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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된 독재정권의 유산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그 인권침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동유럽의 1989년 ‘평화혁명(peaceful revolution)’ 기간에,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정권의 범죄를 정면으로 다루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한 의견을 낸 사람들은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두고 지나가야만 시민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승리한 반체제 세력은 감옥 문을 열고 정의를 부르짖던 정치적 희생자들을
풀어주었다. 비밀성의 마법(spell of secrecy)이 깨지면서, 대중은 그동안 겪은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격렬하게 요구했다. 게다가 새로이 자유를 얻은 대중매체는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자들의 치욕스러운 부패를 폭로했다. 일부 탈공산주의 정부들은 민주적 통치로
이행하는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이전 정권의 범죄를 폭로하려 했다.1 이렇게 상충하는 접근
방식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독재에서 벗어난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전의 범죄를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억압과 잔학행위와 공개적으로 직면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해야 하는가?
망각의 충동은 특히 프랑코 총통 사망 후 에스파냐의 민주화 같은 ‘협정을 통한 이행’의 경우에
매우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재정권의 엘리트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평화롭게 권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법률적, 경제적 처벌의 면제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도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전의 가해자와 많은 협력자들은 자신들의 죄과를
깊이 파헤치는 일은 국내 갈등을 지속시킬 뿐이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뒤집어 열기보다는 용서하고 잊어버려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도 독재정권 시절에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승자의 관용에 호소하는 한편, 무엇인가

1 A
 . James McAdams, ed.,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New Democracies (Notre Dame, 1997). Cf.
also Helga Welsh, “When Discourse Trumps Policy: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Germany,” German Politics 15
(2007), pp. 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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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중 독재의 부담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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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출 것이 있는 집단에서 지지자를 구하는 경향을 보였다.2 그리하여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과거의 범죄에 관하여 자비로운 침묵을 지킴으로써 이행기의 정의를 포기했다.3
반면 정권 비판자들은 사회 평화가 지속되려면 과거를 공개적으로 직면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래야만 과거의 망령이 산 자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에
희생된 사람들은 면책권에 반대하면서 실종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고, 살해된 반체제
인사들의 무덤을 찾아내며, 부모에게서 빼앗아간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 대다수 비판적 지식인들은 법치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박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억압과 폭력의 비참한 희생자들에게는 파괴된 삶에 대해 개인적 위로와 재정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안정된 민주주의를 확보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의 잔학행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장은
용서에는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영혼(soul)은 정직하게 그 자신의 결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정신의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5
이러한 논쟁에서 독일의 사례는 특별히 교훈적이다.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반된 두 독재정권을 다루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연방공화국은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로 유대인과 슬라브인의 대량학살을
자행한 책임과 직면해야 했으며, 1989년 이후에는 독일민주공화국(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시민들을 장벽 안에 감금한 억압적인 공산당 정권이 초래한 결과를 다루어야 했다. 과거 파시즘
시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먼저 ‘과거의 통달(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번역하기 힘든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나중에는 ‘정리(Aufarbeitung)’라는 마찬가지로 복잡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국제사회는 독일이 나치의 범죄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였으며, 국내의 압력은 공산당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독일이 전후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고 분열된 나라를 재통합하는 데에서 진전을 이룸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끔찍한 과거를
해결하려는 독일의 노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6
역사를 망각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를 탐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자신의 독재의 역사에
대응하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분투를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이 성찰에서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2 L
 aura Desfor Edles, Symbol and Ritual in the New Spa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fter Franco (Cambridge,
1998).
3 M
 onika Nalepa, Skeletons in the Closet: Transitional Justice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2010).
4 C
 arlos H. Acunia, “Transitional Justice in Argentina and Chile: A Never-Ending Story?” in John Elster, ed.,
Retribution and Reparation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Cambridge, 2006), pp. 206-238.
5 A
 lexander Mitscherlich, The Inability to Mourn: Principles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1975) and Joachim
Gauck, Winter im Sommer, Frühling im Herbst. Erinnerungen (Munich, 2009).
6 이
 하 논의는 다음에 의존한다. Konrad H. Jarausch, “Memory Wars: German Debates about the Legacy of
Dictatorship,” in John A. Williams, ed., Berlin Since the Wall’s End: Shaping Society and Memory in the German
Metropolis since 1989 (Cambridge, 2008), pp. 90-109; “Double Burden: The Politics of the Past and German
Identity,” in Jörn Leonhard and Lothar Funk, eds., Ten Years of German Unificarion: Transfer, Transformation,
Incorporation? (Birmingha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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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정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7 본고에서는 우선 나치 범죄 해결 과정에 집중하겠다. 이는
수십 년이 걸린 힘든 해결 과정이었는데, 자기 비판적 견해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중적 저항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통일 이후에 동독 공산당 독재정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새로운 연방국가에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좀 더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어 나치 및 공산주의의 유산을 처리하려는 노력들
사이의 경쟁을 다룸으로써 상이한 기억체제(memory regime)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지적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과 정의, 화해의 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논평하며
마무리하겠다.

