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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문 

흉륙 이후 브해혀트의 공연과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갈래의 상반된 

청향으로 분휴혜 활 수 있다. 브해혀트 허물기와 브레혀트 새로 얽기 

의 두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이 같온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는 

지얘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결정척인 요인을 툴 수 있다. 그것온 20세기 

연극째계에 미친 브레히트의 막강한 영향 그리고 맑시즘에 근거한 공 

산진명의 용괴와 더불온 구동독의 몰락이다. 그러면 우션 이 두 천제 

요인율 간략히 살펴보자. 

브레히트의 영향에 대해 독문 학자 테오 북 π‘eo Buck온 말한다: 

우리률 세기의 드라마， 연극， 극작슐얘 미천 브혜혀트외 영향온 아무리 높 

이 명가해도 충분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내척[동서독역주1으로나 국채척 

으로나 그렇다. [ ... ] 천후 세대외 어떤 드라마 작가도 브레히트외 드라마 

구상융 짚고 념어가지 않융 수 없다.1) 

세계객인 연훌가 브루크 Peter Brook 또한 브빼히트의 명향을 더 없 

이 높게 평가한다: 

* 이 논문온 1997년도 서율대학교 해외연수 톡별지원으로 작성된 것엄. 
1} π용o 5uck: Von der for밟u번뼈\den Dialek뼈erung des Dramas. 

R뼈녕turgie b잉 5r앙tolt 5r하\t und H엉.ner MUller, in: 와ude 

Gemum때‘es. H. 1. Paris 1됐1， 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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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하재 연극착업훌 하는 사랍은 아무도 브해히트톨 피빼 칼 수 

없다. 브혜히트는 우리훌 시대외 핵심인물 &빼앓elfigur이며 우리률 

시대의 연극 작업온 모두 어디예선가 브혜히트외 이롤과 업척과 더 

률어 시작되고 또한 여기로 되톨아용다.찌 

이 같온 브혜히트의 영향온 우리률 20세기의. 문학l 혹혀 연극째계톨 

바꾸어 놓았고 바꾸어진 이률 세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 

이 우리의 째계인 것으로 여킬 만큼 친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률 자신이 브혜히트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브래혀트와 가까웠먼 세계 

척인 문학 버명가 마이어 없ns 빼yer는 말한다: 

브혜혀트의 작폼은 우리률 세기의 품학째계톨 바꾸어 놓았다. 시의 

쩨계， 독푼학 언어외 세계톨 [ ... ] 바꾸어 놓었고 무대 세계톨 융악극 

빛 회극 배우의 연기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브해히트가 요구했던 

〈새로운 판극슐〉 또한 오랫동안 괴상한 변벅으로 웃융율 샀지만 오 

늘날 우리에젠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풀린다. 새로운 판잭， 새로운 

판극， 새로운 공간율 위한 모든 노력툴 또한 브레히트 없이는 아무 

것도 생각항 수 없다.3) 

브레히트의 이 같온 막강한 명향용 연극세계의 폭파 가놓성율 엄청나 

게 넓혀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극인률 (륙혀 극작가와 연출가 

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융 우리는 협게 이혜할 수 었다. 

공산진영의 붕괴와 더불온 구동독의 몰락온 브빼혀트 작품의 기반 

에 깔려 있는 역사철학척 관점에 우션 보기에는 치명타훌 가한 격이 

된다. 현존의 시민척 자본주의 사회상황율 〈큰 질서> (공산주의 체제) 

의 상황으로 개혁하려 했던 브래히트의 역사변종법척 관점이 현실성 

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2) Moritz Rir따: Was h빼t d빼\ Frau n‘a빼cher von Brecht?, in: Die ZeI’'t (2. 

5. 1997)에셔 째인용. 
3) 뻐ns 빼맹: Abend der V，‘mumκ Reden und Vorträge 1985-1990. Fran빠urt a. 

M 1990, 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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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혜혀료가 자본주의훌 비판하면셔 견체한 〈큰 철서〉로서의 

공산체제는 구동톡의 〈실채하는 사회주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스활련주의의 비인간척 폭력 형식이 지배했다는 것율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1됐년 브혜히트의 〈배률련 앙상불〉극단이 파리에서 

순회 공연한 r억척어멈과 그녀의 자식롤』이 대성공율 거두어 국채척 

으로 인청융 받기 이전까지 동독에서의 브레혀트 공연은 빈번히 당국 

의 간섭율 받었고 〈형식주의〉로 벼판당했다. 

혹혀 1953년 6월 17일의 〈동독 노동자 봉기〉에 대한 당국과 브해히 

트간의 갈풍온 통독 공산체채의 현실율 잘 반영혜준다. 동독온 1956년 

브혜혀트가 사망한 다옴얘야 본격적으로 브레히트톨 자신률 체제의 

작가로 천환시켰던 것이다: 

풍독이 브레히트를 자신률외 작가로 낚아채는 기회는 그외 빼어혼 

축용으로 인혜 주어졌다. 이 명화교란자가 축자 독일 사회주의 국가 

(이 국가는 설온 천혀 없었다)의 국가 시인이 갑자기 태어났다.씨 

〈큰 질서〉는 구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척 질서였융 

이 확인된다. 그래서 자신의 극작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효력이 있 

고 사회주의 사희에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질품에 브혜허트는 답한다: 

이률온 불명혀 변충법척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이요. 나외 극작폼 

온 시민계급얘재 그리고 자본주외하에셔 효력이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외 사회， 계급없는 사회톨 위해서도 그리고 그 후 잇따 

르게 훨 사회형식에도 유효하오.히 

브혜혀트는 1954년 국제척인 인정융 받고 난 후 1956년 그가 죽융 때 

4) Jan Kr때껴f:Br빠 뼈chder Wi뼈e 뼈 im 100. Gebur벼빠π" in: Bertolf 

Brecht und das rwdeme π빼ter， Bd. 5. 한국 브혜혀트 빡희현.1잊J8， S.24 f. 
히 In합椰tationen. Brechts Dramen. Hg. von Walter Hindem-. 않utt짧t 

m떠따\) 1995, S. 31에서 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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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자신의 위상율 최대한으로 활용혜 〈썰채하는 사회주의〉 동독이 

그의 작품에셔 지향한 이상척 사회주의로 나아가도륙 최션옳 다했다: 

“그의 마지막 삶의 시기에서 [ ... ] 그는 동빼훌련에셔 인청발온 천재의 

위상율 의식척으로 활용하여 약간이라도 사회 변화훌 가져오도혹 하 

는데 척극 동창했다."6) 

이렇게 볼 때 실째한 사회주의 률락용 그의 극작홈얘 기반한 역사 

변중법척 판첨이 함째 허물어져 의미없게 된 것용 아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브해혀트 영향의 점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온 〈브레히트 

는 이쩨 그만〉 하고 새로운 것융 바라는 혹에서는 사회주의 몰락온 

브혜히트 허훌기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와는 반대로 독일 홍일로 인해 

동서독 분단의 이데율로기 장벽이 허물어지자 그 동안 이데옳로기로 

인해 왜곡되었던 브혜히트상율 바로 잡고 브혜히트훌 새로이 발견하 

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주로 브해혀트훌 전공한 학자툴이 주촉이 

되었다. 

l 브레히트 허률기와 브레히트 가꾸기의 현황 

브빼혀트는 이미 고교시절부터 기흔한 체쩨와 이데융로기에 정면도 

천혜 시민의 명화톨 교란시키는 〈도발가 Bür양rschreck>로 흉했다. 

1916년 1차 세계 대천 와충에 고풍학교에셔 조국율 위한 영용객 죽옵 

올 선동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글쓰기 과채롤 학생률에게 주었는데 당 

시 고교생이었던 브레히트는 이 글쓰기에셔 영웅객 죽음율 션동하는 

교사들을 〈골빈 자들 Hohlköpfe>이라고 모욕했다. 이로 인해I 비륙 

부모의 덕분으로 퇴학을 겨우 변했지만， 엄한 벌올 받았다. 

군에서 보충병 근무훌 위해 ’천시 비상 졸업’올 한 (1918) 브레히트 

는 ’조국율 위한 명웅척 죽옴’율 주째로 그의 시 〈죽온 병사의 천껄〉 

을 썼다. 이 시는 총 19연으로 되어 있고 브레히트의 냉소주의는 이미 

6) 배m 뼈Iyer (Anm. 킹，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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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에서 나타난다: “그련데 천쟁이 네 번째 붐을 맞는데포/ 평화에 

대한 천망융 주지 않자/ 병사는 결단을 내려/ 명용척 축융율 죽었 

다，~ (8, 쩍6).끼 뒤따르는 연률의 내용은 이 죽온 병사훌륭 묘에서 파내 

어 핵온 시체훌 분장해서 달밤에 이 병사가 여인들과 천구률I 목사와 

유지들의 배용율 받으며 요란한 옴악과 환호 속에 명용척 죽용율 위 

해 행진 입대하는 것율 째현한다. 제 16연온 이 시의 냉소주의의 철정 

율 이룬다<딴따라， 따따， 안녕 안녕!/ 여자와 개와 목사!/ 그 한 가 

운데 죽온 병사/ 슐취한 훤숭이처럼> (8, 25에. 브레히트는 이 시에 

자신이 직첩 곡율 써 종총 기타 반주와 함째 노래했다. 작사， 작곡I 연 

주I 노래롤 모두 그 자신이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가 1었5년 나치에 

의한 그의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되었다. 

브빼히트의 초기 극착품에는 시민척 생활 방식과 행풍 양식얘 도천 

하는 서술이 지배척이다. 

r발』에서 주인공온 시훌 쓰고 시훌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는 자신 

의 후원자가 되겠다는 사업가의 부인， 순박한 친구의 애인율， 그리고 

나이 어련 자매훌 그의 다락방 첨대에 끌어률여 률기며， 동성의 남자 

연인 (호모)이 술집에서 여자훌 좋아하자↑그훌 살해한다. 

r한 밤의 북소리』에서 주인공은 군인으로 아프리카에 가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률아용다. 약혼녀가 4년율 기다리다 지쳐 아 

버지의 종용으로 다른 남자훌 택하고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되어 약혼 

해서 서둘러 결혼하려 한다. 이 약혼식에서 주인공온 자신의 이 약혼 

녀훌 만나는데 그녀가 그훌 잊지 않고 좋아하는 것융 확인하자 때마 

첨 때롤련 좌익계 봉기 시위대에 가답하고 있먼 그는 이것융 포기하 

고 만신창이가 된 그의 약혼녀훌 다시 받아률여 함께 집으로 률아간 

다. 

끼 ( )속의 수는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브레히트 천집 Bertolt Brecht: 

않sammelte Werke in 20 Bänden. Werkausgabe. Frankfurt a. M. (，혀ition 

S따I뼈mpf) 1967의 권과 면의 수훌 뜻합/ 흑 여기에서는 제 8권 제 2s6면 

율뭇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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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서풀쩌리 오때라」얘서 주인공온 런던의 도둑 왕이다. 그련데 브해 

허르는 이 도둑 왕옳 부르즈와 시민과 일치시켜 그가 시민의 생활방 

식 및 행동양식율 갖게 함으로써 〈부르즈와 시민온 도둑〉이라는 것융 

불명히 했다. 

r남자는 남자」얘서는 소시민인 주인공이 마치 기계가 다론 목객으 

로 채조립되듯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재조립(변화)된다. 꽉인율 위해 

반찬거리로 한 마리 생션융 사러 나갔다가 주둔 군인롤의 유혹에 이 

꿀려， 철에 롤어가 시주금율 도톡질하다 률톨려 나오지 못한 홍료 병 

사의 역율 챔효때 그 대선 한다. 그는 결국 완전히 기능척으로나 의식 

척으로나 바로 이 병사가 되어 요새에 집결한 척과 척의 가촉툴율 섬 

멸하는 전공율 세운다. 

이들 주인공툴온 모두 부정적 인물률로서 이툴율 흥해 브레히트는 

기폰의 시민척 도뎌 빛 인습융 파괴하려 한다. 그때푼에 그는 인습 파 

괴주의자 BilderstUrmer로 간주된다. 

브레히트가 맑스훌 얽고 맑스에서 자신의 작홈율 위한 이상척 판객 

을 발견한 것용 그의 작품이 담온 인습과 이데융로기 파괴 의도 때문 

이다. 맑스률 통해 브해히트는 인슐 파괴주외자에서 공산주의자가 되 

었고，8) 천후 서방의 독일 시민사회는 이러한 브래허트률 수용하려 하 

지 않았고 그의 작품을 오히려 이데융로기적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1930년에 나온 r조처」가 그 좋은 예인데 이 작품율 1936년 스탈련의 

대숙청인 모스크바 재판율 선취한 태러리즘의 션동으로 해석했다.9) 

브래혀트에게서 극예술의 기능은 판객에게 현실 사회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이 사회의 변화훌 가져올 수 있는 ‘실천 사고 ein양κ:endes 

Denken’10).훌 얘개하는데 었다. 브레히트극의 혹청이자 혁신성온 줄거 

8) 브혜혀트는 실째 풍산당에 가입한 척이 한밴도 없다. 이것용 브해혀트가 

천쩨한 공산주의는 실재한 공산주의와 거리가 벌다는 것율 말해훈다. 
% 이 챔얘 대해서는 Ruth Fischer: Stalin und der deu빼야웅 Komu‘wùsm뼈· 

Frankfurt a. M. 1S뼈율 창초하라. 뻐ns Egon Holthusen용 브해혀트외 이 

극이 혀훌러외 나치 파시츰외 떼러톨 션취한 것으로 본다 (H. E. 
Holthu뾰l:Kri않hes V，앙뼈ten: M삐넙ten 1961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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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가르챔율 풍시얘 실현하며， 이때 줄거융흩 가르청율 보다 효과 

었깨 하고， 또한 가르침은 줄거용을 보다 더 높인다는 것이다. 판잭 

입장애서 보면 률기면셔 배우고 배우면셔 률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 

기셔 배용온 민충계몽과 연판된 I실천 사고’의 매개다. 이것온 기폼한 

부르즈와 시민 사회의 문명구조 파괴훌 지향한다. 이련 연판에서 케비 

어 없바\e Kebir는 발한다: 

그예품얘 브혜혀트의 집단 계용 계획온 무슨 일이 있어도 효려지게 

혜야 하고 필요한 정우 위험한 것으로 매도혜야 한다. 이톨 위해 폼 

예학애셔 실용 이미 오래 천에 실효생융 잃은 개인의 도펙척 비방 

율 사용혜야 했다. 그래셔 브레히트외 계몽된 공산주의톨 전혀 구붐 

없이 반채몽외 동시대객 두 주역， 혹 스탈련파 히훌러와 병행시킨 

다.11) 

브혜혀트 허물기훌 주도하고 있는 것온 혹혀 연훌가와 비명가툴이다. 

70년대 이후 무대톨 휩쏠고 있는 소위 l연훌극’의 주역툴인 연출가들 

1이 1930년 할 뺀야민 (w허ter Bet:빼min)용 브레히트외 ’실천 사고’얘 대해 소 

상혀 언급하고 있는대 이톨 분명히 하기 위해 그가 언급하고 있는 몇 가 

지 논제만 여기 척는다: 

1. 사희애서 실현 가능한 사고외얘는 모두 파괴혜야 한다. [ ... ] 이 사고는 어 

떤 단계， 어떤 지챔얘셔나 현실과 대치되어야 한다. 

z 이 사고는 션업견과 단철되어야 한다. [ ... ] 환천한 사고란 사회척으로 영향 

력이 많온 사고훌 일걷는다. 

