
극우파와 외국민 문제 

역사 및 정쳐 훈과예서 다를 만한 주제률 

1. 륙얼의 정치채도 

2. 청당과 션거. 

3. 극단주의 - 극확화와 극우파 

4. 민족주의와 외국인 푼찌 
5. 버스마르크와 독일흉일 
6. 동독의 몰락파 톡얼의 재흉얼 

7. 나치의 정권장악과 제2차 세계대전 

g 독일역사와 전쟁 - 독일민족은 효천척인가? 

9. 독일영토의 변천사 

10. 신성로마제국파 유럽연합 

11. 독일의 학생운동 

1. 극우파와 외국인 훈쩨훌 다루는 이유 

김명찬 외. 

1. 독일 극우파의 태러 행위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었어， 많윤 학생툴 

이 이 문제에 관심율 가지고 었다.(셜문 조사률 한 결과 학생물은 최 

근의 독일 역사나 독옐의 현상황에 가장 큰 관심율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과장된 언론 보도률 통해 부쟁확한 정보훌 갖고 있는 

* 정치 및 역사 불과(이청회， 이민용， 임홈배， 김명찬， 천미수， 융순식， 정상수， 
양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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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다. 이얘 따라 극우파의 실체와 실상율 학생롤에게 정확하 

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2. 극우파는 민족주의와 밀첩한 연관이 있는데 민촉주의는 한국 학생돌 
에게도 관심있는 주제이다. 

3. 극우파 문제률 통해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푼째점에 대한 이해훌 

넓힌다. 

4. 반극우파 시위훌 흥해 독일 국민롤의 민주주의와 관용에 대한 인식 

을살펴본다. 

5. 극우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국인 문제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 

가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6. 귀국 재외통포， 난민， 망명자의 처리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 위에서 언급한 내용온 강의시간에 토론의 주제로 활용할 수 었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학생툴에게 각기 관심있는 주제훌 택하여 보고서 

를 쓰도록 할 수 있다，) 

11. 구서독과 풍얼독일에서의 극우파 정당과 조직의 활동 양상 

1. 1950-1980년 

1951년 브레땐과 니더작센 주의회에 극우파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 Die 

Sozialistische Reichs뼈πei(SRP)이 풍장했으나 1952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 

결에 따라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후 60년대에 와서 다수의 극우파 정당이 

통합하여 독일국가민주당 Die De뼈che Nationaldemokratische P빠j(DNP) 

올 결성했으나 1969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지지율이 5%률 념지 못함으로 

써 연방하원에 진출하지 못했다2). 

2. 1980년 이후 

1980년대에는 중요한 극우정당으로서 독일민족연맹 Die Deutsche 

2) 독일연방하원선거에서는 개인에 대한 후표와 정당애 대한 투표훌 병뺑하는 
데， 지지율이 5% 미만인 정당온 연방하원에 진출하지 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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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union<DVU)과 공화주의자당 Republikanernllip)이 결성되었다 . 

• 독일민촉연뱅 DVU: 1!m년 뭔헨의 출판업자 게르하르트 프라이 

Gerhard Frey가 조직하여 1됐년에는 당원의 수가 약 26，뼈명에 달했으나 

l댔년에는 약 15，뼈명으로 줄었다. 

구체적인 주장: 민족주의(“독일용 독일척이어야 한다 뻐lt빼빼 S이l 

deutsch bleiben. "), 외국인 배척， 독일 풍부국경 회복， 반유태주의， 히톨러의 

유태인 학살용호 . 

• 공화주의자당 REP: 1983년 언론인 프란츠 쉰후버 Franz Schönhuber 

가 결성하여 90년대에 초에 가장 영향력있는 극우정당으로 성장했으나 % 

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지지율이 감소하였다(연방하원 선거에서의 지지융: 

1990년 2.1%, 1994년 1.9%). 1995년 REP의 당원은 약 16，αm명 이 다. 

구체척인 주장: 민족주외， 나치 용호(나치얘 대한 재평가톨 “독일 문화 

의 궁극적 인 명 예회복 kons어uente E빠떠min머isi뼈ng d앙 d뻐tschen 

K띠tur"으로 칭 합) . 