1. 나치 범죄와의 대면
제3제국(Third Reich)이 저지른 무서운 범죄를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과정은 길고도 논란이
분분한 것이었다. 과거를 비판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확립하려면 대중의 강한 저항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승리한 연합국은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포츠담 회담 중에 재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무장해제, 탈나치화, 카르텔 해체’를 통해 패전국들의 정치 문화 전체를 바꾸려 했다. 고국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리고 강제수용소와 국내 유배에서 풀려난 나치 정권의 반대자들은 재앙을 초래한
군국주의와 민족주의, 권위주의의 위험한 전통을 거부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전쟁 이전 시기를 ‘좋았던 시절’로 기억했고 전쟁 중 벌어진 잔인한 행위와 유대인 박해,
노예노동의 착취에 공모했던 일에 대해 고심하려 하지 않았다. 국가의 공식 성명은 독일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기억들은 제국 붕괴 기간 및 이후에 겪은 고통에 머물렀다.8
히틀러 정권의 군사적 패배는 승리한 연합국으로 하여금 독일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학행위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어 나치가 선전한 신화와 싸울 수 있게 했다. 군사조직(military machine)의
해체와 나치당 해산, 군수산업 분해는 군국주의에 대한 믿음을 허물고 나치 당원들을 축출하며
침략전쟁의 경제적 토대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의 민간인들은 의무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강제수용소를 방문하고 뼈만 앙상히 남은 생존자들을 찍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나치 정책의 잔학행위를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전쟁범죄의 실상은 잘 알려진 뉘른베르크 나치 지도자 재판과
친위대와 산업계의 수장들, 의사들을 심리한 부수적인 재판이 열리고 나서야 완전히 공개되었다.
나아가 유대인과 슬라브인을 살해한 집단학살(genocide)을 처벌하려면 ‘반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새로운 범주로 추가되어야 했다. 검사들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와 개인의

7 T
 imothy Garton Ash, “Trials, Purges, and History Lessons: Treating a Difficult Past in Post-Communist Europe,” in JanWerner Müller, ed., Memory and Power in Post-War Europe: Studies in the Presence of the Past (Cambridge,
2002).
8 J effrey Herf, Divided Memory: The Nazi Past in the Two Germanies (Cambridg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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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서 나치 독재정권의 흉악함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를 수집했다.9
독일인 대다수가 ‘집단적 유죄’ 혐의 추정에 대해 불신과 분노로 대응했고, 자신의 불행을 나치
지도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들이 개인의 책임을 축소하려했기 때문에 “나는 단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나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 “다른 나라들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같은 변명들이 독일에 난무하였다. 탈나치화 과정은 개인의 유죄 정도를 확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대다수가 가해자들을 단순한 동조자로 분류하면서 점차
호도책(white-washing)으로 변질되었다. 개신교 교회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선언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한 반면, 보수적인 주교들과 천주교 사제단은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군들의
석방을 탄원했다. 게다가 구금되었거나 실직한 많은 협력자들이 결국 일반사면을 통해 공직을
되찾았다.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용기를 내서 유대인 공동체에 손해 배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는 ‘과거의 정치’ 때문에 법적 소추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10
1960년대 독일연방공화국(FRG)에서 나치 범죄를 새롭게 직시한 일은 대중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다소 놀라웠다. 독일민주공화국(GDR)의 틀에 박힌 반파시즘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에, 많은 서독인들은 동독의
선전처럼 과거의 나치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울름의 기동대 재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 프랑크푸르트의 아우슈비츠 재판 같은
일련의 널리 알려진 재판들은 대중의 관심을 한 번 더 과거의 범죄로 이끌었다. 프리츠 바우어(Fritz
Bauer) 같은 소수의 진보적 법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문서상의 유죄 입증
증거와 생존자들의 감동적인 증언을 토대로 가해자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루트비히스부르크에
중앙정보처리기관이 설치되면서 추가 재판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용이해졌다. 나아가 단편 작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양철북』을 쓴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아우슈비츠 재판을 연극
무대에 올린 페터 바이스(Peter Weiss), 희곡 『대리인』(The Deputy )을 쓴 랄프 호흐후트(Ralf
Hochhut)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강력한 고발장을 내놓았다.11
1979년 1월 홀로코스트를 다룬 미국 텔레비전 연속물이 연방공화국에서 전파를 탔는데, 이때의
압도적인 반응은 이러한 비판적 전환에 큰 힘을 보탰다. 『차이트』(Die Zeit )와 『슈피겔』(Der

Spiegel )같은 자유주의적 매체는 정직한 보도를 통해 진작부터 정지작업을 했었지만, 제3제국
이후 성장한 반항적 세대 전체가 ‘아빠는 전쟁 때 무슨 일을 했어요?’라고 계속 물었다. 마빈 J.
촘스키(Marvin J. Chomsky)가 연출한 미국의 텔레비전 연속물은 유대인 학살을 교훈적으로
다루지 않고 연속극 형식으로 유대인 가족이 처한 암울한 운명을 극으로 표현해 매우 효과적이었다.