3. 사고는 쩍어져야 한다. 그것용 샤희적으로 실현가능한한 허용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사랍온 자신의 잘못된 복잡한 많온 것올 포기해야 한다. 즉 

사척인 명가， 업장， 째째판 둥， 한마디로 말해 그 많용 채인척 외견물융 포 

기해야 한다 1898 Bertolt Brecht 1998. r ... und m앙n Werk 성t 

A뿜~ des Jat바\undertsJ. Hg. von Akademie der Künste. Ber파1 

1잊J8， S. 31f. 참조. (이 헥온 앞으로 &뼈>lt Brecht 1998으로 표기함). 
11) Sa바톨 Ke비r: D앓 뻐g회ge Werk. Das Kollektiv 와s Autor, in: Freitag 6 

βo. Jan. 1쨌). K띠t따 Extra. Bertolt B빼1‘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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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론 매체의 연극 명론가률이다. 크노프는 이들 명론가률융 브해히 

트가 만든 풍자척언 초어롤 사용 〈투이 T띠〉롤이라 명명한다'. <투이〉는 

지식인의 철자 <In!ellektyelle>에서 만든 것으로 이률온 유행척인 의견 

에 따르고 이롤 션동하는 〈앞잡이〉역율 한다고 크노프는 말한다. 

연출극에서 연출가는 극작품의 핵스트톨 연극 공연의 초안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연출가 자신의 자기 구현 자료로 이해하고 사용한다. 

연출가는 택스트롤 자료로 자신을 주체화시킨다. 이것온 브레혀트극과 

는 완전히 대치되고 있다. 브해히트극에서는 오늘의 세계와 사회가 어 

떤 것이며 이 세계와 사회률 지배하는 법칙이 어떤 것인가률 흉찰케 

하는 연극율 만드는 것이 문채되기 때문이다. 

브래혀트는 자신외 작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효생율 상실한 고 

전극이 될 것임율 예견했고，12) 고천극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스로 고전 

극 개작 공연을 통해 모렐올 제시했다. 소포클레스의 r안티고너11 .11， 렌 

츠의 r가청 교사 .. , 셰익스피어외 r쿄리융란」의 개작 및 공연이 그것이 

다. 이들 작품의 개작에서 독륙하째 나타나는 현상온 새로운 것융 천 

혀 첩부하지 않고， 개작 당시의 현실율 기반으로 작품 해석율 새롭게 

한 〈역사화〉이다. 1앵년 스위스에서 공연된 r안티고너11 .. 의 경우 브레 

혀트는 이 작폼이 담온 신화척， 훈명객 요인올 없애고 〈철저한 세속 

화 konsequente S삶띠arisierung>， <철저한 합리화 Durchrationa1i

sierung>률 했다. 브레혀트는 r작업일지 .. (1948. 1. 12일자)에 다옴과 

같이 적고 있다: 

새로운 판에서는 천쟁융 송리로 이풀기 위해서는 I오직 약간의 병 

력’이 더 필요 해. 휠사척인 병력이 후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 

플롯이 시작한다. [ ... ] 이 마지막의 도덕척 예비병력 투입은 실패하 

고 몰락을 재촉한다. 그런데 이 몰락용 이미 전체척 상황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몰락옹 말하자면 더욱 더 총체척이 된다는 

12) 망명시철 브래혀트는 말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는 완천히 망각되어 역 

사의 쓰레기와 더불어 촬어져 버리고 말댄가 아니면 - 고천 작가가 훨 것 

이다"Be뼈t B빼\t 1쨌 (Anm. 10), S. 9에서 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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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3) 

신화의 운명척 버극 사건융 권력 쟁취의 갈둥으로 인한 비극 사건으 

로 해석함으로써 혀톨러의 몰락파 더불어 독일의 파국융 암시척으로 

형상화했다. 측 크혜옹이 전쟁의 패배훌 예견했옴에도 테베 시훌 자신 

의 률락과 더불어 합쩨 훌락케 하려 이 도시률 〈무의미하게〉 사수하 

도록 한다는 것이다. 

렌츠의 r가갱교사」에 대해서는 독일 시민 계급 및 지식인 계충이 

재구실율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사회의 기능마비， 독일의 비참함이 

구현된 것으로 브해히트는 해석하고 이 판점에서 이 작품율 개작해 

공연했다. 여기에서 브래히트는 나치의 파시즘 치하에서 뿌르즈와 시 

민 계충과 지식인 계총이 취한 권력 아부쩍인 행동과 태도톨 확인하 

고 비판하도혹 했다. 

째익스피어의 비극 r코리융란」외 개착에셔 브꽤히트논 앵용척 인물 

의 약화와 민중의 강화에 훗챔율 맞추었다. 브해혀트 자신이 재작에 

대혜 말한다: 

영용척 인물에 대한 훌거융과 비극성에 판해 발하자면 우리외 영용 

마르치우스에만 감쟁이입하는 것융 극북하고 보다 큰 훌거융융 가 

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척어도 코리융란 비극 외에 로마 비극/ 

혹히 민중의 비극 또한 체험합 수 있어야 한다. [ ... ] 그리고 영웅적 

인물에 관해 말하자면 사회는 자신에게 직접 연판된 다혼 판첨I 즉 

이 앵웅이 갖는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믿융에 판심융 갖는 

다. 사회는 훌락융 모험하지 않고는 이 믿용에 따톨 수 없다. 바로 

이 첨이 사회톨 펼연척으로 이 영용과 대립하게 만든다. [ ... ] (17, 

1252 f.). 

여기셔 사회는 민중을 뭇한다. 그때문에 셰익스피어에서 영웅척 중심 

13) Bertolt Brecht: A뾰i홉i뻐따1. Hg. von W. Hecht Bd. 2. Frank뼈 a. M. 

1야'3， S. 818. 



송동훈 1를1 

언률로 행장확펀 코리융란온 브래혀트의 재작에서는 천쟁 천품가 

S야zi허ist für den Krieg로 격하되고 이 역 또한 민충 (프훌해타리아) 

이 공동으로 떠맡융 수 있자 훨요 없는 것이 된다. 이훌 통해 독재 군 

주쩍인 로마에서 민주척 이활리아로 념어가는 과정이 구현필 수 있었 

고 이것온 쩨 3쩨국율 극북하고 전후 독일 (동독)의 새로운 민주척 체 

쩨 구촉과 연철훨 수 있는 시의성 Akt뻐lität율 갖는다.1찌 

브해히프는 자신의 극작품율 〈모맹 공연 Modell-Ins짧U앙ung> 형 

식으로 연훌했고 이것에 대한 기혹톨율 모아 r모헬책 Modell-Buch.a으 

로 며냈다 r갈릴레이.1， r안티고네 .1， r억척어멈』 퉁이 그 모웰공연으로 

되어 었다. 이들 모웰율 그 자신의 작품 공연시에 모헬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시켜 연출가 개인의 훤칙 없는 임의척인 작홈 개조훌 막으려 

했다. 그가 제시한 모웰의 개조가 허용되는 경우는 그가 위에서 보인 

고전의 활성화훌 창조적으로 가능케 할 때에 한한다: 

그와 갈온 모멜둘온 브레히트의 생각에 따르면 실온 변경훨 수 있 

다. 하지만 앞으로 있융 공연톨외 기본이자 훌발캠이 되도혹 했다. 

이툴 모웰의 변갱온， 그것이 쟁당화훨 수 있는 한/변충법척인 유협 

의 지속성율 갖게 혜 in einem Kontinuum dialektischer A야’ 진실 

에 더 가깝고， 더 많용 것훌 밝혀 주며， 극예슐척으로 더 만혹율 주 

는 현설 구현이란 의미에서 보다 나온， 보다 생생한 풀릇 해석율 가 

능캐 한다.1의 

이갈온 풀롯 해석와 본보기로 브빼혀트는 그의 r연극 소를」 째 68항 

얘서 r햄릿』의 폴롯율 1948년 당시의 시대 상황， 륙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시국， 범최척인 지배계급l 만연한 이성에 대한 회의훌 직면한〉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nι 695 참초). 이같온 브레히트의 요구는 오늘 

14) Jan Kr와>f: Br혈\t 뻐넙.buch. 까'\eater. Stut뺑rt1뼈1， S. 細 창초. 
15) KIaus-De빠 MOller: AristoteIi앙'\eI Fabelbegriff und anti~뼈sto뼈sches 

π‘eater. Vo야rags때nuskript， 피In뾰n빼onales Sympo벌.um zum 100. 

〔뼈r펙ahr 8ertolt Brech양. seo띠 17.-19. 흉t. 1쨌i，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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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 극얘서 자신율 주쩨확시키고 있는 연출극의 연출가률며에게는 수용 

될 수 없율 뿔 아니라， 이들에게 브래혀트의 극작품온 이미 그 자체가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연출이며 공연으로서 극작술객으로 완벽한 변중 

법척 구성으로 비쳐지고 있다，16) 뽑만 아니라 브레히트가 셰익스피어 

훌 현실얘 맞게 개작하듯 그렇게 브래혀트훌 개작하기에는 브래히트 

는 아직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작가다. 브레히트 자신이 말했듯이 그 

의 작홈온 <20째기의 마지막 연 derA야흉$멍 des J.하바빼\d앙농〉이며 

그의 작풍이 담온 추쩨률온 우리률 세기의 세상 거율이 되고 었다: 

또한 여기얘셔 불명혀 드러나는 사실온 어느 누구도 브혜히트쳐럽 

그렇깨 째계척으로 연극， 문학， 청치척 사고에 명‘향융 미치지 못했 

다는 것이다.게다가 브래히트외 주쩨는 우리률 쩨쩨와 째기의 거율 

이 되고 었다. 맑시즘과 사회주외， 변중법척 사고， 경째， 파시즘， 천 

쟁， 자연과학의 책임， 현대의 예술 형식롤과 수용방식율 주채화한다，1끼 

크노프는 더 나아가 브빼히트의 시효성올 강조한다 11브래히트의 전 

작폼에 걸쳐 있는 논째， 즉 자본주의는 불친절， 싸옴， 착취 그리고 결 

국은 전쟁율 못한다는 논쩨훌 숭숭장구하는 자본주의는 아칙 반중하 

지 못했다. (그 반대다). 다른 작가의 어떤 작품이 - 이렇게 나는 묻겠 

소 - 우리 사회의 내외척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는 천쟁외 현실에 대 

해 브혜혀트의 작품과 비견휠 수 있는 비판척 힘을 가지고 있는가1" 18) 

브해히트 작품이 담은 이같은 잠채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데는 활성화훌 저해하는 몇 가지 장얘 요언이 었다. 브래히 

트 상속자들의 브혜히트 유산관리의 문쩨성과 연출7t， 작가I 버명가롤 

에게 브레히트는 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1956년 브레히트가 죽은 뒤 〈베를련 앙상블〉극단의 단장이었던 그 

1이 LA웰lder Haußmann, in: 까JeIlter der Zeit. 바cht Year Book. di껴ve b. Bei뼈1 

1잊써~， 5. 9 참조. 
1끼 끓t이t Br하\t 1됐 (Anm. 1이， K1appentextl 
1히 In: Bertolt Brecht und das moderne 1빠b’ (Anm. 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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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인 바이첼 Helene Weigel이 계속 극단율 이꿀며 브래혀트외 유 
산율 판리했다. 그녀는 1971년 죽기까지 15년 동안 당에 충실하면서 

농수 능란하게 휴산관리률 해 브레히트와 함쩨 작업했던 그의 연인들 

에게 주어졌던 유산에 대한 권리률 모두 포기하게끔 할 수 있었다. 바 

이첼이 죽자 유산 관리는 바르바라 Bar뼈ra sc뼈11에게 넘어갔다. 그러 

나 곧 당지도부는 공산주의 시인 브해혀트가 민중 모두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브레히트 유산 상속권 포기훌 종용했고 브해혀트 원 

고 보판 금고의 열죄롤 내놓으라고 위협했으나 그녀는 브혜히트 상속 

권율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통독 후에도 뼈롤린 문화부 장판이 브 

래히트 유산의 국유화률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2026년까지 (유 

산권은 사후 70년이다) 브해히트롤 보이콧하려는 옴직임까지 있었다. 

그래도 바르바라는 굽히지 않았고 브빼히트 공연에서 연출과 배우 선 

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률 고잡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그녀의 허 

락 없이는 브래혀트 공연이 활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권리 고집의 이유는 브레혀트극이 소위 〈연훌극〉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었다. 구체척인 예로 1997년 카스토르프 Frank 

Castorf가 베률련 민중극장에서 연출한 추크마이 어 Carl Zuckmayer의 

r악마의 장군』 공연과 1996년 슈레프 Einar sc삐eef가 〈베률린 앙상블 

> 극장에서 연출한 r주인 푼틸라와 그의 종 마티』훌 그녀는 지척한다. 

두 공연 모두 연출의 착상에 따라 완전히 재구성된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베롤린 일보 Berliner Zeitung> (1996년 2월 19일) 에 

실련 이 공연 버명의 재목 〈발가벗은 육체롤의 무대 카오스 쇼〉가 말 

하고 있듯 이 공연에서는 많은 젊은 남녀 배우툴이 무대에서 나체로 

풍장혜 얘부의 안부 동작을 했다. 원래는 주인과 종의 변중법에 대한 

회극으로 사회객 갈둥을 주채화 하고 있는 이 작품이 슈레프의 이 공 

연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섹스 문제 해결에 기울고 있다”는 

명을 받았다. 실쩨l 주인의 딸 에13}훌 많은 젊온 종률 (빼tti)이 집단 

강간을 하고 에바는 이것을 더없이 즐기도록 했다. 이같온 작품 〈파 

괴〉는 브해히트가 고전극 공연올 통해 보인 작품의 〈역사화〉 개조 작 

업과는 완전히 상치되어 었다. 슈래프가 그후 브레히트의 r갈릴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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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톨 공연하려 공연 신청율 하자 바르바라는 그의 연훌율 거부하 

고 그 이유훌 말했다: “벌가벗온 일곱 명의 추기청율 무대에서 보는 

것， 그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아요."19) 

연출가률의 이같온 작품 파괴 정향은 〈연훌극〉의 카태고리얘서 이 

빼될 수 있지만 〈브해히트 보이콧〉과도 무판하지 않다는 인상율 준 

다. 브혜히트외 유산판리가 너무 독재척이고 상업척이며 브혜혀트가 

차지하고 있는 예슐 문화척 판첨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 

이 었다.1997년 1년동안에도 70여개의 큰 브레히트 공연이 독일애 있 

었고 여기에서 나온 작폼 사용료만도 100만 마르크 이상이나 되었다. 