• 스킨혜즈 S뼈lhe때s: 폭력척인 극우파 청소년 조직3)으로 l됐년 이 
들의 숫자는 대략 6，200명이다. 1900년과 1994년 사이에 이들에 의해 22명 
이 살해되었다. 이률의 주된 공격 대상은 외국인이다(도표 1 참조). 

〔도표 1) 극우파 태러의 공격대상(1댔2년) (훌처: 혹잃 헌법재판소) 

『캉 껴~ 

g팩인 2283 

g매인 63 

쩡쩍(j갖敵) 185 

'1.'앵장 끓:'I\;한 홍) 93 

흉1 2624 

3)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3/4이 때세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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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005년말 독일의 극우파 조직온 96개 단체에 46，100명이다 . 

• 외국인에 대한 극우파 테러의 대표척인 사건 

Hoyerswe:띠a0991년 9월): 동독의 모범 콤비나트 Mus빼‘ombinat가 있는 

곳으로서 구동독 지역 경제와 사회의 파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Rostock-Lichtenhagen( 1992년 8월) 

Möllen0992년 11월) 

Solingen0993년 5월) 

3. 전망 

통일 독일 정부는 %년대 초에 급격하게 중가한 극우파의 폭력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웅하였다. 외국 톡히 미국의 

항의도 독일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범죄수사국은 70， 80년대 

의 “적군파 Rote-Annee-Fraktion"와 유사한 “갈군파 Braune-Armee-Fraktion" 

가 생겨날 위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척극척으로 대 

웅한 결과 많은 극우파 그룹률옹 그들의 활동무대를 독일에서 외국， 륙히 

멘마크나 스웨덴 풍의 북유럽 국가들로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극우파 조직원의 숫자와 이들의 테러 행위는 1993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도표 2, 3 참조) 

〔도표 2) 극우파와 극좌파 조직원의 수(출처: 연방내무부) 

년도 극후와 극좌확 

1990 32,220 34,500 

1991 39,800 31,500 

1992 6~900 33,500 

1993 64,500 33,800 

1994 56,600 33,700 

1995 46,1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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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극좌파와 극우파의 폭력행위(훌처: 면방내무부) 

괜확 극￥Df' 

Lar삐 1993 1994 1993 1힐M 

없yeml 52 30 523 269 
B빼n-싸11빼!111빼rg 45 41 791 347 
Ber얘1 327 96 350 138 
Branc홉nburg 27 36 235 145 
Bremen 18 27 64 16 
Harr뻐l며 48 28 210 155 
Hes1홉1 156 76 어4 294 
MeCkIer뼈IIg-VIm뼈깨118m 15 14 118 117 
N홉야홉sachsen 94 150 577 341 
kxdrt톨jn-:we빼빼1 185 107 2348 10:뻐 

빼원1뼈삐P험k 18 243 139 
sa홉뼈념 3 64 23 
saå빼en 40 19 79 67 
S혀홉룰l-AI삐8ft 36 10 77 129 
앓뼈%빼-HOI힐빼1 31 9 367 210 

쁘판뺑맨 25 11 31 63 

G훌훌mt 1120 656 6721 3491 

111. 반극우파(반인종주의) 시위 

1992년파 1쨌년온 외국인에 대한 극우파의 테러가 기송율 부린 해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극우파의 테러에 항의하는 독일 시민들의 민주척인 시 

위도 가장 활발하게 얼어났던 시기이다. 특히 반극우파 시위에 참가한 시 

민즐은 모두 훗불을 롤고 인간사슐올 만들어 외국인들의 숙소률 보호하 

였는데 이렇게 해서 “훗불 사슬 Kerzenk따않”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 

단어는 1992년 “율혜의 가장 아륨다운 신조어”로 뽑히기도 했다. 또한 “우 

리는 모두 지구인이다 Wrr sind alle Planetarier"와 같은 많용 반인종주의 

구호가 둥장했다. 반인종주의훌 역설하는 다옴과 같은 문구는 아주 재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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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n Christus 밍n Jude(당신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다) 
Dein Auto 엉n ]apaner(당신이 타는 차는 일제이다) 
Deine Pizza italienisch(당신이 먹는 피자는 이태리 융식이다) 
Deine Demokratie g끼echisch(당신이 신용하는 민주주의는 그리 
이스에서 유래한다) 