A
 strid M. Eckert, The Struggle for the Files: The Western Allies and the Return of the German Archiv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Cambridge, 2012).
10 N
 orbert Frei, 1945 und wir: Das Dritte Reich im Bewusstsein der Deutschen (Munich, 2005). 또한 다음을 참조하
라. Philipp Gassert and Alan E. Steinweis, eds., Coping with the Nazi Past: West German Debates on Nazism
and Generational Conflict, 1955-1975 (New York, 2006).
11 A
 nnette Weinke, Die Verfolgung von NS-Tӓtern im geteilten Deutschland: Vergangenheitsbewӓltigung 19491969, oder eine deutsch-deutsche Beziehungsgeschichte im kalten Krieg (Paderborn, 2002).
9

24

미니시리즈는 서독 시청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만 명에서 천오백만 명이 시청했는데,
메릴 스트립(Meryl Streep) 같은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로 차별의 심화, 총살, 아우슈비츠의 몰살,
고통스러운 생존으로 이어지는 탄압의 전 궤적을 묘사했다. 이러한 극화는 감정적으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켜 연방의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했고 홀로코스트라는 용어가 독일 사회의 논쟁 속으로
들어왔다.12
박해의 흔적을 찾아내고 강제수용소를 공적 기념물로 바꾸려는 지역적 노력은 반유대주의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점점 더 강력해지는 홀로코스트 감성을 뒷받침했다. 추상적인 ‘사회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일상사’로 방법론이 바뀐 덕에 역사가들과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벌어진 박해의 결과를 연구하려는 열의를 갖게 되었고 망각된 나치 억류 시설의 세계를 폭로했다.
이렇게 높아지는 대중의 관심은 강제수용소였던 곳의 잔해를 보존하여 부헨발트(Buchenwald)나
다하우(Dachau) 같은 고통의 장소를 인상적인 공적 기념물로 바꾸어 놓았다. 역설적이게도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비판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경쟁했는데, 독일민주공화국은 공산당의 저항을
찬양했고 독일연방공화국은 집단학살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13 살해된 유대인이 살던 집에
명판(Stolpesteine)을 붙여주는 것과 같은 대중 운동은 인종차별 과정과 유대인 문화의 소실을 눈에
띄게 잘 보여주었다. 그 결과, 교육 받은 젊은 독일인들은 인종주의에 희생된 자들에 공감했으며
친유대주의 정서를 폭넓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와 정치권의 우파는 계속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이는 자기비판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후 몇 십 년간 퇴역군인들의 친목회와 우파 간행물의 비공식적 하위문화는 전쟁
중에 독일군(Wehrmacht)이 이룬 공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회상했다. 신나치 정당(neo-Nazi)들은
정당 활동이 금지되자 온건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연방의회에
진입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헬무트 콜(Helmut Kohl) 같이 중도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도 무장친위대 묘지가 포함된 비트부르크(Bitburg) 군 묘역에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영접하는 등의 실수를 가끔 저질렀다.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 같은
전통주의 학자들은 스탈린 체제의 대량학살이 영감을 주었음을 지적하여 독일의 범죄를 상대화했고,
이는 역사가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Historikerstreit)을 유발했다.14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궁극적으로
공적 담론의 비판적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
사이에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스킨헤드 하위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통일 이후 독일을 피해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출현했는데, 이는 제3제국에 관한 비판적 기억을
수정하려는 욕구의 표현이었다. 작가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는 프랑크푸르트평화상 수상

12 Peter Reichel, Erfundene Erinnerung - Weltkrieg und Judenmord in Film und Theater (Munich, 2004).
13 H
 arold Marcuse, Legacies of Dachau: The Uses and Abuses of a Concentration Camp 1933-2001 (New York,
2001); David A. Hackett, The Buchenwald Report (Boulder, CO, 1995).
14 C
 harles S. Maier, The Unmasterable Past: History, Holocaust and German National Identity (Cambridge, M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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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Weiss)라는 베를린의 의사 가족이 도르프(Dorf)라는 친위대 학살자에 쫓기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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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에서 아우슈비츠가 계속해서 독일을 매질하는 ‘도덕의 곤봉’으로 쓰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여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인 이그나츠 부비스(Ignatz Bubis)의 비난을 유발했다. 소설가 W. G. 제발트(W.
G. Sebald)와 기자 외르크 프리드리히(Jörg Friedrich)는 이전까지 등한시했던 연합군의 무자비한
폭격에 의한 독일 민간인들의 피해에 주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귄터 그라스도 1945년에 소련군(Red
Army)을 피해 동유럽에서 쫓겨난 1,200만 독일인들의 곤경을 지적하여, ‘피난과 추방’을 위한 별도의
기념관을 두자는 난민연합(Union of Refugees)의 요구를 약화시켰다.15 이처럼 전쟁 중에 독일인이
겪은 고통을 지적한다고 해도,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한다면 반드시 나치 범죄의
책임을 축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콜 총리는 타협책으로 베를린 전쟁기념관 노이에 바헤(Neue
Wache)의 명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그 기념관은 ‘전쟁과 폭정’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건립한 것은
자기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외할 만한 언론인인 레아 로슈(Lea Rosh)와 역사가
에버하르트 예켈(Eberhard Jäckel)은 테러의 지형학(Topography of Terror)이나 유대인 박물관
같은 시설들이 이미 있는데도 시민들의 발의를 조직하여 헬무트 콜에게 새로운 수도에 독일의 범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추가적 참회의 필요성은 물론
건축물의 예술적 형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콜은 건축가 페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리하르트 제라(Richard Serra)가 제안한 계획을 채택했다. 그것은 무덤처럼 생긴 2,711개의 광택
콘크리트 열주를 갖춘 유대인 공동묘지를 닮았다. 방문객들이 그 유적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에 ‘안내소’를 설치하기로 한 뒤, 연방의회는 자금 지원을 가결했으며, 건축물은 2004년에
완공되었다. 기념관은 크기가 육중하고 연방의회 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정부의 한 가운데에
영속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내며, 국민적 정체성이 죄의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16