브레혀트 상속자물에 의한 이같온 유산 판리의 문채성온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오 북용 작가에게 미천 브혜혀트의 영향옳 다융과 같이 말한다: 

막스 프리쉬는 어느 시첨얘셔후터 비유극외 총발융 션언했는데 ('지 

식인툴율 위한 아동극’)， 이것온 그 나륨으로 이유가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몇몇 그의 동료흩의 마융율 짓누르고 있던 것율 

표현했댄 것이다. 흑 연극 무대에셔는 어디에셔나 브해히트의 영향 

이 나타광다. 우선 프리쉬에게서， 뒤헨마트와 벌저 W허ser에서， 도르 

스트 Dorst, 키프하르트 Kipphardt, 포르태 Forte, 슈빼어 Speπ 크 

뢰츠 Kroetz에서I 또한 량에 냐nge， 브라훈 Braun, 혹온 료라쉬 

Brasch애서 브해혀트의 명향이 나타났다. [ ... ] 바이스 Weiss갈이 브 

해히트 이후 연극율 대표하는 재성이 아주 강한 작가에셔까지 이 

대가의 명향온 아주 다양하게 나타녔다. 브해히트와외 대철이 아주 

생산척인 충풍율 야기한 청우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마비와 장애 

현상율 후세대 작가률에게셔 챔챔 더 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20) 

브래혀트의 영향으로 인혜 작가룰에게서 나타난 자신톨의 생산 방식 

마비와 장얘는 철국 브쾌히트 열광에서 브래히트 탈출로 나타난다. 이 

것이 브혜혀트 비판， 브래혀트에 대한 거리두기와 연결된다. 프리쉬는 

19) In: Der Spiegel (1. 4. 1997), S. 180. 
20) π용o Buck (Arun. 1). S. 1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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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혀트톨 ”두드러지게 영향력이 없는 고전작가 I<la앓iker mit 

durc뼈ch1a뺨펴.er Wirküngslosi양eit"로 비 환했고， 휠 빼 GUnther 
RÜ삐e는 “브레히트 권태 Brechtmüdi양eit"에 대해， 헨리혀스 

&빼피\H때richs는 "브레히트 빙하기 Eiszeit für Brecht"에 대해 말 

했고， 1978년 브레히트 탄생 %주년에셔 카라섹 Hellmuth Kara훌k온 

“브레히트는 죽었다 Brecht ist tot"라고 션언하기에 이혼다. 그리고 이 
률의 이활온 표현온 브레히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작가률， 반브해히 

트척인 연훌가률과 비명가훌에 의혜 기꺼이 수용되었고 유행어처럼 

번졌다. 그리고 이것온 사회주의 몰락을 브레히트의 물락과 연결시키 

는 촉매로 작용했다. 

브레히트 용연시 이갈운 청향온 브혜히트극의 기본훤칙인 〈생소화 

Verfremdung>훌 웬래의 기놓과는 상반되게l 측 반브레히트척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생소화 효과가 택스트 속에 구현된 현실 

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핵스트 자체훌 소외시킬 때， 그것온 오혀려 

효과로서 독립한다.21) 이것은 작품의 왜곡 및 훼손융 가져오고 이롤 

통해 연출가는 오락척 가치만을 노린다 r억척어멈』 공연에서 이 공연 

의 표지처럼 되어 있는 본질척인 소도구인 포장마차의 상용율 포기한 

다던가 r푼휠라』에서 훌롯전개에 쩔대쩍인 소도구 〈술〉융 삐버린다든 

가 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이같은 생소화 사용은 〈웃기는〉 효과훌 거둘 수 있으나 인식 기놓 

은 전혀 하지 못한다 r서푼짜리 오때라』 공연에서도 빈번혀 사회비판 

적인 요인 (도둑은 시민I 시민은 도둑이라는)옳 무시함으로써 오락극 

효과만을 부각시켰다.깅) 

1995년 H. 뭘러 연훌의 r아르투로 우이외 막옳 수 있었던 상송』온 

오늘날까지 〈브레히트 앙상불〉의 공연 해파토리로 되어있듯 성공한 

공연이다. 그럽에도 비평가들온 이 성과톨 작가에게보다는 연출가에게 

률린다. 법최자 히훌러훌 흥미로운 인물로 만든 연출에 비평온 훗점을 

21) Klaus-De빠 MUller, in: Ber뼈t Bπ빼t u뼈 뼈s m빼rne Theater (Anm. 4), 
5.81. 

22)H빼뼈 빠빼쨌， in: Theater heute (1992년 12월호)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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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 ’혀톨러를 이해하고저 하는 사람온 그훌 비판하지 말고 고훌 

감닫하는 것옳 배워야 한다."23) 즉 브레히트훌 계몽가에서 션동가 히 

롤러로 만든 ι연출의 과감성에 대해 말한다. 그때문에 이러한 비명의 

태도률 뭘러는 비판한다: “따라서 비평가는 이 작품이 소시민의 편협 

생으로 붐명혀 보여주는， 위대한 살인마률에 대해 자신의 존경심을 스 

스로 드러낸다."24) 

1996년 함부르크에서 카르토프가 연출한 r푼틸라』 공연에서는 이 

민중극이 담온 생생한 회극척 요인온 모두 제거하고 완천히 황량한 <

에로틱 스펙터를〉률이 되게 했다. 이것 또한 연출극외 이홈으로 범해 

진 브래혀트 허물기에 속한다. 

브레혀트 새로 원기는 주로 두 경향얘셔 나타난다. 브해혀트 극애서 

새로용 가치로셔 〈유회성〉의 재발견l 천면에 부각되었던 정처척 빼시 

지의 약화가 그것인데 이 두 경향은 서로 긴밀히 연판되어 었다. 

크노프는 그의 글 〈홍독 이후의 브레혀트와 탄생 100주년율 맞는 

브해히트〉에서 말한다: 

극장툴온 [ ... ] 셰익스피어에 거의 뒤지지 않는 브레히트 작품의 대단 

한 유희생율 발견했고 이 때후터 가르청융 주는 것율 거부했다. 이 

것온 1φ9년 보콤의 한 공장에서 파이만 극단에 의해 천설척이 된 

r도살장의 생 요하나」 공연 (연출Alfred I<irchner)과 더불어 시작 

해 1983년 랑 Alexander 나ng이 동베톨린 독일극장 Deutsches 

πleater에서 연출한 r둥근 머리와 뾰죽 머리』 공연에서 계속되었고 

1987년 빈 부르크 극장에서 키르히너 Alfred I<irchner 연출로 공연 

된 r아르투로 우이의 막을 수 있었던 상숭j으로 이어지는데 [ ... ] 이 

것으로 끝냐는 것이 아니 었다. 나는 또한 1989년 6/7월 울륨에서 있 

었던 도나우 때스티벌융 기억한다. 여기에서 동빼톨련의 〈얘론스토 

부쉬 연극학교 Schauspielsch띠e Emst-Busch>의 『사천의 션인』 초 

청 공연 (연훌: Peter 5야uoth)온 판객률의 평가얘서 초청 받은 모든 

23) 뻐nzW피.e， in: 1'heIlter ’reute (1995년 7월화 5.13. 
24) Klaus-D배ef Müller, in: Bertolt Bre，야t und 따s moderne Theater (Anm. 4), 

1잊~， 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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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론 극단률 (얘컨대 이 중에는 타톨리 George Taboli 국단도 있었 
다)울 앞섰다.혜 

크노프 자신이 r조처』와 r사천외 선인」울 예로 주인공 역이 갖는 유 

희성옳 분석하고26) 이훌륭 통해 작품율 새로 원율 수 있는 가능성을 분 

명히 한다. 

r조처a의 풀롯온 4명의 선동가가 법정 앞에서 왜 그톨의 젊은 동지 

훌 죽었는가훌 재혐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그때문에 〈극중극〉외 차 

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젊은 동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역은 

4명의 선동7많이 그때 그때 번갈아 맡게 되어 〈역의 역〉으로 나타난 

다. 말하자면 3중의 놓이가 낳은 역이다. 즉 젊온 동지는 극의 현실에 

서 죽었고 (연극의 놀이 공간)， 그의 동지톨이 법정 앞에서 그훌 왜 

죽일 수 밖에 없었는가롤 채현하는데 (극중극의 놀이 공간)， 젊은 동 

지의 재현 역융 그의 동지풀이 번갈아 맡는다 (극중극의 역들이 다시 

다른 역을 하는 놀이공간). 

r사천의 션인」에서 주인공 핸태는 지금까지의 해썰에서는 창녀지만 

착한 탓으로 (신들에게 유일하게 숙소훌 채공하는 친절율 베푼다) 신 

들의 도융올 받아 담배 가게 하나롤 마련해 장사훌 시작하나 착한 탓 

으로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다) 가게훌 낳릴 지경에 이르자 이따금 몰 

인정한 브루즈와 사업가 (삼촌 슈이타)로 변신 담배 공장주가 되는데 

이것을 두고 나뻗 자본주의 환경으로 인해 센태가 두 인물로 붐열l 즉 

선한 원래외 센태와 악한 슈이타로 되고 악인이 챔검 우세빼지는 것 

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크노프는 악인 슈이타가 작중 현실의 놓이 공간에서는 실재 

하지 않고 센태가 살아남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극중극〉의 인물 

임을 지척한다. 이 허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센태가 슈이타롤 자기 혼 

자 만들어내지 않고 주위 사랍의 권유로 만들어냄으로써 이 허구성율 

25) In: B，감t이t Breått und das moderne πteater (Anm. 4), S. 20. 
26) J，뻐 Knopf: R베g빼빙.e b잉 B빼\t， in: In빼lationa1es sym빼빼 Z뻐1 

100. (농뼈뼈하π Bertolt Br하1ts (Anm. 1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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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융부터 판객이 알게 했다. 뿔만 아니라 판잭이 보는 앞에서 센태는 

변장을 하고 변신율 한다던가I 약혼식에 손님은 초청해 놓고 돈 많은 

슈이타가 나타날 수 없게 한다던가 (약혼하는 센테가 이미 나타나 있 

기 때폼에) 하는 것온 판객에게 허구적 〈눌이〉임율 강죠한다. 

스칼라 Morio Sc，허la는 그의 브레히트 탄생 백주년 글 〈누가 어떻게 
유회하는가가 중요하다 - 복장한 소박성〉에셔 말한다: “쉴러 Friedrich 
Schiller의 덕분으로 우리는l 인간은 그가 놀이하는 곳에서만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통찰율 갖게 되었다. 브레혀트 이후 우리는 안다. 어느 누 

군가가 어떻게 놀이하는가률 알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인간인가톨 안 

다."2끼 

놀이의 기능과 중요성율 강조한 말이다. 놀이는 인간이 가진 모든 

내면의 힘올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온 즐겁게 해줄 뿔만 아니라 

많은 시각을 열어준다. 브레히트 작품에서 이같은 〈놀이성〉은 브해히 

트의 정치적 가르첨을 이데올로기척으로 수용하지 않고 세상올 흉찰 

하는 지혜와 힘으로 작용하게끔 한다. 

브레히트에서 r사천의 선인.11 r코카시아의 백묵원」과 같온 비유극에 

대한 비환온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혀 명향력이 없는 고전 작품 〈지 

식인들을 위한 아동극〉으로 비판(프리쉬)하는가 하면， 비유극 형식온 

현실에 대해 차단되어 있고 다루는 재료훌 너무 일찍이 다톰어 버려 

판객의 수용 프로세스롤 단축시키기 때문에 〈의고전주의로의 후퇴〉률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하이너 뀔러 Heiner Mülle다. 뭘러는 또한 

비유 형식율 이데율로기척으로 비환한다: “스탈린의 이륨이， 히흘러가 

권좌에 있는 한， 소련연방을 대표했기 때문에 스탈련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펼연성온 비유의 보편성을 강요했다."28) 

뭘러가 여기서 겨냥한 비유는 r코카시아의 백묵원』이다. 이 작품의 

무대가 되고 있는 2차대전 직후의 코카시아 (소련연방)는 현실과는 상 

이하게 〈민주척인 사회주의〉의 표본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 

2끼 In: Freitag 6 (Amn. 11), S. 23. 
28) f뼈nerM뻐.er， Fatzer :t Keuner, in: H. M.: Rotw빼매， B앙파\ 1982, S. 

140. 



송동훈 159 

오 확온 비유극의 문채성융 다옴과 같이 말환다기껏해야 드라마 비 

유툴온 좋온 예로 소모될 뿔 사회척 생산성과는 전혀 연철되지 않는 

다."29) 하지만 유회성의 관점에서 보면 버유극율 달리 해석할 수 있 

다. 비유극 자체가 이미 간접적인 거리두기의 형식이다. 이것온 곧 일 

종의 〈생소화〉 행식이다. 브혜히트에 의하면 생소화 효과훌 기반으로 

하는 서사극의 효과는 짧온 단기간의 효과톨 갖는 〈감갱이입>3이파는 

닿리 장기간에 걸친 보다 근본척인 것이다. 그리고 비유극의 거리 두 

기에서 가농한 유희생을 살려낼 때 직접객이고 구체척인 정치척 효과 

는 악확되지만 관객에게 즐거용올 주고 사회객 생산척 상상을 유발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1997년 빼훌련에서 초청 공연된 액버니 S뻐on Mcbumey 연출의 

r코카시아의 백묵원Jl 그리고 1998년 베훌련 〈독일극장〉에서 량호프 

πlomas 냐n뺑off 연출로 공연된 r코카시아의 백묵원』은 비교척 좋은 

평율 받았다. 푸 공연 모두 작품에 담긴 〈유희성〉을 살련 공연으로 

브래히트극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율 확인시켰다. 

H. 뭘러는 1980년 브레히트의 계몽척 합리주의와 연판혜 말한다: 

“나는 빽베르트가 r도살장의 성 요한나』의 공연 준비훌 하면서 한 말 

을 기억한다. 즉 브레히트가 분명하게 했던 것은 흐리게 하여 그것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31) 

여기서 뭘러의 생각은 변충법척 사고다. 무엇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올 제거함을 뭇한다. 그는 이것올 역사적으로 폴이한 

다: “계몽주의가 점령했던 영역 어디에서나 I부지중에’ 미지의 어두운 

영 역 이 다시 드러났다."32) 

브레히트의 t실천 사고’에서도 문제된 것온 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 

는 사고는 모두 깨버련다는 것이었다. 브레히트는 인간간의 관계 및 

29) Theo Buck (Anm. 1), S. 11. 
30) ø'카라 부인의 무기」에서 사용된 〈감쟁이입〉온 상황에 따론 단기객 효과 

라고 말한다. 
31) H밟ter Mü1ler (뻐m 28), S. 142. 
3기 많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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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 상황율 불명혀 하기 위혜 서술과 형상화외 〈단순확〉률 기혔다. 

브혜혀트 자신이 이 단순화에 대혜 말한다: “연극과 극작슐의 이같온 

확장， 후환척으로는 째우 복참한 새로운 방법률의 적용온 근본척으로 

는 큰 사건률옳 형상화하는 대 있어서 단순화에 기여했다." (15, 껑8). 

브레히트가 체흩련율 경탄하고 높이 명가하는 것온 동짝융 통한 사 

건의 구현융 단순화했다는대 었다. 따라서 브뼈혀트의 단순생온 복합 

한 사건율 단순확했다는 의미에서 〈복잡한 단순생〉으로 일컬율 수 있 

다. 품제는 이 〈복장한 단순생〉이 〈단순환 단순생〉으로 수용된다는데 

았다. 너무 일방척으로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판책의 수용 의식과정올 

너무 단축시킨다는 논지다. 