Dein Kaffe brasili뼈sch(당신이 마시는 커피는 브리질산이다) 

Dein Urlaub türkisch(당신온 터어키에서 휴가톨 보낸다) 
Deine Zahlen 따abisch(당신이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이다) 

Deine Schriκ la따nisch(당신이 쓰는 글자는 라틴어에서 유래 

한다) 

Und Dein Nachbar n따 잉n Ausl뻐故'?(그런데 당신 이웃온 외 
국인에 불과하단 말인가?) 

IV. 독일 극우파 태러의 원인 

1. 실업 

259 

역사척으로 보아 극우파의 톡세는 대개 고실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 

다. 히툴러의 정권 장악도 당시의 경쩨 위기와 높온 실업활 때문에 가능 

했다는 것이 일반척인 견해이다. [도표 4, 5] 에서 보듯이， 실업훌이 급 
격히 상송하는 1앉R년 - 1992년 사이에 극우파의 테러가 급증했다. 지역척 

으로 보아도 실업롤과 극우파 테러는 밀접한 연관판계가 있다.(도표 6,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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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극좌파와 극우파의 폭력행위 (Q.ale: Blr양홉π für Verfassungs생lUtz) 

‘ 니nkl藥rech‘ •• 싸빼IS!iS뻐훌 Gew빼l뻐ten se뼈m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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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Ct 1 .. ’ '_2 UI뻐 ,.‘ 1빼5 UQG. 157 1081 t t181 1no: lftl f9112 

성.업싫띔뽑짧짧짧繼짧밟;繼않짧쩌다앓짧짧繼gioI\Ies .... _,lt' 
c‘’‘ 이t‘ ...... ftnι.V"，‘ ..... ’-‘I 

〔도표 5Hαrelle: Frankfurter Ru때영lau vom 10. Jul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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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Quelle: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Fremd홉1빼t삐삐c:he Gewalttaten 1992 

',33 
n싫h But에1esli뼈.rn ’e 100.000 Einwohnar 

〔도표7) (0.뻐le: 벼rkf미혐 매|맹며æZ빼따용 llmRS캐월.rram， 9. 7. 1996,) 

c그냉찌’ ‘[그5 ........ 
1.5,...’-

톨훌훌 ".S .......... 
1Ù~ 

lliO*li 
’"--‘ ... 빼‘ ‘""'-

~'ft~_ 

~--，，~ 
양풍:.:::읍=틀앙 
-‘’ “·‘·‘'''''''-Il10" ..... ""‘·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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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시즘의 역사와 률충분한 과거 청산 

상당수의 독일 젊온이툴온 아직도 히톨러룰 긍정적으로 명가하고 있다 

(도표 8 참조). 따라서 일부에서는 불충봄한 과거 청산이 독일 극우파 테 

러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독일윤 파시즘의 파거롤 

반생하고 과거 청산율 위해 많온 노력올 해왔으며 반극우와 시위에서 불 

수 있었던 것처럽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파시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륙일 극우파의 태러훌 지나치재 과대 명가하여 

독일 전체가 극우쩍인 분위기에 사로 잡혀 있는 것으로 생작하는 것은 잘 

못이다. 앞애서 보았돗이 톡일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공화주의자당온 

1994년의 하원 의원 션거에서 단지 1 ，9%의 지지톨 받았옳 뽕이다. 따라서 

독일 극우파의 테러는 독일 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불만 세력， 특히 

가치관의 혼란과 실업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일후 청소년 집단의 

테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폭일민의 성풀 

독일인이 생품과 극우파의 테러가 어떤 연판성이 있지 않용가하는 문 

제가 제기될 수도 었는데 이는 매우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독일인의 성품을 일활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율 뻗만 아니라 앞에서도 지 

적했듯이 극우파의 테러가 대다수 독일인률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극히 얼부의 독일 청소년롤에 의해 이후졌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도 극우파 테러가 빈번하게 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의 특 

정한 성품이 극우파의 태러와 연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용 매우 성급한 일 

이다. 반면 독일 극우파외 헤러가 외국인률로 하여금 독일인의 성폼율 부 

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로스륙에서 테러가 있은 직후 

네덜란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셜문조사의 결과가 그것율 분명히 보 

여준다.(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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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Ouelle: Uwe Koreik, S. 10 

Die 4빼B야D Deutsdwt" iD der deuts냥톨D Ges빼k훨. 