2.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에 대한 대처
공산주의 독재를 처리하려는 노력은 나치 범죄와 직면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한편으로
두 정권은 뛰어난 기능의 선전기구와 강력한 비밀경찰의 지원을 받아 인권을 침해한 일당독재라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다른 한편,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독일 땅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독재 기간은 세 배 더 길었고, 그 시기에 살해된 희생자 수는 훨씬 적었다. 사실
독일민주공화국의 평등주의적 국제협력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인종주의적 제국주의라는
파시즘의 꿈과는 정반대였다.17 이렇게 닮음과 반대가 당혹스럽게 뒤섞인 탓에 독일의 두 번째

15 T
 homas A. Kovach and Martin Walser, eds., The Burden of the Past: Martin Walser on Modern German Identity
(Rochester, NY, 2008); Jӧrg Friedrich, The Fire: The Bombing of Germany, 1940-1945 (New York, 2006); Günter
Grass, Crabwalk (Orlando, FL, 2002).
16 J an-Holger Kirsch, Nationaler Mythos oder historische Trauer? Der Streit um einzentrales “Holocaust-Mahnmal”
für die Berliner Republik (Cologne, 2003). Cf. www.holocaust-denkmal-berlin.de.
17 G
 ünter Heydemann and Eckart Jesse, eds., Diktaturvergleich. Theorie und Praxis (Berl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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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피하고자 처음부터 더욱 철저한 청산이 역설된 것이다. 독일 동부에서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상반된 기억 때문에 여전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2009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대중의 마음속에는 ‘평화혁명’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초기 단계의 합의가 마련되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1989년 민주주의적 각성의 일부로서 추구되었고, 그에 따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을 덮고 있던 비밀의 장막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시민들의 주도적인 노력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이었다. 노이에스 포룸은
시민들이 희망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공적 공간을 회복하려 했다. 독재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축출된 뒤 그 후임자인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공적 대화’
정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점차 그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동시에 대중매체는 이전의
검열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갑자기 뉴스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냈고
신문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교외 특별구역인 반틀리츠(Wandlitz)의 부패한 생활양식을 폭로했다.
별도의 잡화점이나 실내수영장, 수렵지 같은 당의 특권은 서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수수해
보였다. 그러므로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비판적 청산은 석방된 정권의 희생자들에 의해 추동되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전복 기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18
억압의 기록은 독재정권 이후 이행기의 논쟁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비밀정보부가 문서를
파쇄하고 불태우자 기민한 반체제인사들은 1989년 12월에 비밀정보부의 지역 사무소들을
점령했고, 슈타지(Stasi)가 이름을 바꾸어 살아남으려 한다는 소식이 새어나가자 정권 반대파는
1월 중순 베를린에 있는 본부를 습격했다. 대외정보국(HVA)이 문서를 파기하는 데 성공하고
모드로프(Modrow) 정부가 인사 기록의 삭제를 허가했지만, 반체제인사들은 과거의 억압 사례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동독 공산당의 박해자들과 서독 정부는 각각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웠기에 기이하게도 서로 협력하여 증거를 봉인하거나 파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불의를 기록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극적인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결국 반체제인사들은
성공했고, 연방의회는 슈타지 문서의 보존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BStU)를 설립하여 희생자들과
학자들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고, 그로써 비판적 기억을 뒷받침하는 기록문서의 토대를
구축했다.19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과 정치적으로 직면하는 일은 ‘조사위원회’로 결실을 맺었고, 위원회는
공산주의 독재의 허물을 벗겨내고자 했다. 의회 내에 설치된 이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정권의 역사와 결과 조사’에 전념했다. 정치인들과
증인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청문회에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구성을 논하여 거짓
해명을 폭로하고 대중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억압적 성격을 알리려 했다. 이들이 알렉산더 샬크-