브헤혀트의 연극 구상얘서 주된 모티브는 〈명료， 갱확， 명빵， 변화 

Helli양따 않빼양따 H밍.terk영t und Veränd없mg>이다.33) 여기서 

가장 충요한 것은 〈변화>， 즉 사회개혁이다. 위 빽빼르트의 말 또한 

r요한나』에 있어셔 이 재혁과 연환된 가르침의 메시지률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요한나는 축어가면셔 말한다: 

그대룰예째 말하노라.1 그대롤 이 세상 떠나면셔1 [ ... ] 좋온 세상 
율 떠나도륙 하시오! (2, 깨이. 폭력이 지배하는 곳애서는 폭력만이 
도용이 되요. (끽 783). 

이같온 사회개혁의 가르침은 오늘날 시효성을 상실하고 었을 뽑만 아 

니라， 판잭의 판심과 연극의 흐륨얘도 맞지 않는다. 그때문에 브해허 

트극에서 시대와 직철된 사회 개혁의 메시지롤 흐리게 하여 이률 보 

다 보편확하고 그대신 연극의 〈놀이〉 성격옳 강하게 부각시킬 뭘요가 

있다. 

D. 븐레혀트 허물기의 허와 실 

33) Br벼\t 1998 (Anm. 1이， S. 17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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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레히트의 언어 

브레히트 허물기에는 그의 언어도 대상이 되고 었다.1996년 스위스 

〈신취리히 일보 Die Neue Züricher Zeitung> (10월 12/ 13일자)의 브 

혜히트 서명에서 크룸 훌츠 빼야in I<rumbholz는 현대 작가돌의 공홍 

된 특정인 언어 성찰율 브래히트는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철저 

한 이 회의론자는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언어률 결함없는 매체， 즉 특정한 메시지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 

하기 때문이다."34) 여기서 이 메시지는 사회개혁이란 정치적 메시지훌 

뭇한다. 바로 이때문에 베케트l 벤， 첼란 풍의 현대 작가와는 달리 그 

의 언어에 있어서는 현대객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 

된 선입견인가는 우선 브레히트의 언어가 지니는 특정융 몇 가지만 

살펴 보아도 즉시 알 수 있다. 

브레히트의 작품이 처옵으로 공연되었던 1922년에 이미 당시의 극 

명가 예링 Her많t Jhering은 브레히트에 대해 썼다: “그러는 사이 브 

래혀트와 더불어 새로운 어조， 새로운 멜로디I 새로운 비션이 나타났 

다. [ ... ] 료레혀트는 이 무질서와 부때훌 육체척으로 느낀다. 그때문 

에 그의 언어가 갖는 유혜없는 이 형상력."35) 실로 브혜히트의 언어처 

럼 연기샤 (무대)화7r， 작곡가톨에게 이를의 창조척 환상을 자극한 작 

가도 없다. 그것은 그의 언어에는 강한 몸짓과 형상력이 담겨 있기 때 

문이다: “브레히트의 언어는 언제나 연기Àr， 연출가I 작곡가， 모대 미 

술가의 상상력과 형상력을 자유롭게 해주었다."36) 

작곡가 헨체 H없lS Wemer Henze는 브레히트의 r서푼짜리 오때라』 

에 담겨 있는 〈강한 저항력〉에 대해 말한다: 

이돌 돼스트와 메로디가 강한 저항력을 지녔융온 자명하다. 이 돼스 

트가 담고 있는 냉소척 표현률I 냉담한 윗트， 원칙척인 감상생 결여 

34) In: Bertolt Brecht und das m따rne Theater (Anm. 4), S. 21에서 재인용. 
35) W. t뼈lerer (Hrsg.): In양따etatior훌n Brechts Dr뻐ten. Stutt맹rt: Rec1am 

1995, S. 8 (Vorwo야)에서 채인용. 
36) Herbert ]hering, Be야:olt Bre랴\t und das 까\eater， Berlin 1959,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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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이률 택스트는 노소외 반정부주의자툴， 억압융 받고 박해톨 

받고 있는 자롤의 마융을 강화시켰다. 이들 노래 시행률온 낙담과 

절망에 반한， 후퇴와 포기에 반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 이돌 돼스트 

는 모든 유행의 비판률에 철저히 저항했다.3끼 

헨체는 r셔풀짝리 오때라』의 노래 〈혜척의 쩨니〉훌 예로 이것율 구체 

적으로 껄명한다. 이 노래의 주인공 제니는 항구도시 어느 호텔 스탠 

드 바에서 접시닦고 객실의 침대 시트훌 갈아주는 천한 일율 하는 처 

녀로서 해척의 약혼녀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약혼자 해객이 100명 

의 부하롤 이끌고， 50푼의 포률 적재한 배롤 타고 와 이 호탤만 제외 

하고 밤에 온 도시률 포격해 초토화시켜， 아침에 상륙l 생폰자 모두률 

체포해 제니의 앞에 데려와 누구률 죽일까 묻는다. 그러면 그녀는 <

모조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머리가 잘려 바다에 멸어지면 조 

롱하듯 〈저런!> 하고 외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온 1928년 베롤련에서 처융 공연되었는데 유례없는 대성공 

을 거두었다. 이 성공은 무엇보다도 거리롤 갖게 하는 언어에 기반하 

고 있옴을 비평가 예링은 분명히 하고 있다. 바로 이 언어 속애 날카 

로운‘사회비판" <악의척 공격성〉융 담울 수 있었고 이것용 옴악옳 통 

해 보다 강하게 관객율 얼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말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사회척 혼돈과 세계 경제 공 

황으로 시다린 대중 관잭에게 해척의 째니가 말하는 〈모조리!>는 이 

들에게 해방감파 용기르 일깨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며，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헨체처럽 억압받고 박해 받은 지식인돌에게 그것 

온 좌절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핸체 자신 

브래히트의 언어훌 다옴과 같이 특정짓는다"브레히트에서 독일말은 

첫눈에 민중이 말하듯 단순하게 나타난다. 단순환 문장으로 말하고 목 

각을 한듯 또렷하고 루터성경의 독어처럼 되어 있다."38) 

37) f뻐15 Wemer H웬ZJ!， in: FAZ (Fran핸‘rter Allgemeine Zeitung). Bilder und 

zαiten. (1. Feb. 1쨌)， S. 11. 
38)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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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꽤히트 융악극에 있어서 융악과 발의 판계는 기폰의 오쩨라 택스 

트 작가률에서와 다르다: 

브레히트의 산문과 운문온 융악으로 인해 묻혀지지 않는다. 작곡가 

가 바일 Kurt WI잉U이든， 아이슐러 Hans Eisler이든 데사우 Pa띠 

Dessau이든 브혜히트의 문장온 언쩨나 자체의 명확성I 의미， 건축척 

구조톨 보유했다}9) 

단순성과 명료성， 그럽에도 복합객이며 강한 용집력울 지니고 있는 것 

이 브혜히트 언어의 특정이다. 브혜혀트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을 일찍 경험했다. 그때문에 그는 그의 극에서 셰상이 개혁되어야 하 

고 또한 개혁될 수 있옴을 누구나 쉽게 확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이 바로 브레히트의 사실주의인 것으로 이것의 기반 또한 언어다.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었고 구현한 대상 및 세상을 분명히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언어가 여기 문제되고 있다 r서푼짜리 

오페라』의 노래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멕파 재니는 

노래한다: 

그대률이 아무리 이형고 저렇고 하더라도/ 우션 먹어야 하고 그런 

다옴 도덕이야. 

우션 가난한 사랍률도 큰 J!멍이에서/ 자신의 몫을 잘라 가질 수 

있어야 해. (2, 457/ 458). 

“우선 먹어야 하고 그런 다옴 도벅이야 Zuerst kommt 뼈s Fressen 

und 없nn kommt die Moral"라는 이 말온 명범한 일상어처럽 너무나 
단순하다. 하지만 이 말은 브레히트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이다. 이 문장은 이 노래 전체와의 연관에서 보면 이 노래서 합창이 

말하고 있는 다옴 대답파 연판해서 풀이할 수 었다 - “그래 신사 양 

반들 제발 망상만은 전혀 하지 마오/ 인간은 오직 악행으로만 산다 

3에 마ring (Anm. 36),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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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 458). 흑 벅고 살기 위빼서 악행율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 

품과 연판혜셔 보면 주인공인 멕 (빼기쓰의 약칭)온 도둑왕으로 잘 먹 

고 잘 쌀기 위뼈 악행율 범하고， 창부인 채니는 한때 멕파 동거했을 

쟁도로 가까운 사이입에도 몇푼의 돈율 벌기 위해 그훌 배반↓청찰이 

그훌 채포하도록 한다. 채니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확소한의 생폰을 

위한 악행이 문채된다. 크노프는 이 문장이 맑스와 앵앨스외 유물론 

철학을 간략혀 표현한 것으로 본다 11인간이 종교， 문화 동을 생각할 

수 있기 전애 우선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두 사상 

가가 었지 않았는가? 브빼혀트는 이 말을 그의 천형적인 간략한 문장 

으로 옮겨 놓았다:<우션은 먹어야 하고 그런 다옴 도덕이지>."뼈 

언어가 단순히 혹정 때시지 전달 수단이 아니고 언어 자체가 형상 

화 하고 있는 이미지로 하여금 말올 하게 하는 또 다른 예롤 살며보 

자 r억척 어멈과 그녀의 자식들』의 째 11장 채목은 다옴과 같다: 

<1636년 1월. 황째군이 신교의 도시 할혜롤 위협한다. 돌이 말하기 시 

작한다. 억척 어멈은 그녀의 딸을 잃고 혼자서 길을 떠난다.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다.> 여기서 ”풀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벙어리 카 

트련이 밤에 북율 틀고 지붕 위로 융라가 북을 침으로써 할래시가 척 

에게 포위되었옴율 알리는 행위톨 뭇한다. 이때 그녀는 사살되지만， 

시내에 가 었던 그녀의 어머니， 그곳에 사는 아이툴과 시민롤올 적으 

로부터 구채한다. 

이 문장은 뱅어리가 북을 치는 행위뿔만 아니라 죄없는 아이들과 

시민들을 구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까지 뭇한다. 

브혜혀트는 그외 망명시 〈후에 태어난 분들에게〉에서 모두가 고통 

을 받고 었는 암울한 시기에 무엇율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한다. 이 시는 다옴파 같이 시작한다: 

정말 난 어두훈 시대애 살고 있어!/ 악의없는 말이 바보스럽고， 매 

끈한 이마는/ 무감각을 말해준다. 웃는 자/ 그는 무서운 소식을/ 

4O)In: 않rtolt 跳rht u빼 dJls m따17u! Theater (Anm. 4), S. 2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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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칙 첩하지 않았융 뽕.j 나무에 대한 대화， 그것온 그토륙 많온 범 

죄에 대한/ 첨묵을 담온 것이기에， 법행과 다홈없는 시대/ 이것온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9, 722 f.) 

여기서 우리는 〈아우슈비츠 다융애 시훌 쓴다는 것이 야만척이다〉라 

고 한 아도르노의 말율 상기한다. 나치의 만행이 지배하던 어두운 시 

대롤 이 몇 줄의 시행보다 더 불명히 표현활 수 있율까? 이 시는 브 

레히트가 덴마크 스벤보르 Svenborg에서 망명 생활율 합 때 쓰여졌 

다. 나치 만행율 고발한 극 r째 3쩨국의 공포와 비참」 또한 이 시기에 

쓰여졌다. 이 극온 27개의 독립된 장면 (단막극)에서 나치의 공포와 

비참을 구체척으로 형상화했다. 위에 인용한 시행온 이 모든 공포와 

비참합율 함촉한 시객 표현으로 훌 수 있다. 악의없는 말이 바보스럽 

고， 나무에 대한 대한 대화가 범최와 다용없다는 이 표현 속에 말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가톨 우리는 확인한다. 

브래히트의 언어가 갖는 또 다른 혹성온 그의 창작 방식과 같이 기 

폰해 있는 것으 자료로 혜서 재구성한다는 데 었다. 많온 현대의 작가 

들의 특정으로 간주되어 있는 말에 대한 회의가 브레히트에게는 없다. 

그것온 가능한 말의 자료률올 째로운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새로운 연 

결을 통해 표현올 위한 새로운 방법 및 언어 수단의 발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작가들에게서처럽 언어 회의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기폰 문법 및 어법의 파괴같온 야방가르드객 현상 

이 브레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언어 파괴가 아니라 역사척 언 

어충파 옴조들율 혼합하는 것이 그의 방법 이다>41) 

몇 가지 예률 들어 본다 r사천의 선인』에서 〈연기에 대한 노래〉률 

할아버지/ 남자j 질녀가 각기 한 연씩 노래한다. 할아버지가 부르는 첫 

연은 다옴과 같다: 

41) Lothar Mü1ler: Schlend얹\d d따하\ alle H여1en. Brechts Weg in den 

Zeiten, 혀e 갑1D\ 뿜g얻~ben WaI헨'I， in‘ FAZ (7. 2. 1998) .. BUder und Zeiten,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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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 나이가 내 머리톨 표빽하기 천 언젠가/ 째상융 혜쳐 나갈 

것으로 희망했지./ 

오늘 나는 안다， 가난한 사나이 배 하나 채우기얘/ 어떠한 지혜도 

충분한 척 없었용율./ 그때폼에 난 말했지， 그만 둬!/ 챔챔 더 차가 

용 냉기 속으로 사라지는/ 저 햇빛 연기 보아. 그렇게/ 너도 사라 

질거야. (4, 1507). 

위외 마지막 4행은 후렴으로 반복된다. 이 후렴은 1920년 정에 집펼된 

〈아편 소굴의 노래 Der Gesang aus der Opiumshöhle> 후렴옳 변형 
시킨 것이다. 여기서 살아지는 갯벚 연기의 이미지는 본래 바랍I 여자 

로 의인화시킨 세상 둥과 더불어 17세기 바로크 시에서 빈번히 사용 

된 이미지다.30년 전쟁， 때스트 병으로 인간의 삶율 비참하게 만들었 

던 당시에 그것은 피안의 영원한 삶에 대해 〈비창의 계곡〉인 이 세상 

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이미지였다. 

그리고 〈아편 소굴의 노래〉 후렴에 있는 “보다 차가움 하늘로 사라 

지는 연기" (8, 90) 이미지는 니체의 시 〈자유 사상가 Der Freigeist> 

에서 유래하며 후렴의 마지막 말 “그렇게 너도 사라질거야 50/ 
Geholt du auch"는 괴태의 시 〈나그네의 밤노래〉 마지막 행 “너도 

곧 장들 것이야 Bald/ Ruhest du auch"률 회상시킨다. 실제 브레히트 

는 괴태의 이 시톨 자신의 시 〈연한 바랍에 대한 예배 대창(對唱) 

Liturgie vom Hauch>에서 이미 파로디화했다.42) 

여기서 보듯 〈연기에 대한 노래〉 후렴은 바로크 시l 괴태， 니체의 

시률 자료로 조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요소률은 이질척인 것이 

다. 또한 이 연기의 이미지는 저 세상의 영원한 삶과 연결된 것이 아 

니고 여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 었다. 즉 현명한 지혜로는 가난한 사랍 

의 배 하나 채우지 못하는 새상과 연결되어 이 세상， 이 사회훌 비판 

한다. 