〔도표 9) (Ouelle: Zeitlupe 33, S. 12) 
Aufg앓hreckt hatte 따법ts 1앓 잉ne Umfrage 뻐따. uro niederländischen 
Jugendlichen zwsichen 15 und 19 J때ren (die .Clingend뼈-Studie“)， die 
kurz nach den 뺀I때enfeindlichen Krawallen in Rostock erstellt w따de. 

Elger뼈빼R Nfe빠뼈，.， En빼훌삐t F~ 야l빠빠‘ 훌빼‘g 
T뼈er협11 48 18 16 14 
Obrigkeits해örig 22 36 16 38 ,.",.,,45 
Traditìonsbewußt 15 Ð6 25 16 1.1 
뻐f띤ch힐뼈tig 11 11 18 71 J 3 
Ges빼g 51 21 ~2 16 151 
Pr빼ls혀， ei때estellt 5• 22 11J 21 l8 
Möch.ten 씨elGeld 61 26 20 55 11 
verdie빼n 

Sachlích 48 41 1훌 37 11 
N뼈htem 51 29 17 14 f 25 
Stolz .auf 뻐r Land a .9 $1 sa: 30 
P피lk꼈삐lkl혀t • 3 21 1를 25 11 
Uπ19떠nglichkeit 53 .~ 25 11 54 
Arrog잃lZ 12 19 25 60 5 
Sinn und Homor 61 31 2G t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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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외국인 문제 

1. 독일민의 혜외 이추 및 외국인의 묵얼 유입에 대한 역사쩍 고훨 

도표 10에서 보훗이 외국으로부터 혹일로외 인구유입은 1!B)년대 이후 

급중하였다. 1뼈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외 유입이 1뼈년대에는 귀국 재 

외동포와 방명자의 유업이 두드러졌다 

[도표 10) (Quelle: Renate Lusdler, S. 21) 

AuswanderungsJand. ~ ... __ 
Einw빼erungs빠Ild."，，' 

앓麗혔뿔Gra團‘’ -
in빼 ‘’ ”’·’ ‘’ I • L I I 2 빼 

t , 
t ., t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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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째독 외국인얘 대환 흉계학적 고활(도표 11 , 12 협조) 

1) 외국인의 국척 

[도표 11) (Quelle: Statistisches Bu때esamt) 

2) 외국인의 비율 

〔도표 12) (Quelle: Statisti잉1e Bur빼samt) 

“’“._ .. “”“‘.~ 

Aua ........ 
unteruna 
Ende1912 
|，빼eaimtð 4t5 1훌 

davon In 1 야m 

-- 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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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국 찌외동포의 수와 월거주지 

〔도표 13) (Quelle: 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låndi찌ler FI삐삐inge.) 

&홉빼톨lI ygn1빼삐19훌양 g없72엎 

4. 난민 및 망명자의 법쩍 지위 

‘ ’ 

독일에서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 유럽법， 신(新)외국인법(1991년 발 

효)， 망명법(1잃년 5월 개쟁) 풍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륙히 난민 및 망 

명자의 처리 문제는 톱일뽑만 야니라 유럽 전체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었 

다. 독일에서의 난민 빛 망명재의 법척 지위훌 간단혀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톡웰 역시 웬칙척으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율 

보장할 의무는 없다. 단 째네바 난민협정(GFKJ에 따라 정치객으로 박해훌 

받고 있는 자와 고문외 위협율 받고 있는 자의 추방용 금지된다. 망명자 

및 난민은 공동 숙소에셔 륙으핵 망명 신청율 한다. 망명 인정 비율온 미 

미하다(도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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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4) 망명신청자의 국적별 통계 1995 (Quelle: Bundesministerium 뾰S 