18 K
 onrad H. Jarausc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90 (Frankfurt, 1995); Charles S. Maier, Dissolution : The
Crisis of Communism and the End of East Germany (Princeton, 1997).
19 J oachim Gauck, Die Stasi-Akten. Das unheimliche Erbe der DDR (Reinbec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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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을 다루는 과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는 과거사 해결을 주저했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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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트코프스키(Alexander Schalk-Golodkowksi)의 부정한 금전 거래 같은 비밀을 폭로하자,
텔레비전 토론의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보수적인 반공산주의자들과 정권의 희생자들은 동독
국가를 어둡게 묘사했고 후기공산주의(post-Communist) 지지자들은 전 정권의 이력을 사회적
혁신이라고 옹호했던 반면, 중도 성향의 논평가들은 인도적인 목적들과 비인도적인 정책들 사이의
여러 모순을 이해하려 했다. 결국, 연방의회는 대중 교육과 역사 연구를 수행할 재단을 만들었다.20
가해자를 처벌하고 희생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법적 노력은 나치즘 이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후에도 법치라는 제약 탓에 똑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는 한 독일민주공화국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가
외국인 간첩들은 서방국가의 탐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들은 심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 결과, 조사된 것은 수천 건에 달했지만 재판으로 이어진 것은 수백 건에 불과했고
선고가 내려진 사례는 수십 건뿐이었다. 슈타지 수장인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나 안보위원회
의장 크렌츠(Krenz)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 베를린장벽에서 탈출하려는 자들에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 병사들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쉬웠다. 희생자들은 압력단체를 조직하여 법률을 통한 복권과
보상으로 “불의를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약 20만 명이 과거에 받은 고통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받았지만, 100만 건이 넘는 재산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를 다루는 것은 더 어려운 일로
입증되었다.21 결과적으로 정의에 대한 희망은 컸지만 법적 절차라는 냉혹한 현실에 가로막혔고,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전면적인 비난과 서독의 이해 부족에 대한 분노는 오스탈기(Ostalgie)라는 향수 어린 반작용을
촉발했고, 이는 독일민주공화국을 과거의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과거에
당이나 군대,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자들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은
서독 지역 대중매체 때문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느꼈으며 후기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민주사회당(PDS)에
투표했다.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실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Stiftung) 주변에 모여 별개의 학문적 하위문화를 만들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했다. 대다수 동독인들은 이전에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했고, 이는 서독 물건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일련의 동독상점(Ostshop)이 친숙한 동독 상표를 되살렸고 새로운 시민들에게 단절을 뛰어넘는
지역적 연속성 의식을 제공했다. 기이하게도 많은 동독인들이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지 못했고, 독일민주공화국 시절의 결핍과 억압의 회상을 점차 그 시절의 따뜻한
연대에 대한 환상과 맞바꾸었다.22
과거의 공산주의와 타협하려는 예술적인 노력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시절의 삶을 좀 더

20 A
 ndrew Beattie, Playing Politics with History: The Bundestag Inquiries into East Germany (New York, 2008).
Cf. www.stiftung-aufarbeitung.de.
21 A
 . James McAdams, Judging the Past in Unified Germany (Cambridge, 2001).
22 D
 aphne Berdahl, “‘(N)Ostalgia’ for the Present: Memory, Longing, and East German Things,” Ethnos (1999), pp.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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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sel)의 『초넨킨더』(Zonenkinder ) 같은 자전적 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글은
통제를 받긴 했어도 안전했던 독일민주공화국 시절의 아동기에서 서구식 생활방식의 흥분과
불안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태양의 거리』(Sonnenallee )나 『굿바이 레닌』(Goodbye

Lenin)의 감독 같은 일부 작가들은 아이러니에 호소했다. 동독과 서독의 주장과 현실을 가벼운 필치로
대조하면서 두 체제의 양면성을 탐구한 것이다.23 『탑』(Der Turm)의 우베 텔캄프(Uwe Tellkamp) 같은
작가나 『타인의 삶』(The Lives of Others)의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Henkel von Donnersmark) 같은
감독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희생당한 자들의 고초를 묘사하기 위해 좀 더 극적인 목소리를 사용했고,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정권이 우정 어린 여름캠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크리스타 볼프(Crista
Wolf) 같은 지식인들은 때로 같은 글 안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이상의 옹호부터 억압적인 관행의 고발에
이르는 온갖 회상을 제공했다.24
독일민주공화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한지 한 세대 가까이 지났지만, 가혹한 비난과 공감적
이해 사이에서 학문적 논란은 여전히 미결인 상태이다. 안팎의 반대자들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을 소련군(Red Army)이 씨를 뿌린 잔인한 독재정권으로 해석한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이 반대자들은 독일인 망명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처음으로 개진한
전체주의 이론을 되살려 파시즘의 반민주적 성격과 공산주의를 동일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공산주의 이념을 보유한 지식인들은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사회주의라는 이상주의가 평등주의의
이상향으로서 진보적으로 추구되었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귀한 실험이
언제 실패했는지, 결국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영미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좀
더 온건한 학자들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식 통제의 확실한 독재적 면모와 상대적으로 정상적이었던
동독인들의 일상생활 사이의 긴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개념이
바로 ‘복지독재(welfare dictatorship)’이다.25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독일민주공화국을 다루는 박물관과 전시회의 기억전경(memory
landscape)의 균열에서도 보인다. 한편으로, 불법국가(Unrechtsstaat)를 겨냥한 비난은 호엔쇤하우젠
거리나 포츠담의 린덴슈트라세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전의 감옥들이 잔인한 억압의 기념관으로 바뀌어
희생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당한 끔찍한 고통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에서의 일상생활 경험은 슈프레 강가의 독일민주공화국박물관 같은 비정치적 재현이나
트라비 자동차를 타고 베를린을 구경하는 관광에 영감을 주었다. 베를린 의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려고 ‘분산된 베를린장벽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베르나우어
거리의 특별 기념관에 장벽의 흔적을 일부 보존하여 그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23 J ill E. Twark, Humor, Satire and Identity: Eastern German Literature in the 1990s (Berlin, 2007).
24 K
 laus Scherpe, “After the GDR? Restoring Literature’s Standing,” in Konrad H. Jarausch, ed., United Germany:
Debating Processes and Prospects (New York, 2013).
25 K
 onrad H. Jarausch, ed., Dictatorship as Experience: Towards a Socio-Cultural History of the GDR (New Yor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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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해석하여 과거의 안전과 새로운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야나 헨젤(J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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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찰리검문소(Checkpoint Charlie)의 미래이다. 그곳을 둘러싼 상업주의가
국제적인 냉전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맥락을 설명한다는 계획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민주공화국을 기념하려는 노력이 최종적으로 취할 형태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26