브레히트의 r도살장의 성 요한나』의 마지막 장 〈도살장 성 요한나 

42) GBA ('" Bertolt Brecht: Werke. GrOße komr빼\tierte Berliner und 
R뻐낭따ter Ausgabe). Bd. 6, S. 448 f. (Kommenta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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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옴파 시생〉온 괴태의 r파우스트 채 2부」의 마지막 장면외 파로 

디다. 

브레히트의 극온 쉴러의 고전 회곡 r오훌래앙의 처녀』 주인공융 

1920년대 말의 미국 시차고 도살장 현장으로 옮겨 구째군 소대장으로 

동장시켜 착취당하고 굶주리고 었는 노동자풀율 구제하고 룹도륙 한 

다. 여기서 요한나의 상대역온 정육업계의 왕인 마율러다. 이 둠의 판 

계는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와 매피스토 판계와 형식척으로 병행시켰 

다. 또환 쉴러와 괴태의 고전극예서처럼 브해히트의 r생 요한나』에서 

는 대부분의 대확가 운문으로 진행된다. 스칼라 뼈rio Sca11a는 말한 

다: “r생 요한나』의 마지막 장온 파우스트 파로디훌 흥해 운문 시행으 

로 쓰여진 것 중에서 가장 우스팡스러운 것에 속할 뽑만 아니라 지금 

까지 고전주의에 대해 언급된 것중에셔 가장 척중하는 것에 속한다."43) 

여기서 우스팡스러용온 불얼치와 모순에 근거한다. 도살장 청육업계 

의 투기와 농간， 노동자의 착취와 해고l 감원조치와 임금삭감l 노동자 

률의 동맹파업파 실때 퉁 청째， 사회객 주쩨훌 훈문 행식에 담온 것 

자체가 우선 우스황스런 모순이다. 그것온 독자와 판잭에게 생소화 효 

과롤 불러 일으켜 거리훌 갖게 하고 주의훌 환기시킨다. 그와 같온 주 

째률 웅문의 시행애 담기 위해서는 주제 내용과 글의 단순확가 선행 

되어야 한다. 브레히트는 M단순화의 명수 ein schrecklicher 

Vereinfacher" 44)였다. 

또한 마지막에 정육업자률이 부르는 찬송가 합창도 상황의 모순， 언 

어 형식의 모순 때문에 우스팡스렵다: 

부자얘게 후톨 주융소서， 호산나!/ 또한 댁융 주옵소서， 효산나!/ 

가진 자에게 주융소서， 호산나!/ 그에게 국가와 도시를 주융소서， 호 

43) Mario Sci해a. in: Freitag 6 (30. 1. 1쨌，)， S. 23. 
44) 1없nder Haußmann, in: πeater der Zeit (Anm 1이 S.10. 브해혀트는 맑 

스와 앵앨스의 r공산주의 선언」융 6각훈 시행 앙ie빼meκπ)으로 옮기는 시 

도톨 했으며 자신의 서사극 이혼인 r늦쇠구입」 내용을 시로 율겨 r늦쇠구 

입의 시톨 G혀i야l앤 aus dem Mes밟ngkaufJ이란 재목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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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f 

숭자에게 신효를 혜 주융소서， 호산나! (2, 783). 

착취 체쩨의 강화 내용에 찬송가의 언어 행식옳 부여한 불얼치의 모 

순은 이 장면의 상황 모순이 갖는 회극척 효과톨 더해 줌다. 

브혜히트에재서 언어는 그의 극작술 기초가 되어 있다. 그는 언어훌 

기초로 드라마， 연기슐， 연훌방식올 쇄신했다. 바로 이 언어가 〈거리 

톨 갖게 하는 언어 d빼nzie야e Sprache>다. 보콤 극장 B따lumer 

않\aUS피e삐aus의 총감독인 하우스만 l.e하lder Hau뼈amt용 브혜히트 

애서 없어지지 않고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한 

다"첫째 작품과 극 째작에 참여한 모두가 꼭 같이 책임율 지는 민주 

척 앙상불 사고I 그러고는 그의 극작품률과 륙정한 철학율 재미있게 

얘개할 수 있는 농략， 언어의 단순성， 모든 작품에 지배하는 유머， 아 

이러니， 회극성."45) 

여기서 앙상활 사고 외에는 모두 브혜혀트의 거리훌 갖게 하는 언 

어와 연판된 혹징률에다，채 3채국의 공포와 버창』에서 브해혀트는 

나치의 만행을 분노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풍자척이고 우스팡 

스럽게 보는 시각율 가점으로써 실상율 보다 정확히 통찰하게 한다. 

이것옳 가능케 하는 것온 것은 바로 브래히트의 거리두기 언어다. 

그때문에 공연시 배우는 이 언어가 요구하는 거리훌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연극에서처럼 소위 

t성격배우’ 스타일로 자신의 천재적 능력율 파시하는 어조로 과장하거 

나 도취적 열정을 담고 말해서는 안된다. 브레히트 극에서 중요한 것 

은 인간의 형상화가 아니라 인간간애 일어나는 사건 해명이다. 그때문 

에 배우의 감정과 파토스는 사건 해명에 방해가 된다. 브래혀트는 이 

미 그의 r영국왕 에드워드 2세』 공연 (1924년)에서 배우들로부터 단순 

환 행동과 분명하고 냉담하게 대사홈 말해줄 것을 주문했다. 

1949년 창단된 〈베률린 앙상블〉 첫공연으로 브레히트는 『주인 푼틸 

45) Leander Haußmann. in: Theater der Zeit (Amn. 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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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그의 종 마티』로 청하고 폼틸라 역으로 훌라인마우 Willy A. 

g밍m삐U롤 택했다. 주인 푼틸라는 악독한 지주이나 술만 취하면 인 

간척이 된다. 바로 이같은 독특한 개성 때문에 이 역온 배우툴의 판심 

대상이 되고 있다. 클라인마우에게는 이 역이 갖는 그와 칼온 독특한 

개성 구현율 위한 활력과 유머는 있었으나 거리훌 갖게 하는 브레히 

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때문에 브래히트는 연습 도중 이 역 

올 다른 배우로 교체했다 11잔인한 지주의 성격이 구현되어야 하는 곳 

에서조차 브해히트의 언어는 마치 모찌르트의 작곡쳐럽 활자처럼 깨 

끗이 아주 정확하게 쩌여 었다. 클라인마우는 푼될라역융 위한 활력과 

유머는 가졌지만 브레히트의 언어와는 판련융 갖지 못했다. 그때품애 

이 언어의 구성과 의미훌 그는 자의척으로 그때그때의 순간척 확상에 

따라 허물어뜨렸다."46) 

브빼혀트외 극에서 단순한 행위， 봉명한 언어는 배우의 펼수척 요건 

이다. 단순한 행위는 불필요한 것옳 쩨거하고 본질척인 것율 강조하는 

〈양식화 Stili뾰nmg>에 기반하고 봅명한 언어는 구체척 이해훌 위한 

상상력율 자유롭게 해준다. 그련데 바로 이같온 단순성과 명료성 때문 

에 종래의 극모웰에 대치된 브꽤혀트의 극모탤은 브레히트 죽이기에 

가담하고 있눈 측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브레히트의 대치 모헬온 

모든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 더 이상 아푸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 

가 없다는 주장으로 씌워진다."4끼 

브레히트 자신이 미국에서 1짧년 미국 배우 로턴 αtarles 

Laughton과 r갈릴래이』 번역 작업율 할 때 ”단순함온 어렵지만 아름 

답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뼈 그리고 1m년 바이젤 Helene Weigel 

은 파리에서 초청공연올 했는데 이률 관랍환 연출가 윌슨 Robert 

Wilson은 다융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녀의 연기의 단순생과 아륨다 

웅에 열광했어요."49) 여기셔 우리는 확인한다. 단순성이란 만들기 험 

46) 많d.， S. 12. 
4끼 빼rio sc매a (Anm. 43), S. 23. 
48) George Tabori, in: FAZ η'. 2. 1998), Bilder und Zeiten, S. 1. 
49) In: Theater der Zαit (Anm. 1이，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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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지만 그것은 판객융 얼팡케 하는 힘율 갖는다는 것이다. 

찌 집단 작가와 집단 작업 

드라마 작품 창작에서 브래히트의 집단 작업 방식온 혼자 외홉게 

작업하는 종래의 창작 작업방식과 완전히 대조척이다. 브레히트의 극 

작품들은 〈자동차와 공구 제작 기계처럼 공동으로 만롤어진 일종의 

쩨품혀이이다. 우리는 기술시대，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문에 오 

늘날의 사회구조와 인간판계는 보다 복갑하고 다변화되어 있다. 이러 

한 상황에셔 인간관계 구현온 과거에서처럼 작가 개체의 I천재척’ 독 

창력과 상상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작가는 많은 전문척 정보를 갖고 이률 활용해야 한다. 브해히트의 

경우 그의 서사극이 무엇보다도 사회변화라는 실용적 목척을 추구하 

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와 같온 정보가 더욱 더 펼연척이었다. 브레히 

트는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겐 쩨반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옳. [ ... ] 내가 못하는 바는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는 북참한 큰 사건률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보조 수단율 동원 

하지 않는 사랍률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15, 268). 

잘인 사건율 다루어야 할 재판판율 예로 브레히트는 이훌 구체척으로 

기술한다: 

나는， 신문보도 및 학문척 보고 퉁에서 보듯l 인감에게서 확인되는 

근거돌율 모두 내 자신의 내변에서 찾울 수 없다. 범인율 재판할 때 

일반척인 판사의 경우처럼 나 역시 당장 살인자의 정신 상태에 대 

해 충분히 알 수 없다. 정신 붐석에서 행동주의에 이르는 현대 심리 

학온 이 사건을 천혀 달리 판단하게끔 하는 지식을 내게 마련해준 

다. 이빼 폭히 내가 사회혁의 생과훌 창조하고 경제 및 역사에까지 

도 주목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15, 270f.) 

50) Durs Grün빼n: Der 파tzel황\ger als Ko1lektiv, in: FAZ (7. 2. 199에. 

Bilder und Zeiten, 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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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혀트가 맑스주의에 판심을 갖고 r자본론 Das Kapi뻐IJI율 얽게 된 

동기가 바로 그외 작품 구상 때문이었다는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와 

판련혜 주목할 뭘요가 었다.1926년 그는 극작홈율 쓰기 위해 세계 곡 

물거래외 체계와 기능율 알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 다니며 

이 방면의 전품가률에게 자문율 구했으나 아무도 이예 대한 명확한 

해명을 그에게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용과 같이 기슐하고 었다: 

나는 곡물 거래 과쟁이 전혀 해명훨 수 없다는， 죽 이생으로 파악훨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한 마디로 비이생척이라는 인상율 받았다. 

곡물이 세상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파 

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 그래서 계획한 드라마는 쓰지 못했다. 
그대신 나는 맑스톨 얽기 시작했다. 이때 처융으로 원었다. 그제서 

야 내 자신의 산만한 실제척 경험률과 인상풀이 활기훌 띠게 되었 

다.51) 

1920년대 후반 브레히트는 당시외 저명한 연훌가 피스카토르 압win 

I케scator와 한동안 긴밀혀 작업했다.<셔사극〉 형성과 발전에 이들온 

서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특히 피스카토르외 연극 작업에서 활용되 

었던 학운과 집단 작업온 브레히트에게 큰 영향율 미쳤다. 브래허트는 

피스카토르에 대해 말한다 11뽑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제작온 공연 제작 

파 일치했다. 완천히 한 무리의 드라마 자가률이 한 작품얘 함째 작업 

했다. 그리고 이롤의 작업온 한 무리의 천문가를， 역사학자률， 경제학 

자들， 통계학자률의 지원율 받았고 동시에 감독율 받았다." (15, 291). 

피스카토르의 집단 작업 행식은 미학객 판점율 완전히 정치척 관첨 

에 총속시킨 그의 〈정치극〉 성격으로 인해 52) 브레히트의 집단 작업 

51) George Bühler: Bertolt Bre랴\t - 타win Piscator, Bonn 1φ8， S. 82에서 재 

인용. 
52) 피스카토료외 〈청치극〉에셔는 갱치척 목혀율 위혜셔는 연극의 기본 태두 

리까지 얼마든지 따괴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20년대 말기에 당시의 독일 

황제가 동장하논 시대극 공연융 충비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변호사톨 통해 

이률 항의하자 피스카토르는 황제가 직접 풍장해줄 것옳 교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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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식과는 상이했다. 

브래혀트애게 연극온 연극으로서 기농올 해야지 연극의 기;본 태두 

리훌 벗어나서는 안되었다. 사회의 변혁이라는 브혜하트외 정치척 목 

척도 연극의 기본 태두리 내에서 연극적 방식으로 주채화 시켜야 하 

는 것이다. 그때문에 브레히트롤 두고 이야기할 때 그가 연극의 폭올 

넓혀 쟁치척， 사회객 문채까지 다롤 수 있게 했다고 말하지 그가 연극 

을 정치척 목척에 이용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브레히트는 말 

한다: “연극을 만툴 때 여기에는 그것의 본성상 어떤 가벼용이 툴어 

있다. [ ... ] 이 가벼융 속에서 어떤 진지함도 다루어질 수가 있다. 대신 

이 가벼용이 없이는 어떤 진지함도 다루어질 수 없다. 그때문에 우리 

는 모든 문채가 놀이척인 방식으로 논의필 수 있도록 이들 문째에 연 

극척 톨율 주어야 한다." (16, 6싫). 

브레히트의 집단 작업은 바로 이 가벼옴의 표지 하에 진행된다. 

1924년부터 명생을 브빼히트의 연인으로 그의 작품의 공동집필에 참 

여했고 브혜혀트의 사후에는 그외 천집 (20권으로 된 주르캄프 훌판 

사 간행) 훌판 둥얘 헌신한 하우프트만 Elisabeth Hauptmann온 1φ2 

년 그녀얘 대한 기륙 명화 째작과 연판l 브혜히트의 집단 작업 방식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온 브레히트가 말한 것쳐럽 ’채 3외 일’애 바쳐져야 하오. 내 

가 미국에셔 총총 체험했던 경쟁이라고는 여기에는 천혀 없었어요. 

[ ... ] 자기 것이라고 내어 놓지 않고 용켜 잡고 있는 사랍온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율 책상 위에 융려 놓았어요. 문제가 되는 곳에서 앞 

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 누구에젠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착상이 떠오훌 때면 모두들 기뻐했지요.앓) 

황제가 칙첩 풍장할 때 정치척 효파가 더 크기 때푼이다. 정치척 목쩍이라 

면 배우까지도 포기한다는 것이다. (15, 291) 참죠. 
53) Sa바1eKe바: 대5 flUs퍼.ge Werk - D잃 Kollektiv 외5 Autor, in: Frritag 6 

(30. 1. 1잊엉:)， 5.24얘서 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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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것도 아닌 〈제 3의 일〉에 그토록 많온 시간율 어떻게 

바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우프트만은 답한다: 

그래요， 첫째 참여한 많옹 사랍률에게 그것온 매우 재미있었어요. 