Innern, Bundesamt für dí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 

Herkunfsland Eingegangene Zahl der Aner- Anerkennungs-
Asy농rs뼈Iträge kennungen quote in % 

Bundesrepublik Jugoslawien 26227 2619 5,2 
T디rkei 25515 7428 21 ,5 
Afghanistan 7515 891 11 ,6 
Irak 6880 2346 45,2 
Sri Lanka 6048 988 14,6 
Bosnien-Herzegowina 4932 27 0,4 

Iran 3908 1667 37,7 
Rumänien 3522 3 0,03 
Armenien 3383 92 2,1 
Pakistan 3116 203 4,5 

A1le Herkunfsländer 127937 181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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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제뼈 대한 토론 

이찌황: 김명한 션생외 방째로 ‘극우파와 외국인 문제’에 판한 발표톨 툴 

었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혜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얘: 구체척인 자료훌 풍부하게 채시해 주셔서 수업에 많온 도용이 될 

듯합니다. 한두 가지 보충하자면 가령 14, 15쪽에 망명자 룡계가 나와 

있는데， 그돌 가운데 독일에 계속 체류하려는 사랍파 다시 다론 나라로 

가려는 사랍은 구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의 다룡 나라률에 

비해 압도척으로 많온 수가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런 비교치도 

제시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대표척인 태러 사혜로 언급된 사건 중에서 

도 ‘호이어스베르다 Hoyerswerda’의 경우는 좀더 심충척으로 생각혜훌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이어스베르다’ 지역용 구 통독 시절에 가 

장 모범척인 롬비나트 Kombinat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롤 구동독인롤의 통일 후의 사회 

척， 심척 강박 상태와 연철시쳐 생각혜불 훨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용 

통일 이후 사회흉합의 차원에서 통독 문째의 심각성율 척나라하게 보 

여주는 사혜라 할 수 있지요. 이와 판련해서는 품학 작품율 참초할 수 

도 있겠습니다. 가령 풀커 브라훈 Volker Braun의 시 가운데 「테러토리 

옴 TerroπoriumJ ‘테리토리용 Territorium’이 아니라!)이라는 시가 었는 

데， 극우파 문제에 대한 비판척 시각을 보여주는 좋온 혜로 인용될 수 

있지 않올까 합니다. 통계자료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회계충의 문제 

와 관련지으면 구 동독 지역에서 보통 사랍 자녀들온 대개 실업자로 밀 

려나 있지만， 구 동독 정권의 당 간부나 국가안전부(슈타지 Stasi) 출신 

의 자녀툴 중에 극우따가 많다는 것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의 극우주의자 ‘공화파 Republikaner’를 소개할 때에는 얼반적인 역 

사적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빼률 

하나 들자면， 아마 1990년으로 기억되는데 호르바트 Hoπ뼈의 r이태 

리의 밥 ltalienische NachtJ 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연 
작품에 ‘공화파’의 문제가 나오는데， 전통적인 ‘공화주의자’의 진보성율 



극우파와 외국민 몸제 269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원작의 ‘Republikaner’톨 째치있게 ‘Demokraten’으 

로 바꾸어 주고 그것을 공연 팡폴렛에서 밝혀주더군요. 그런 것온 훤래 

의 진보척 ‘공화주의자’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금의 극우파 ‘공화파’훌 비 

판하는 한편 공화주의의 참뜻율 되살리려는 의도가 동시애 반영된 게 

아닌가 해요. 어떤 말이나 용어가， 륙히 정치척 용어는 시대에 따라 이 

처럼 전혀 다르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융 학생돌에게 환기시켜 주면 좋 

겠습니다. 

임종대: 정치 문제로 들어가면 누구나 민감해지고 우리 한국 사랍의 입장 

에서는 대개 한 마디썩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 휘빽에서 난 

민 수용소에 방화한 사건도 떠톨썩했지요. 아주 최근의 자료는 굳이 독 

일 신문을 들추지 않아도 우리 일간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율 겁니다. 