3. 상충하는 기억의 화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로서 반파시즘과 반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접근법의 발전은 복잡해졌다. 다행스럽게도 파시즘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패배로 사라졌지만, 세계적으로 우파 권위주의 정권들과 군사독재정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아래로부터 무너졌지만 좌파의 개발독재는 쿠바에서
북한까지, 경제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1930년대에 저항의 한 양태로 발전한 반파시즘은 지금도 좌파 이데올로기의 토대이며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극도로 혐오한다. 동시에, 반(反)공산주의라는 냉전시대의 잔영은 사회적 평준화와
모든 종류의 실험을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여전히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27 두 이데올로기가
연방공화국에서 충돌하는 만큼, 독일의 사례는 비판적 기억의 발전에 관한 세계적 논쟁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억체제(memory regime)의 영토적 분열은 역사적 자기비판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했다. 서유럽과 중부유럽은 주로 나치 점령의 잔인함을 기억하며, 네덜란드처럼 모든
고통의 책임을 독일인들에게 돌린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의 신화는 대규모 협력의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부의 복원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해방 후 그러한 협력자들은 숙청의 물결
속에 처벌되었다. 아주 서서히 미국의 로버트 팩스턴(Robert Paxton)이나 프랑스의 앙리 루소(Henri
Rousso) 같은 비판적 학자들이 프랑스인 대다수가 점령군에 협력했음을 지적하고 심지어 라발(Laval)
정부는 수만 명의 불운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몰살당하도록 넘겨주었음을 지적함으로써, ‘비시
신드롬(Vichy syndrome)’을 제거할 수 있었다.28 이처럼 홀로코스트 감수성이 강해지면서 인종주의적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로부터 홀로코스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인의
행동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으며, 홀로코스트가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야 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은 이를 상징적으로 재확인했다.29
이와 달리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잔학행위로 인한 고통의 회상이 기억 논쟁을 지배했으며,
현지 보조자들이 나치의 살인에 협력했던 일이 때로는 경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악행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동유럽 사람들의 상처는 좀 더 최근의 일인데다, 반파시즘의