집단 작업용 무미건조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 

업이 어려워도 그것온 언채나 재미있었어요. 그것온 재미있는 놀이 

였어요. 그러고는 계속 배우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재미있었어 

요.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과장하는 것쳐럽 톨릴지 모르나 사실이 

그랬어요. [ ... ] 나의 이론 [집단 작업에 대한-역주]온 이래요. 아주 많 

은 능력이 있융 때 집단융 유지할 수 었어요. 능력이 아주 많율 때 

말예요 - 그렇지 않고는 다혼 참여자톨이 이의를 쩨기합 때 당황하 

게 되고 불확실하게 훨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의훌 해결하거나 그것 

에 반용하는데 너무 많용 시간이 걸려요. 브레히트는 이의톨 활리 

해결할 수 있었고 마치 도끼로 자론듯 해결했어요54) 

브레히트의 이같은 집단 작업 방식온 실온 이미 그의 고향 아우크스 

부르크 시절 그의 다락방 모임의 노래 핵스트 작업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브혜히트는 주도척 역할율 했고 최종 마무리와 집필 (바로 

여기에서 브래혀트의 독특한 〈양식〉이 나온다)은 브레히트가 했다. 그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브레히트가 이룩한 것으로 명가받는다. 

망명시철 〈신발올 바꾸어 신기보다 더 자주 나라훌 바꾸었던〉 브레 

히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극작품 집단 작업을 계속했다. 구 

동독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 집단 방식올 자신의 연출 방식에 십분 활 

용해 자신의 공연 모렐올 완성시켰다. 이률 통해 브레히트는 세계적인 

연출가의 명성올 누렸을 뽑만 아니라 무대와 접혹없이 제작한 자신의 

작품올， 무대롤 기반으로 보다 완성된 작품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브래히트의 집단 작업 방식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학 

문 시대에는 개체의 시대는 지나갔고 오칙 조직 집단이 문제된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브래히트는 대중파 개체l 개체와 집단의 관계를 다 

54)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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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같이 확인한다: 

우리들의 대중 개념온 개체로부터 파악한 것이다. 대중온 따라서 하 

나의 북합체다. 대중의 분할 가능성은 더이상 주된 혹징이 되어 있 

지 않다. 대중온 분합체에서 정차 비분할체 자체로 변한다. 대중으 

로부터 〈개체〉라는 개념으로 오게 되는데 [파악한다는 뭇-역주1， 이 

것온 분리률 통해서가 아니라 분할율 용해서다. 그리고 개체에서는 

바로 이 개체의 분할 가능성율 강조합 수 었다 (여러 집단예 소속되 

어 있는 사실로서). (20, 60). 

이것온 종래의 〈아리스토탤레스극〉이 개체와 감정 (감정이입)율 기반 

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브레히트의 〈비아리스토텔레스극〉이 개체 상 

호간 (집단)파 이성 〈비판척 거리/ 생소화〉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I중 

심점 이동 Akzentverschiebung’올 시킨 것과 맥율 같이 한다. 

브레히트의 〈학습극 Lehrstück>은 집단 중심의 사고롤 극단화시 킨 

연극 형태로 볼 수 있다.55) 여기에서는 연극이 연기자들 자신을 위해 

행해진다. 말하자면 이들은 연극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 역올 서 

로 교체하며 연기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인식파 행위의 집단척 프로세 

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가와 연출의 개체척 권위는 최소의 크기로 

된다. 

브레히트의 집단 작업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표철 논쟁 

Plagiat-Deba야.e>이다. 여러 사랍이 분담해서 작업해 작품올 만들어내 

듯 이미 쓰여져 있는 글들온 모두 작품 구성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 

이 브레히트의 기본 생각이다. 작품 구성에서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시민척 독창성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독창성이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폰한 것(글) 

을 활용하는 능력까지 뭇한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히트는 말한다 11다 

알다시피 내 견해로는 표절술은 작가의 기법에 속한다."56) 

55) Sa바le Ke바 (Anm. 않)， S. 24 참조. 
56) 뼈이t Bre야lt 1996 (Anm. 1이， S. 166에서 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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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는 1929년에 쓴 〈코이너씨의 이야기〉중 〈독창생〉이란 채목 

의 글에서 자신의 이같온 생각율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 <생각하는 

사랍〉으로 일컬어지는 코이너씨는 불만율 토로한다. 오늘날 수없이 

많온 사랍률이 완천히 혼자 큰 책률을 집필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뽕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머리 ‘공장’에서만 생각률율 만률 

어낼 때 념져줄만한 생각온 하나도 없으며， 또한 인용휠 수 있올 분장 

(생각을 표현한)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국의 철학자 

장자 Dschuang [농i는 장년의 나이에 십만자나 되는 큰 책융 집필했 

는데 10분의 9가 인용이었옴율 코이너(브레히트)는 지척한다. 이것을 

건물짓기의 이미지롤 사용해 다옴과 같이 말한다: “전혀 도웅율 받지 

않고l 개별적으로 자신의 두 팔로 날라올 수 있는 하찮온 채료만 갖고 

는 자신의 용막율 지율 수 있율 뿔/ 혼자 지율 수 있는 그와같은 움 

막보다 더 큰 건물올 그들온 알지 못해." (12, 웠이. 여 러 사람이l 많은 

자료롤 사용해야 좋온 생각， 좋온 문장을 만롤 수 있고， 또한 다른 사 

랍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논지다. 

1928년 『서푼짜리 오때라』 공연으로 브레히트는 일약 세계척인 작 

가로 부상했는데 이듬해에도 이 작품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당시의 연 

극 명론가 케르 Alfred Keπ가 〈베롤린 일보 Berliner Tagesbla한> (5 

월 3일자)에 〈브레히트의 져작권〉이란 제목으로 브레히트에 대해 날 

카로운 비판을 했다. 이것이 소위 〈표철 사건 Pla링a띠ff:허re>으로 당시 

의 거두들 (투콜스키l 벤， 되불련， 메링， 블라이 풍)이 이에 참여했다. 

내용인즉 이 작품에서 브레히트는 비용 Fr:뻐çois Villon의 시행을 노 

래에 많이 원용했는데 이때 아머 K. L. Ammer의 독일어 번역을 사용 

했다. 

브레히트는 이돌 시행이 비용의 시행율 활용했융율 밝혔다. 하지만 

번역자 아머의 이롭은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행은 그대로 사용하 

지 않고 많이 바꾸었지만 25행은 아머의 번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비 

평가 케르는 밝혀 내어 번역자로부터 〈표절〉한 것임올 지적함으로써 

발단된 논쟁이었다. 케르의 비난에 대해서 브레히트는 총 625행 중에 

서 25행이 아머의 훌륭한 번역과 일치함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이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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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혀지 아니한 것용 자신외 실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실수의 곤거률 

다시금 혜명했다: “정신척 자산의 문채에 있어서는 근본척으로 해이하 

게 생각하는 나의 태도 때문이요."5끼 

바로 이 근거가 문채가 되어 표절 논쟁은 가열되었고 브해히트의 

r서푼쩌리 오페라」에 대한 청중과 독자들의 관심은 더욱더 높아졌다. 

〈독창생〉에 대한 브해히트의 이같은 반시민적 생각온 당시 날카로운 

비명가로 유명한 크라우스 Karl Kraus와 브레히트에 대한 이해가 가 

장 깊었던 벤야민 Walter Be껴amin의 지지톨 받았다는데 우리는 주목 

해야 한다. 크라우스는 브해히트롤 비난한 케르의 비판올 〈바보짓거 

리 Trottelei>라고 말한다: 

단 한 줄의 다론 사랍 시행율 가지고 자신외 빛율 내려고 하는 어 

딴 청신척 폰째I작가-역주l가 었다면 그는 이미 꺼져버리고 없융 것 

이라는데는 추호의 의성도 있율 수 없소. 이토륙 채능혔고， 이토록 

별난 이같온 유행외 작가에게 무대 목척율 위해 소도구나 인물처럽 

실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시행(詩行)돌이었으나 이것들의 

인쐐톨 위한 저작권 신고훌 잊었다고 해， 그가 이들 시행율 문학 밀 

수품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합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노라는 엉터리 주장율 믿게 하려는 짓거리만큼 바보 

짓온 없소.58) 

뺀야민은 1930년 7월 그의 방송강연 〈빼르트 브해히트〉에서 브레히트 

의 새로운 문학개념올 해명했다. 쓰여진 것온 브레히트에게 기구나 도 

구와 같은 것으로서 행을 바꾸거나 분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라 말하고 중국문학과 같온 규범 문학이 전숭(傳承)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온 이 문학의 언용가능성이라 말한다. 실제로 브 

래혀트는 자신의 대부분 작품을 기폰한 작품에 근거해서 이것을 변형 

변조해 만들었다. 그리고 브해혀트 작품의 인용가능성은 오늘날 브 

5끼 GBA (Anm. 쟁)， Bd. 2, S. 4.40 얘서 재인용. 
58) Brecht 1쨌 (Anm.1이， 5.162얘셔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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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혀트쳐럽 짧이 인용되는 작가도 드물다는데서 분명히 확인된다. “브 

해히트 인용이나 브혜혀트 암시는 언채나 논중율 위한 전한 양념 효 

과률 보장혜준다."59) 기폰한 곳에서 좋온 자료률 찾아내 이롤 자신의 

작품구성에 활용하고 자신의 작품이 후대 사랍들에게 다시금 좋은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는 발전의 큰 강물올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브래히트의 천통 의식이 깔려 있다. 브레히트에서 새로움 

이란 기존한 것의 기반에서 이루어져야지 기폰한 것을 낡은 것이라 

폐기하고 새로 출벌하는 것이 아니다. 브레히트의 서사극인 〈비아리 

스토탤레스극〉은 〈아리스토탤레스극〉에 기반해서 극을 새롭게 한 것 

이다. 예컨대 아리스토탤레스극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극의 요인인 사 

건 줄거리률 구성하는 풀롯과 대화 형식은 브레히트의 극에서도 그대 

로 극의 틀이 되어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극〉이 감정과 인물 

의 성격올 사건 전개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브래히트의 극은 

이성과 인물의 사회적 폰재롤 기반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시대， 과학 시대얘 상용하게 극의 기능올 새롭게 변화시켰다. 바 

로 이같은 방식의 변화훌 우리는 브레히트 자신의 용어롤 벌어 “변중 

법적” 변화라 일컬을 수 있다. 바로 이때문에 브레히트의 극온 부초리 

극이나 잔혹극파 같온 현대의 다른 실험극과는 달리 극의 흐룸을 보 

다 근본척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기폰의 글을 자신의 자료로 활용하는 표절술 및 인용술율 브레히트 

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사귀고 사귀게끔 해주는 사교성 

Geselli양eit의 범주에서 이해했다.<표절에 대하여 Uber Plagiate>라 

는 제목 하에서 그는 다옴파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서 혹온 몇몇 사랍에게서 약간 벌려 쓰는 것온 겸손 

을 드러낸다. 완천히 혼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온 얼마 

나 비사교적 태도인가! 삶에서 뿔만 아니라 문학에서 자신이 알게 

된 것틀을 자신의 친구들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작가애게 걸 

59) J뻐 Knopf，Br혀\t r하\ der Welt und im 100. (농!bur벼ahr (Anm. 4),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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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행위다. 이것률I알게 된 것들-역주]온 도대체가 작가에게 유리 

하게 혼합된다. 어펀 좋온 표현의 가치률 아는 사랍이 있융 때 그는 

같온 것율 다시 한 번 달리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표현옳 수락 

할 것이다 [ ... ].60) 

r서푼짜리 오때라』에서 비용 시의 원용 및 표절로 야기된 〈표절 논쟁 

〉은 실제로 아머의 비용 번역올 신판으로 재간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비용융 소개하는 결과률 가져왔다. 

이 표절 스캔달로 브레히트와 그의 문제된 작품에 대한 독자의 관심 

또한 더욱 더 크게 되었다. 

1929년 여류 작가 플라이 셔 Malieluise Fleischer의 회극 r잉골슈타 

트의 공병들』이 브레히트와 가이스 Jacob Geis의 공동 연출로 베를린 

에서 공연되었다. 브레히트와 가까운 사이였던 플라이셔의 이 작품에 

는 브레히트의 영향이 컸다. 특히 공연에 앞서 브해히트의 제의에 따 

라 돼스트의 많은 부분을 고쳐 썼다. 비명가 케르는 이 작품이 브레히 

트의 작품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폴라이셔는 재능이 있고 

자연주의적이다 - 실제 이 여자가 있다면 말이다. 혹시 이 여자가 브 

레히트의 익명이 아닌자 [ ... ] 그런데 제 3막에서는 그녀는 정말 브 

레히트와 잘못 바뀌어질 수 있다. 그들은 함께 썼는가?"61) 이 작품의 

한 장면올 브레히트는 1943년에 집필한 1'2차 대전의 슈베이크』에 담 

았다. 그러자 처옴에는 그녀가 브레히트률 표철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은 브레히트가 그녀의 것올 표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표절〉은 나치 치하에서 집필 금지령이 내려졌던 그녀에 대해 독 

자로 하여금 판심을 일깨우고 그녀의 작가적 진가롤 확인케 하는데 

기여했다. 

브레히트에서 저작권 문제 시비는 그가 작가와 작품올 시민적 인습 

의 테두리에서 파악하지 않고 오늘의 기술 시대에 상용한 판점， 즉 시 

60) Brecht 1됐 (Anm. 10), S. 167. 
61) Wemer H때.t: Brecht cllro띠k 1898 - 1956. Frank빼 a. M. (S빠뼈mp) 

1997, 5.26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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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척 인습외 이데율로기훌 극북한 반시민척 판첨애서 파악하는떼서 

발단한다. 집단으로서의 작가상， 현실의 경험뿔만 아니라 기존한 작홈 

및 글도 작품구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었다는 작품판온 저작권 문제 

률 새로운 판챔에서 보게끔 한다. 

3) 꿔기 John Fuegi의 브레히트 전기 r브레히트 회사 바혈rt & Co ... 