천영에: 인터넷올 통해서도 찾아활 수 있지요. 학생률에재 직접 검색율 

하거나 스크랩올 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온 효파률 거둘 수 있었습니 

다. 

안삽훌륭: 물론 자료률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불과의 발 

제에서는 자료는 많이 수집했지만， 뭔가 핵심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율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왜 극우파 내지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했으며， 

앞으로의 천망온 어떻게 되는지 하는 판단과 명가가 뒷받칭되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발표자에게 숙제훌 맡겨놓고 분파벌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모르꼈어요. 

황윤석: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가령 ‘독일인이 판용적인가’라는 셜 

문에 대해 1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데， 그런 부정척 측면율 부각시 

키는 내용온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엿보다 있는 그 

대로를 보여주고 문제화시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안삼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의 모습 

올 바르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발제문을 논문으로 완성할 때 

에는 뭔가 큰 콘렉스트가 드러나야겠습니다. 

임종대? 독일인을 매맞게 하는 게 독일학 강의의 주제가 되어션 곤란하지 

않겠어요?(웃옴) 

김명찬: 저희 분파에서도 초점온 극우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두되 최대 

한 객관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그 점이 논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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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리하는 과쟁에사 충분히 반영되지 봇한 것 같습니다. 

엄총대: 발째문을 논문으로 다듬을 때에는 과연 극우파 현상이 독일의 민 

족성과 어떻게 판련되는가에 관해서는 분명한 객관적 근거롤 가지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히틀러가 국민 인기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 

하는 것온 극우파 문째의 스펙트럼 속에서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겠지요. ‘아우토반’(고속도로)율 건설했다든가 하는 특정한 측면에 초점 

이 맞추어져서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지 신중히 판단할 펼요 

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예컨대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서양온 병풀 

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통계자료애 너무 매이지 말고 어떤 근거에서 판단하고 받아 

를일 것인가률 좀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김누리: 지금은 극우파 문채가 매우 민감한 시기인 것용 분명합니다. 작 

온 사건만 터져도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의 추이률 보면 극우 정당의 득표율이 ?>Aí률 념은 척이 없다는 것도 엄 

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온 민주척으로 교육받은 천후 세대가 독일사회의 

민주화률 상당한 정도로 진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프랑스애 비하면 우익 정당의 지지도는 4봉의 1도 안휩니다. 그렇게 보 

면 극우파 문제는 오혀려 지금의 독일 사회가 스스로의 과거훌 제대로 

청산혜가는 사례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톡일인이 판용객인가’ 라는 셜 

문에 대해 14%만이 그렇다고 한 통계 수치는 네덜란드인율 대상으로 

한 셜문의 결과라는 챔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인용 독일인 

에 대해 원래 감정이 좋지 않지요. 

천영에: 그러니까 극우파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롤 가지며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황융석: 프랑스에서는 우익 정당얘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 하더라도， 독 

일에서와 달리 극우파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불거지치는 않지 

요. 그 반면 통계수치상으로 척다고는 해도 독일에서는 사회 문제가 된 

다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히흘러가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러시아 군국주의 같온 유형도 있었지요. 

엄총대: 미국 영화에서 나치 병사가 총맞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독일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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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데요.(웃옴) 

안삼환: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극우파 대두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경제사적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독일은 알다시피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런 만큼 식민지를 장악하려는 욕구가 더욱 

공격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극우파 문제에 첩근할 때에 

는 좋다 나쁘다 하는 단선척인 시각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인 

자신은 과거청산의 압박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민강한데， 우리가 덩달 

아 민감해질 필요는 없겠지요. 어떻든 독일 사회가 우리 사회보다 훨씬 

안정된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단지 통계수치만 가지고는 상황이 

과장되기 쉽지요. 나는 장기적으로 극우파 문제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 

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 견주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인이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독일인의 자기비판이라는 관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분과에서 좀더 토론해서 훤 

가 ‘유모어’ 랄까 ‘물기’가 배이도록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찌황:5분간 휴식올 취한 후에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임흥배， 천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