26 M
 artin Sabrow, ed., Wohin treibt die DDR-Erinnerung? Dokumentation einer Debatte (Bonn, 2007); KlausDietmar Henke, ed., Die Mauer. Errichtung, Überwindung, Erinnerung (Munich, 2012).
27 F
 rancois Furet, The Passing of an Illusion: The Idea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1999).
28 R
 obert O. Paxton, Vichy France: Old Guard, New Order. 1940-1944 (New York, 1972); Henry Rousso, The
Vichy Syndrome: History and Memory in France since 1944 (Cambridge, MA, 1991).
29 S
 tockholm declaration https://www.holocausttaskforce.org/about-the-itf/stockholm-decla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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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려는 노력도 러시아의 범죄에 대한 지적을 수반한다. 이러한 노력은 1932년에서 1933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Holodomor) 도중에 발생한 대량 아사와 1956년 헝가리의 독립 열망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다. 후자는 부다페스트의 박물관인 ‘공포의 집(House of
Terror)’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애국적인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대다수는 기념관 주변에
모인 용기 있는 민주주의 활동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스탈린주의의 범죄를 강하게 부정하며
‘대조국전쟁’에서 파시스트 침략자들에게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유럽의 ‘피의 땅’에서 소련이 저지른 살인은 나치의 잔인한 학살 못지않았다.30
독일의 사례는 여러 점에서 독특하다. 홀로코스트와 스탈린주의 범죄에 관한 논쟁이 중복되어
예외적으로 비판적인 기억 문화가 싹텄기 때문이다. 난징 대학살을 경시하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파시즘에 저항했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과 비교할 때, 독일은 국내외의 압력
때문에 홀로코스트의 주된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추한 과거에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31 이 메커니즘의
최근 사례는 강제노역의 보상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그 결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재단을 설립하여
생존자들에게 수십 억 유로를 지불했다. 또한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 희생된
수만 명을 위한 물질적 지원 및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는 독일인들로 하여금 공산당이 저지른 범죄의
유산을 직시하게끔 했다. 그리하여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시민들을 통합하라는 국내의 압력은 스탈린
체제의 억압에 관한 열띤 논쟁을 촉발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 두 가지 기억 간의 관계를 다루도록
강요된 것이다.
파시스트 기억과 공산당 기억 사이의 경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두 독재정권이 실행한 억압이
어떠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매우 놀랍게도 나치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부헨발트와
작센하우젠(Sachsenhausen)의 강제수용소나 바우첸(Bautzen)이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할레(Halle)에 있는 기존 감옥 같은 동일한 장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을 감금했다. 그 결과, 두
개 집단의 희생자들이 같은 장소에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고난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역설적이게도 검사와
정보원에 의한 박해 유형과 수용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외부인들의 무관심은 두 정권에서 상당히
유사했다. 게다가 나치 시절에 투옥되었던 일부 공산당원들은 이후 나치 간수들이 수감되었을 때
경비원이 되어 있었다.32 이 유사점은 반파시즘과 반공산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양자의 실제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30 C
 laus Leggewie, Der Kampf um die europ ische Erinnerung. Ein Schlachtfeld wird besichtigt (Munich, 2011).
Cf. Konrad H. Jarausch and Thomas Lindenberger, eds., Conflicted Memories: Europeanizing Contemporary
Histories (New York, 2007).
31 R
 ichard J. B. Bosworth, Explaining Auschwitz and Hiroshima: History Writing and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1993); Ian Buruma,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New York, 1994).
32 G
 abriele Schnell, Das Lindenhotel. Berichte aus dem Potsdamer Geheimdienstgefӓngnis (Berlin, 2012), rev. ed.
Cf. Heike Roh, “Ӧffentliche Anhörung zum Konzept und zur Trӓgerschaft der Gedenkstӓtte Lindenstraße am 7.
Juni 2012 in Potsdam” (Potsda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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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설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나치 독재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 모두 서구적 형태의
근대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정권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 전체주의 이론이 부활하여 카를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의 정치학적 기준에서
본 일당독재의 구조적 유사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그러한 접근방식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싸우기도 했고, 나치의 인종주의적 민족 말살과 사회주의통일당의 기아와
노동을 통한 계급기반 살인처럼 상이한 범죄를 저질렀던 적대적 정권들을 동일시할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재빨리 지적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독재정권을 독재비교(Diktaturvergleich)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데 나섰다. 그 목적은 두 독재정권이 어느 점에서 유사하고 어느 점에서 크게
다른지를 확증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또한 상호 학습에도 더 많이 주목했다. 나치의 대량학살은
소련의 범죄를 모방했고, 소련의 억압은 나치의 기술을 흉내 냈다는 것이다.33 이 두 가지 기억은
상대를 무시하는 대신 상호 교착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홀로코스트와 공산당의 범죄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관한 비생산적인 설교는 집단학살에 대한
비교연구에 한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의 유대인 생존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 대량학살 사이의
유사점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학살(genocide)’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1948년
협약에서 “종족, 인종, 종교, 민족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금지했다.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부터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의 범죄를 거쳐 르완다의 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량학살의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통계상의 비교는, 정의상의 어려움과 경험적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파시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한 대량학살의 크기와 형태가 전반적으로 같은 규모였음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례의 원인과 과정, 귀결을 조사하기 위한
비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34
억압과 민족청소, 집단학살에 관한 논쟁은 과거의 범죄를 대하는 비판적 접근방법을 전 지구적인
문명의 기준으로 확립했다. 홀로코스트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은, 이란의 지속적인 거부가
보여주는, 범죄의 용인과 민주적 통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대인과 슬라브인 대량학살의 현실 부정을 극복하고 홀로코스트가 유럽 공통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토대가 될 수 있기까지는 학문적 연구와 신문기사의 폭로가 결합되어야 했다. 공산당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적 저항은 훨씬 더 강력했지만 여기에서도 대규모
위법의 현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소련군이 폴란드 장교들을 집단 학살한 장소인 카틴(Katyn)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와 폴란드 지도자들의 상징적인 회합은 서로 이웃인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35 그렇게 고무적인 사례가 다른 군사독재나 좌파 독재 정권들로 확산되어,

33 C
 olin Ross,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DR (London,
2002).
34 B
 en Kiernan, Blood and Soil: A World History of Genocide from Sparta to Darfur (New Haven, 2007).
35 N
 orman Naimark, Stalin’s Genocides (Princeton, 2010); Eric Weitz,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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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학자들은 실제 사실을 확인하고 타협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인들의 폭로성 회고록은 대부분 수천 부씩 팔려도 극도로 이기적이어서
보통은 밝히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더 많다. 마찬가지로, 떠들썩하게 발표된 폭로성 기사들도
현명한 판단을 제공하기보다는 충격적인 폭로로 과거를 추문에 휩싸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그 비판적 방법과 자기반성적 초연함에 힘입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여 잘못 알려진 당파적 신화를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초국적
논의는 내부의 비판자들을 지원하고 국수주의적 해석을 초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36
브라운슈바이크의 게오르크 에커트 연구소(Georg Eckert Institut)가 지원하는 국제적인 교과서
회의들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바, 그곳에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자신의 해석의 차이를 좁히려
했다.37 이러한 노력은 이미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서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도 틀에 박힌
적대관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4. 카타르시스로서의 정리(Aufarbeitung)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과거를 매듭지으려면 그 공포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규정하기 힘든 이 용어는 단순하게는 불쾌한 유머에서 비롯된
‘피의 정화’를 시사한다. 지금의 이슈와 관련되는 것은 정화라는 내포적 의미로서, 그것은 그리스
비극에서 두려움과 연민의 표출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리 참여를 통한 관객의 ‘지적
명료화(intellectual clarification)’라는 다른 의미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같은
심리치료사들은 통제된 감정 표출을 통해 충격적인 경험을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 개념을
선택했다. 최근의 어느 심리학 개설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겨있다. “카타르시스는 감정적으로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어 사람의 삶에서 정서적 문제나 신체적 문제, 관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트라우마적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나 온전하게) 재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38 역사가들은
억압이나 대량학살의 범죄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지적으로 명쾌히 밝힘으로써 해로운 감정들을
억제하는 심리치료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스탈린의 범죄 같은 사례들은, 과거를 매듭지으려는 시도에는 여러 가지
연속적인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을 치료할 때처럼, 생존자들이 경험한