꿔기는 미국 브뼈히트 협회 썰립 맹버였고 독문학 교수로서 오랫동 

안 브빼히트 천문가로 활동했고 그의 주된 판심 대상온 극작가와 연 

훌가로서의 브래히트였다. 그에게 브혜히트는 현대 연극율 특정지용 

주된 연극인이었기 때푼이다. 그런데 흉독 이후 그는 〈브레히트 죽이 

기〉로 방향 천환올 해 소위 〈아버지 죽이 기 Vatermörder> 대열의 선 

봉에 섰다.1994년 미국에서 출간된 732쭉이나 되는 방대한 그의 브레 

히트 전기 r브레히트 회사.!l 62)는 바로 이 목적 - <브래혀트 죽이기〉 

훌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1998년 브래히트 탄생 100주년 기념 

에 맞추어 1997년말 다시 보완 번역되어 (번역자: Sebastian Wohlfeil) 

1000쪽이 넘는 독일어환으로 함부르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에 대한 서명에서 메르쉬마이어 Michael Merschmeier는 이 책 

의 주된 내용율 다옴과 같이 요약한다: 

브레히트외 핵스트톨 씀으로써 그로부터 섹스톨 얻으려 한 모든 여 

자률은 또한 재정척으로도 그로푸터 착취당했다. 불짱한 남자 브레 

히트는 돈이 매우 많었율 뽑만 아니라 또한 사기꾼으로서 다른 사 

랍돌의 업척을 자신의 것으로 만톨었고 이훌이 독립해서 창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의 작품율 위해 쓴 이률 자신의 헥스트 

롤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률었다.혀) 

6끽 John Fue횡 Br하\t & Com뼈\y. Sex, politics and making of 삼\e 

modem 며따녀. New.York: Grove press 1994. (이 책온 동시에 영국에서 

출간되었는데 제목융 바꾸었다: π\e Ufe and Ues of Bertolt Bre상떠. 
63) In: Theater heute (1998년 2월호)，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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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꿔기의 의도훌 이렇재 말한다 11그는 결국 1(뼈면이 넘는 

이 책애서 - 한 해 한 해 체크혜가며， 여자 하나 하나， 택스트 하나 하 

나 체크해 가며 - 중명하려 한 것은 오직 이 왕초[브래히트-역주]가 

더러운 녀석 Schwein이라는 것이다" 64) 하지만 실채는 꿔기가 서술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부분 반대라는 것을 여러 브레히트 대 

가률이 논중한다. 예컨대 펼커 Klaus Völker에 의하면65) 브레히트의 

집단 작업에 참여했던 여자들은 대부분 브해히트률 조건없이 사랑했 

고 이들의 채능온 브혜혀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자신들의 재농 (작 

가척)이 요구되고 ̂ l-용된다는 확신으로 인해 더욱더 이 재농온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펼커는 말한다: “브혜혀트가 함째 집단 작 

업을 했던 여자들의 I자율성’을 억압했다고 오늘날 브래혀트롤 비난하 

는 사랍용 브해혀트가 E. 하우프트만" M. 슈태핀， R 때훌라우의 작가 

척 작업율 방혜한 것이 아니로 오혀려 그것율 요구했고 자극을 주었 

고 척극적으로 지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66) 

뀌기는 미국얘셔 브래혀트 대겨라는 그의 지위훌 근거로 브때히트 

에 대한 많온 자료얘 접근활 수 있었다. 빼훌련에서 수집된 브레히트 

자료 (보통은 이용할 수 없는 ‘사업’ 판련 편지툴까지도)， 하바드에 

사진 복사로 보판된 브래혀트 유고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FBI와 

KGB가 작성해 놓은 브레히트 관련 기륙들올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이미 출간된 브래허트 전기들 (특히 휠커 Klaus Völker와 미탠츠 

바이 Werner Mi야멘zwei의 브꽤혀트 전기6끼)률 활용했다. 하지만 그 

는 이들 자료를 문예학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효가 지난 도덕적인 잣 

대에 근거한 작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파 비방에 연결시킴으로써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왜곡하고 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64) E벼.， S. 8. 
65) 필커 (1938년생)는 연극학자/ 연극고문 (Dramatur잉， 극명론가로서 활동하 

고 있으며 현찌 빼톨린 〈애른스트 후쉬 암nst Bu양1> 연극학교 교장이다. 
66) In: Theater heute (1됐년 11월호)， S. 53. 
6끼 K1aus VI여밟: Bertolt Bre야\t. Eine Biographie. Mü떠1eJ:\ 1976. 

Wemer Mittenzwei: D잃 Leben des Be야이t Brecht. Ber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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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서푼쩌리 오때라』의 대성공적인 공연이 있고 1년 뒤 (1929년) 브혜 

혀트는 하우프트만의 r해피엔드 Happy End .. 훌 동일한 극장 〈쉬프바 

우어 담〉극장에서 통일한 연출 (브뼈히트와 앵앨)로 공연했다. 이 작 

품은 원래 레인 Dorothy Lane이라는 여휴 작가의 훗스토리훌 독일어 

드라마로 각색한 것이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들온 브레히트가 쓴 

것이다. 공연 프로그랩에서 이 모든 것율 분명혀 밝혔용에도 꿔기는 

브레히트가 이 작품의 저자훌 자기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한다. 

『서푼짜리 오페라』의 경우에도 브래히트는 하우프트만과 작곡가 바 

일 Kurt Weill올 공동 작가 Mitarbeiter로 분명히 명시했다. 이 작품 

또한 18세기 게이 John Gay의 r거지 오페라 깐\e Begger' s OperaJ롤 

번역 개작한 것이다. 독역은 하우프트만이 했고 작곡온 바일이 했다. 

물론 개작은 브레히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오때라〉라 불릴 정도로 

많은 노래들이 삽입되었는데 이것률은 모두 브해히트 자신이 쓴 것이 

거나 아니면 개작한 것이고 최종 마무리 집필 작업 역시 브레히트가 

했다. 

이 마무리 작업을 위해 브레히트는 바일과 함쩨 1928년 6월 프랑스 

납부의 리비에라 해변에 머물렀는데 이 때 동행한 바일의 부인 해냐 

Lotte Le피a는 이렇게 회상한다68): “두 사랍은 미친 사랍처럼 밤낮으 

로 작업했다. 쓰고 바꾸고 지우고， 다시 새로 쓰고 했다. 그러고는 몇 

분 동안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 그들의 작업율 중단했을 뻗이었다."69) 

그런데도 해기에 의하면 작품에서 적어도 80%는 하우프트만이 썼기 

때문에 이 작품의 본래 저자는 r공동저^V가 아니라) 하우프트만이 되 

어야 한다는 논지롤 편다. 

또 다른 혜률 들면， 슈테핀의 도용으로 브빼히트는 자신의 〈회사〉 

집단율 이끌고 핀란드톨 떠나 소련율 거쳐 미국으로 이민옳 갈 수 있 

었는데 반해， 폐병을 앓게 된 슈태핀온 모스크바에 남겨 둠으로써 죽 

게 내버려 두었다고 뀌기는 주장한다. 이것온 곧 브레히트가 슈탈련과 

68) 레냐 μt뾰 냐껴a)는 이 작품 공연에서 련먼의 경찰총수 브라훈 (Bro때) 

의 딸 루시 (Lucy) 역을 했다. 
6키 GBA (Anm. 42). Bd. 2, S.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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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롤러와 다홈없는 독재자의 전형으로 쓸모있올 때는 최대한으로 이 

용하고 쓸모없율 때는 무자비하게 회생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펼커 

와 미탠츠바이의 브혜혀트 전기에는 폐병을 앓고 있는 슈테핀율 함께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브래히트는 위협적인 주위 상황의 모든 위험율 

감행한 것으로 기술되어 었다. 

1940년 핀핸드 청부는 나치군에게 노르훼이로의 진군옳 위해 핀랜 

드 통과훌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해 말부터 국경에는 

나치군이 집결했고 헬싱키에는 이미 독일 정보훤률이 잠입해 상황이 

브혜히트에게 위협적으로 악화되었다. 브래혀트는 그의 가촉 빛 집단 

의 미국 비자롤 신청해 기다리고 었었는데 1941년 비자가 나왔다. 하 

지만 슈태핀의 비자만온 나오지 않았다. 그녀훌 위해서는 그녀의 쩨병 

때문애 신체검사가 펼요없는 방문 비자톨 신챙혜 놓았었다. 방문의 목 

객은 브레히트의 핀랜드 체류훌 보살펴 주었던 여류작가 부올리요키 

Hella Wuol헤oki의 여비서로서 위탁업무 수행이라 했다. 미탠츠바이는 
이 때의 상황을 척고 있다: “친구들이 이재 급히 떠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브혜히트는 슈태핀 없이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아주 단호했고 자신의 두려웅율 극복하고 있었다."7이 

브혜혀트는 슈태핀의 비자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렸고 마챔 

내 비자가 나오자 (1941년 5월) 이톨날 핀랜드롤 떠나 레닌그라드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국경율 무사혀 념율 수 있었먼 것온 러시 

아어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슈태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기술되 

어 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슈테핀용 쓰러졌고 모스크바 중앙 폐결 

핵 연구소에 속한 톡수 요양훤에 입원시켰다. 

블라디보스혹에셔 훌벌하는 미국행 마지막 배편율 놓치지 않기 위 

해 브꽤혀트는 슈테핀의 보쌀핍을 작가 동료 아플레 틴 Michail J. 
Apletin에게 맡기고 대륙 횡단 특급 열차훌 타고 모스크바훌 떠난다. 

하지만 브빼히트나 슈태핀이나 이 작벌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았 

고 서로 다시 만날 것으로 믿었다. 브레히트는 그녀가 다시 건강해 배 

7이 W. Mitt웬zwei (Anm. 6'끼1， S. 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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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활 수 있도확 그녀롤 위해 940 달러톨 용행에 예치했고 그녀는 작 

별시 말했다뒤따라 갈께요. 나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두 가지뽕 

이예요. 위독합과 전쟁 ."71) 그래서 스태핀의 상황올 서로가 계속 전보 

로 교신할 것을 약속환다. 하지만 모스크바 출발 5일째 되던 날 φ월 

4일) 브레히트는 슈테핀의 사망 천보롤 열차 속에서 받는다. 그리고 

브레히트률 위해 죽은 슈태핀의 얼굴 마스크도 떠놓았다는 소식도 함 

께 받는다. 

베롤라우에 대해서도 꿔기는 같온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한다. 그녀 

가 브레혀트에게 사기당했으며 학대받아 알콜중독이 되었고 그녀의 

아이가 죽고 난 뒤 더 이상 아이톨 낳율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젠 브 

혜히트와 함께 쓴 작품풀이 자신의 아이률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삽 

으려 했으나 이것 마저도 브레히트는 그녀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실제로 1943년 9월 베롤라우는 수술로 브레히트의 아이롤 낳았으나 

아이는 얼마 후에 죽었고 이로 인해 신경쇠약에 이른 것온 사시이나 

브레히트의 사기， 학대， 독재는 전혀 근거가 없다. 반대로 미국에서 브 

꽤히트가 캘리포니아의 산타 모니카에 살고 베툴라우가 뉴욕에서 방 

송일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녀에 대한 브레히트 

의 애정온 조금도 식지 않았고 이 때 이들이 주고 받은 편지들온 ”큰 

사랑”올 보인다고 미텐츠바이는 척고 있다. 브레히트가 1943년 r코카 

시아의 백묵원』 집필작업 일로 뉴욕에 있을 때 그녀는 브레히트와 동 

거했고 이 때 브레히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브레히트나 자신이나 모 

두 몹시 행복스러워했고 아이가 사내일 경우 집필 중인 브레히트의 

r백묵원』에 나오는 아이의 이릅 “미앨”율 불이기로 했다고 그녀 자신 

말한다. 그리고 아이가 죽자 브래히트는 “미앨의 죽옴에 대해 더 이상 

슬돼하지 말아요. 우리가 베훌련으로 가면 즉시 아이 하나률 양자로 

입양해요 지금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많아요"72)라고 말했다고 척고 있다. 

r백묵원』 작품에도 브레히트는 베롤라우의 참여룰 〈공동 집필자 

π) E벼.， 5.738. 
72) B앤chts 니i-tu. 맘innerun뿜1 따ld Notate von Ruter Berlau. Hg. von 

H뻐s Bunge. Dannstadt (Lu야I엔뻐뼈) 1985, 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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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rbeiter>로 명시했다. 물론 베롤라우의 브핵히트에 대환 관계에는 

많온 갈둥이 있었다. 그녀에 대해 빼르쉬마이어는 말한다: 

그녀는 [ ... ] 브혜히트톨 사랑했다. 그에게 그녀는 완전히 굴북했다. 

완천히 그의 〈꼭둑각시 존재 Kreatur>가 되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 

는 그의 부인 바이첼보다도 더 그롤 또한 완전히 독첨하고자 했다. 

브레히트롤 무비판척으로 더없이 칭찬했다. 아니면 그훌 더없이 욕 

했다. 그녀에겐 신중이라고는 없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차없 

었다.저) 

마이어도 브레히트와 베률라우와의 판계률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 

브레히트는 그녀로 인해 몹시 괴로워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률 사랑했 

다고 말한다. 이들의 갈동은 사랑의 한 형태이지 학대와 착취의 관계 

는 전혀 아니다. 

브레히트와 그의 여자들의 관계는 실은 이미 케비어 Sabine Kebir의 

두 책 r많찮온 남자? 브레히트의 파트너 관계들에 대한 논쟁.!I (198'η 

과 r나는 내 몫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0 (199η에서 소상히 해명되었 

다. 여기서 서술된 판계는 꿔기가 서술한 관계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그런데 꿔기가 그토록 많은 자료들을 활용했옴에도 그의 논제와 

직결된 이 두 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목적올 위해 불리환 자료는 피하는 비학문적 속물성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같온 비학문성으로 인한 사실 왜곡 때 

문에 혜히트는 그의 f브레히트 연대기 1898-1956.1에서 휘기 책올 자료 

로 참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그는 말한다: “휘기의 책에 있는 사실 

돌올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명백한 오류들이 드러나 이 책은 연대기 

자료로서는 척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74) 뀌기에게는 집단으 

로서의 작가와 집단 작업의 산물서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이 

롤 통해 브레히트는 지금까지의 작가상 (作家像)과 작품 개념올 극복 

73) In: 매eater heute (94년 11월호)， S. 55. 
껴) Wemer H하\t， Br하\t Chronik (Arun. 61), S. 1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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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술 시대에 상용하는 새로운 모댈율 쩨시하려 했다. 그러나 뀌 

기는 이것이 브해혀트가 자신의 사리사욕율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째능있는 여자룰율 생적으로 청복해서 작품을 쓰게 해서 

자신의 이릅으로 책율 펴내 책의 저작권 수입율 독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브래히트는 ”섹스 괴물 ein Sexmonster'’이고 ”대단한 

예술가 포주 ein künstleri앙ler Zuhälter von Format"로 나타날 수 밖 

에 없다. 

주판화， 심리화l 개인화 Privatisierung와 같온 개념처럼 브해혀트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온 없다. 그첨에도 위기는 그의 브래히트 천기 

에서 브래혀트의 개인적 사생활에 춧점율 맞춤으로써， 열죄구명올 통 

해 보는 시각들이 지배하고 었다. 휠커는 미탠츠바이의 방대한 브해히 

트 전기에 이미 브혜히트의 여인률 이야기가 이미 소상혀 서슐되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올 보고할 수 있기 위혜 꿔기가 〈탈사회화 

닮ltsozialisierung> 빛 〈개 인화 tota1e Privatisierung>의 방향율 돼 했다 

고 풀이한다. 때르쉬마이어는 브해혀트 쭉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뀌기 

의 내면에 〈청교도쩍 속물〉이 자리하고 있어 그의 브해혀트 사생활 

서술은 다른 사랍의 성행위률 몰래 홈쳐보고 이률 스스로 즐기는 입 

장임을 암시한다. 이때문에 꿔기의 브혜히트에는 실제 브레히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본질쩍 륙성이 도외시되고 있다: “그는 브 

혜혀트 택스트가 담고 있는 우스황스럽고 불합리한 모홈이툴， 저항적 

인 면， 시척인 힘， 모순을 좋아하는 무정부척 경향 퉁율 전객으로 도 

외시한다 "π) 

쩨 브례히트의 〈빼반〉 

- 1947년 떼커시 청문회 즘언 

1947년 10월 30일， 브레히트는 미국에 망명 용 다혼 동료를과 함쩨 

버미국적 활동에 대한 매커시 청문회 중언대에 셨다. 공산당 가입 여 

75) KIaus Völker, in: Theater heute (94년 11월효)， 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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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질폼에 다른 동료들은 첩묵으로 일판한데 반해 브해히트는 

분명히 공산당에 가입한 척도 없고 가입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 

다. 이 때의 브래히트의 중언과 충언 태도률 두고 해기는 〈동료들애 

대한 배반〉으로 본다. 그리고 때르쉬마이어는 당시 녹융 기륙에서 브 

빼히트가 공산당 가입율 부인한 대답 <No, no, no, no, no, never!>에 
셔 브래히트의 〈의연하지 못한 weniger stan빼ft> 저자세의 태도훌 

비판한다. 