Nation (Princeton, 2003).
36 K
 onrad H. Jarausch and Martin Sabrow, eds., Verletztes Gedӓchtnis: Erinnerungskultur und Zeitgeschichte im
Konflikt (Frankfurt, 2002), pp. 9-73.
37 U
 rsula A. J. Becher, 25 Jahre Georg Eckert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 forschung in Braunschweig
(Hannover, 2000).
38 D
 onald Keesey, “On Some Recent Interpretations of Catharsis,” The Classical World, Vol. 72, No.4 (Dec. 1978Jan. 1979), pp. 193-205; Esta Powell, “Catharsis in Psychology and Beyond: A Historic Overview” http://
primal;-page.com/catha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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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이나 집단학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먼저 침묵의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중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중의 불신은 과거의 참사에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면하여 난처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방관자들 사이에서 장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극복되어야 한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백을 두려워한다. 그러한 무관심에
직면한 희생자들은 돌이켜보면 믿기 어렵긴 하지만 자신들의 꿈을 짓밟은 잔학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알리기 위해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39 그러므로
비록 과거의 잘못을 결코 완전히 바로잡지 못하겠지만 대중에게 범죄의 실상을 납득시켜서 자신들이
당한 고초에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어내려는 희생자들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되면
잘못을 완전히 시정할 수는 없어도 처벌과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기억의 형성을 위해서는 목격담의 공유와 상이한 증언들의 대조, 상충하는 주장들의
검증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참혹한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생존자의 죄책감에 대처할 수 있지만,
기억은 모리스 홀바크스(Maurice Halbwachs)가 지적했듯이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스필버그의
회견은 상이한 경험을 듣고 다양한 설명을 비교함으로써 고통의 실제 면모가 부각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산산이 조각난 과거』(Shattered Past)에서 주장했듯이, 그러한 교류는 실향민 또는
독일 추방자 집단들로 하여금 인정과 배상 요구의 토대로서 박해의 서사를 표준화하는 집단적 회상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상이한 이해관계가 후원하는 상충하는 해석들이 공적 논의에서 표출되는 것은
기억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대중매체와 학교에서 어떠한
역사적 해석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40 정부의 힘에 따른 위로부터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열띤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다원주의적 기억을 발전시키는
필수요소이다.
상호 이해를 촉진하려면 그러한 공적 기억이 논쟁적 사건들의 진실 발견을 통해 선전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발칸전쟁에서 나토는 밀로세비치가
침략자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세르비아인을 서방의 음모의 희생양으로 묘사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극의 비극적인 전모는 탐사 저널리즘과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감금된 남자들과 소년들을 보호하기를 거부한 푸른색 헬멧을 쓴 자국 평화유지군의
비겁함을 축소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세르비아 정부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공화국의 그
분파는 8천 명의 남자를 대량 학살한 것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최대의 학살임은 틀림없지만, 보스니아인들은 이를 과장하려 했다.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와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c) 같은 가해자들이 저지른 박해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사한 대량학살의 죄를 물어 크로아티아 안테 고토비나(Ante Gotovina)

39 S
 teven Spielberg, The Last Days: Steven Spielberg and Survivors of the Shoah Visual History Foundation (New
York, 1999).
40 K
 onrad H. Jarausch and Michael Geyer, Shattered Past: Reconstructing German Histories (Princet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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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을 자세히 조사할 책임은 학자들에게 있다.
추악한 과거에 대면할 때 마지막 어려운 과제는 좀 더 건설적인 미래의 토대로서 용서를 촉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와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의 영감을 받아 세워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백인 우월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남긴 뿌리 깊은
증오를 극복하는 데 유용했음이 입증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 자행한 범죄들에 관한 개인적인 위로와 집단적인 각성이었다. 비판자들은
불의에는 법적 시정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과거에 일어난 범죄를 완전히 드러낸
것만으로도 무엇이 내부의 조화와 외부적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42 그래서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공산주의 시절의 문서를 공개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홀로코스트의 어둠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주장했다.
“일어났던 일은 일종의 경고이다. 그것을 잊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지식 속에서만 예방될 수
있다.”43

41 Isabelle Delpla, Xavier Bougarel, Jean-Louis Fournel, eds., Investigating Srebrenica: Institutions, Facts,
Responsibilities (New York, 2012).
42 P
 riscilla B. Hayner, Unspeakable Truths: Facing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New York, 2001).
43 K
 arl Jaspers,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New York,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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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을 기소했을 때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41 이러한 사례들에서 다양한 주장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