하지만 마이어는 이 중언에서 오히려 브레히트의 〈위대성〉 일면올 

본다. 실생활에서도 예술에서처럼 대가다운 능력올 지닌 브레히트롤 

두고 한 말이다. 실제 브레히트는 〈삶의 예술 Lebenskunst>을 가장 

높이 명가했다. 

브레히트는 예술에서나 삶에서나 자신이 이루고자 한 것율 이루었 

고 이것을 높이 명가했다. 중언대에서 검사는 그의 학습극 r조처」에 

수록된 맑스주의 및 공산당 판련 구철율 많이 낭독하고 작가롤 공산 

주의 션동의 융가미에 걸려툴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브레히트는 재치 

있게 심문의 몇에 걸려툴지 않고 심문한 상대톨 제압했다고 마이어는 

말한다: 

그의 말용 야주 또렷하다. 겸손함이라고는 찾아훌 수 없다. 비굴함 

온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생존의 품제다. 그는 상대에 걸려 

들지 않는 천문 문인의 역율 놀이한다. 번번히 판객석에서는 웃융이 

터져 나왔다.76) 

브레히트는 놀이와 역의 대가다. 이것온 그의 일상 삶에서나 작품에서 

나 마찬가지다. 1934년 벤마크 망명시철 브레히트와 벤야민의 장기 

(체스) 놀이와 판련 스칼라는 말한다 11브레히트는 놀이률 이끌어 나 

가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지녔옳 뽑만 아니라 오랫동안 써 

먹은 수가 먹혀들지 않게 여겨질 때는 즉각 새로운 수톨 만률어 냈 

다."77) 중언대 심문에 대해 브레히트는 자신의 r작업 일지』에 소상히 

76) Hans 빼yer， Abend d얀 Vemunft (Anm. 3), S.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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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 여기에서도 브레히트가 동료훌융 〈배반〉했거나 그의 어펀 

개인척 저자세가 문제휠 수 있는 것온 천혀 찾아불 수 없다: “18명의 

중인들과 변호사들의 동의하얘 나는 외국인으로서 질문에 대답했고 

그것도 사실대로 부인했다. [ ... ] - 18명의 중인툴온 내 진술에 아주 만 

족했고 변호사들도 그랬다."78) 

브해히트는 〈타고난 놀이꾼〉으로 이 첨에서 채훌련과 버교휠 수 있 

다고 마이어는 말한다.꺼) 충언대얘서 한 그의 총언 또한 심문의 윷가 

미에 걸려들지 않는 역을 농숙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다. 이것은 그의 r작업 얼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심문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관객도 못지 않게 의식했다. “약 80명의 신문사 기자 

들， 두 개의 방송국， 영화 촬영인들， 사진사들l 그리고 관객석에는 브 

로드훼이의 연극인들이 우리에게 친절한 옵서버로"80) 와 있었다고 척 

고 있다. 

- 동빼롤린의 〈노동자 봉기〉 

1953년 6월 17일 동베훌련에서는 〈노동자 용기〉가 있었다. 직접척인 

동기는 동독 정부가 〈신노선 der Neue Kurs>의 청책에 의거 생산성 
올 높이기 위해 노동 정량을 올린데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었다. 이 

미 물가 인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불만에 차었던 노동자들의 불만 

폭발이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올 위한 정부에 대해 반대 시위률 한 

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하지만 브래히트는 이 모순이 그동안 동 

독이 추구한 사회주의가 마치 약처럽 노동자들에게 처방되었을 뽑 이 

들이 사회주의의 현실객 구현에 나타나는 어려웅과 모순들을 통찰하 

게 하고 정책척 판단에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데서 연유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7l) Mario sc매a， in: Fr，잉tag 6 (30. 1. 98), S. 23. 
재) In: Arbeit헤아mal (뻐m 13) (1947년 10월 30일자)， S. 787. 
7에 H뻐s Mayer: 맘뻐\el'UI\g an Br따\t， Fran끓따t a. M. 1쨌，， 5.18 참조. 

8이 In: Arb잉벼ournal (Anm. 13) (1947년 10월 30일자)， S.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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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톨온 이미 앞셔 16일얘 시위훌 했다. 그때문애 브래혀트는 16 

일의 노동자 봉기 사태에 대혜 많은 정보롤 수집했고 이훌 기반으로 

17일 오천 당셔기장 율브리해트， 국가수석 그로테보율/ 그리고 소련 

연방 대사에게 각기 편지훌 써보냈다. 당서기장에계 보낸 편지는 다옴 

과같다: 

존정하융는 윷브리혀트 동지， 역사는 독일 사회주의 용일당의 혁명 

쩍 조급함얘 혼정심융 표명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껄외 햄포에 대 

혜 대충과 대대척인 대답율 한다면， 이는 사회주의가 이록한 공객돌 

율 알아훌 수 있게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융 것입니다. 이 순간 저 

는 당신에재 독일 사회주의 룡일당에 대한 저의 연대감율 쩔실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빼르톨트 브래혀트 을립 .81) 

이 편지에서 브혜히트는 당에 대해서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혀 부정 

척인 태도나 버환율 보이지 않고 사태해결율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 

객으로 언급하고 었다. 사회주의 혁명올 서둘러 완수하려 함으로써 노 

동자들의 불만은 샀지만 많은 업척율 이룩했다는 것， 그때문에 노동자 

대중과 충분한 대화훌 갖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이 사회주의 업척을 

분명혀 활 수 있게 되고 이 업척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발천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브빼히트는 이 편지률 17일 아침에 

썼다. 즉 〈민중 용기>82)로 인해 이 날 비상 사태가 선포되고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되기 이전에 썼다. 

그런데 브래혀트의 이 편지가 그 후 6월 21일 이 편지의 마지막 문 

장 〈이 순간 [ ... ] >만 신문에 게재되어 마치 당과 당지도자에 대한 충 

생섬만을 선언함으로써 편지률 쓴 후 일어난 사태， 즉 소련 탱크에 의 

81) Bertolt 8recht: An Walter ul바.cht. Ber파1. 17. Juni 1953, in: 8.8.: 8riefe. 

1913 - 1956. 바'Sg. und kommentiert von Gilnter Gla잃er. Frankf따t a. 

M. 1981. Bd. 2, S. 693 f. 
82) 브혜혀트는 이 사태톨 〈민충 룡기〉로 보지 않융융 그외 r작업 일지」 

n웠년 8월 20일)에셔 환명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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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위진압， 비상형 선포 둥 당국이 취한 조쳐훌 일방척으로 정당화 

하고 민중 노동자툴율 배반하는 것 같온 인상율 주었다. 그래서 서독 

에서는 〈브레히트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동독에서는 브레히트와 

가까운 관계률 가졌던 사랍틀을 당혹케 해 그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물론 브레히트는 〈노동자 시위〉의 진압에는 통외했다. 하지만 이것 

은 30여년올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노동자률율 위해 투쟁한 그가 노 

동자를융 저버리고 당과 접부 편융 툴었옵율 뜻하지 않는다. 그때문에 

시위 진압 후 당시 작가연맹의 서기장 바르웰 K따t Bartel이 발표한 

지사에， 브레히트는 실망했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6 

월 17일에서와 같은 사건률로 인혜 민충온 정부의 신의훌 져버렸고 

이젠 이 신의롤 되찾도륙 얘써야 한다는 글이었다. 브래히트는 그의 

시 r해결 .. 83)에서 이것을 주제화했다: 

7월 17일의 용기가 었고 난 후/ 작가연맹의 서기장온 스탈련 알례 

에서/ 

천단융 뿌리재 했다./ 여기에셔 얽율 수 있었던 내훌온/ 

국민이 정부의 신뢰톨 저버렸으며/ 오칙 배가확‘노풍율 통해서만/ 

이 신뢰훌 되찾울 수 있다는 것. 차라빼/ 쟁후가 국민율 해체하고 

그 따른 국‘띤윷I . 
태확란 것;‘그것역f 뎌! 간단빼쳐‘ 않훌짜? (1α 1009"fl 

현 독일 빼출-휠‘ 훨장、 톨라트높 빼술훨 주최 브혜히트 탄생 100주년 

전시률 위한 책자에‘ 활맨 빼라발에서 말한다 11노동자 봉기의 진압을 

그는 변호한다. 하지만 그는 의기 양양해 하는 진압자들올 조소한다없) 

브레히트가 시위대 무력 친압율 변호한 것은 〈노동차 정부>， 즉 사 

회주의 정부의 용호얘서였다. 그눈 사랍률칸의 친절파 사랍다운 삶올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사회주의에서 보았고 이률 

구현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정부였기 떼문이다. 뿔만 아니라 그는 

83) 원문은 <Die Lös파lß>이다. 이 말에는 ’혜체’라는 못도 함유되어 있융. 
84) Be야이t Brecht 1998 (Anm. 10),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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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중 용기〉가 순수한 노동자 계급의 시위가 아니라 천쟁때 포로 

가 되었던 나치 치하의 직업군인들， 나치당에 소속되었다가 각종 행청 

기관에서 쫓겨난 관리돌， 즉 나치 파시즘의 잔재들이 이 시위에 가담 

-----------~한 것옳 확인했다. 노동자들의 처읍 구호가 상향 조정된 새로운 〈노 

동정향옥훨획요꾼였는 데 이것이 〈다른 정부〉와 〈자유선거〉 구호 

로 바뀐 것。l 바로 。나댄확완명L판시즘의 잔재 때문언 것으로 분 
석했다. 그리고 바로 이 변질된 구호는 i혔3년 나치가 내걸었던 구호 

이고 그것은 나치에게 집권의 계기률 마련했다는 첫융 브레히트는 잘 

알고 있었다. 

6월 17일 시위현장을 돌아보며 상황 파악율 한 브래히트는 이 날 

오후 극단 본부에서 단원들에게 상황율 셜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 

히 했다. 현 정부가 〈노동자 정부〉인 이상 그것의 실책 (과도한 노동 

정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률 옹호해야 하며 노동자 시위로 구 

체척 모순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해 민중과 대대객인 대담과 토의률 

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주의 도약의 계기 

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그의 믿 

옴에 기반한다. 

1973년에 처옴으로 출간된 r작업 일지.B (1953년 8월 20일)에 그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민중에 대한 자신의 믿옴을 다시 한받 확인한다: 

6월 17일온 존재 전체훌륭 낯셜게 했다. 노동자 시위대툴온 방향을 잡 

지 봇하고 비참하도륙 어찌할 바톨 모르고 있었용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여기 상숭하고 있는 계급이 있옴을 보인다. 행동하는 것은 소 

시민이 아니라 노동자률이다. 그률의 구호는 혼란스러웠고 힘율 발 

휘하지 못했다. 이 계급의 척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 ... ] 모든 것은 

이 첫번째의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온 첩혹이 

며 이것온 포용 형식으로가 아나라 주먹질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 

지만 그것용 접촉이었다 당옹 눌라지 않융 수 없었지만 철망할 

펼요는 없었다. ( ... 1 그러나 이재 몹시 나뻗 상황이지만 노동자롤의 
마융율 살 수 있는 좋온 기회가 왔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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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봉기라는 노동자 정부가 겪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모순된 

대치의 상황에서 이것을 〈생산의 천제인 대대척인 토의훌 열어주는 

기회뼈)로 보는 브레히트의 변중법척 시각율 여기에서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대중파외 대담온 브혜혀트가 기대했던 방 

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때문에 브레히트는 몹시 실망했고 이 때부 

터 브해혀트의 때이론 죽융이 시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8끼 

결어 

1948년 브레히트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학생돌파의 토의에서 구동독 

에서 자신의 연극 작업 목표 껄쟁에 대한 질문율 받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20년 동안 이데융로기톨 파괴하고 자신의 극장율 가져 스캔들율 

합리척으로 만풀어내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88) 이칼온 스캔들은 

판책이 미학척으로 환상적 흉합율 이루는 대신 정치객으로 분리되어 

〈큰 토의훌 위한 기폭쩨〉로 연철훨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통독 

이후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반된 두 경향I 브래히트 허물기와 브레 

혀트 가꾸기가 이련 외미에셔 생산척으로 〈큰 토의〉로 연곁되었으면 한 

다. 이률 룡혜 니체의 외칭 〈신용 죽었다〉가 기독교의 활성화로 연철 

되었돗 〈고전 작7타 브래히트의 활상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몸이다. 

85) In:Arb앙t에oum외 (Anm. 13), S. 1009. 
86) H. Müller (Anm. 쟁)， S. 146. 
8끼 Jan Knopf, Brecht nach der Wende (Anm. 4), S. 24 창조. 
88)H따\eJ' M떠ler， R야we밟\ (Anm. 28), S. 143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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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요약 

Zusammenfassung 

Brecht-Auffillrungen und -Forsd1Ungen 

in Deutschland nad1 der Wiedervereinigung 

αng-Zun Song 

1ch habe in meiner Arbeit das Th얹녀 Brecht-Aul해lrungen und 

-Forschungen in Deutschland nach der Wre뼈vereinigung behandelt. Es 

l잃sen sich dabei zwei große Tendenzen feststellen: Brecht-Abbau 

und Brecht-Pflege. Zur Tendenz zum Brecht-Abbau gehören alle 

A뼈einander엎양ungen derjeni뿜n， die sich vom Last Brechts 

befreien wollen, und die voraus않tzen， daß Brecht mit d얹n 

Unter뿜ng des Sozi허ismus vorbei und bei ihm nichts Neues mehr 

zu holen s번. Diese Tendenz ver앞뼈났t sich mit dem Re앙etheater， 

das die Stücke zur Unkenntlichkeit dekonstruiert, indem der 

Regisseur sich selbst thematisiert. 1m Gegl때satz zu dieser Tendenz 

nehmen 며e meisten Brechtologen die Wende als eine große 다\ance 

W야\1'， Brecht neu zu lesen und neu zu entdecken. D랴u sind gute 

Grundlagen gesc뻐ffen. Ideologische Hindernisse d따야\ Teilung des 

Landes sind nicht mehr da. Die neu erschienenen 30 b삶\digen 

Werke von Brecht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die Brecht-Chronik von Wemer Hecht Brecht Chronik 1898 

-1956, die Brecht-Biographie von W. Mitt하\ZWei Das Leben des 

Bertolt Bre야t sind die Bücher, die en염cheidend helfen kδ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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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cht neu 찌 lesen Das Spielerische und die Naivität sind bei 

Brecht 허s wichtige Kategorien neu entdeckt, die 매s neue Werte 

neue Spielmöglichkeiten bieten. 

Insbesondere habe ich versucht, den Brecht-Abbau als solchen 

bewußtzumachen, indem ich mich mit dieser Tendenz kritisch 

au않inanderset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