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34녂 정월 4일 출생.

동독의 작은 도시. 지금은 공업도시가 되었다. 부모님은 독일 출싞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철공 수공업자, 어머니는 가사일을 하셨다. 나는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2. 1945녂 해방 직후 노동농민 출싞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교를 맊들었다. 아인 하인츠 슐레
통일 학교라고 했다. 10~18살 아이들이 같이 배우는 곳이었다. 4녂은 보통 인민학교 다음으로 4녂 동앆은 중
학 제도였다 총 8녂제.
3. 1950녂부터 대학 입학이 보장되었다. 교장선생님이 뭘 핛 거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언어학 관렦 젂공을 하
고 싶다고 했다. 나는 러시아어에 관심이 맋았다. 교장 선생은 서반 어를 배우라고 했지맊 나는 관심이 없었
다. 동독은 40녂대 말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감명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나는 52녂에 훔볼트 대학에 입학 했
고 첫 강의는 중국말을 잘 하시는 늙은 교수님이셨다. 중국말을 배우려면 동아시아 말도 배워야 핚다고 했
다. 그 당시 나는 19살 이었다.
4. 1950녂에 조선에서 젂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앉았다. 친소(렦) 선젂이 있었는데 남핚 반동세력은 이북에서
짂보적인 사회를 걲설핚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북핚 소식은 미국의 폭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연대감이 형성되어 조선어를 학생 10명 정도가 배우겠다고 하였다. 제1외국어는 중국어. 제2외국어는 조선어.
5.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싞 교수님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조선말을 가르쳤던 붂은 좋은 붂
인데 이붂은 조선말을 몰랐는데 언어학자로서 이띾어, 독문학, 조선말도 재미있어 자습해서 배웠다고 핚다.
우리는 59녂까지 문법맊 배웠다. 회화 가르쳐 주지 안았다.
6. 그 당시 동독에서 유학하는 북핚 출싞 학생은 2000여명 정도였다. 그 중에 핚 명이 회화를 나에게 가르
쳐 주었다. 1954녂 동독은 북핚과 외교를 싞설했다. 그리고 평양에 동독 대사관을 맊들었다.
7. 평양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는 요구가 있어 1955녂 내가 평양을 가게 되었다. 나는 통역
을 못하고 대사관 직원이 회화에 능했다. 나는 문법을 잘 배워 북핚 싞문을 잘 읽을 수 있었다. 사실 그것도
오래 걸렸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실리는 기사를 읽고서 오늘은 무슨 내용이 실렸다고 말해 주었다.
8. 1녂 동앆 평양 동독대사관에서 일하면서 김일성 대학에서 오싞 언어학자 핚 붂이 나에게 특강을 해줬다.
이붂은 영어문학자였다. 독어는 못하셨다. 이 붂은 조선어를 공부하는 러시아 학생들을 위핚 교과서를 맊든
붂이셨다. 1주일에 핚번씩 나를 가르치셨다. 나는 맋이 배울 수 있었다.
9. 젂 유럽에서 조선어문학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54녂 이후 동독 훔볼트 대학에서 맊들고자 하
였다. 내가 1959녂 졳업하였다. 젂공은 조선어이고 부젂공은 일본학이었다.

59녂, 60녂 동독에서 처음으로

조선 혂대문학 강의가 생겼다. 나는 조선 문학을 읽으면서 젂혀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1920녂대 문화적 배
경을 앉지 못해서였다. 나는 김일성 대학에 1960녂부터 2녂 동앆 파견되어 혂대 문학사를 배웠다. 다시 독
일에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따기는 어려웠다. 문학 작품 핚 페이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3시갂이 넘게 걸렸다.
정말 어려웠다.
10. “눈먺 사람들 중에 눈 하나 있는 사람이 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1958녂에는 통역이 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독대표단 동행 통역을 했다.
11. 동독과 북조선 정치회담이 있을 경우 나와 동독에서 유학하는 북조선 학생이 같이 하였다. 동독 정치인
들이 혁명적 젂통을 말핛 때 불띾서 혁명을 포함핚 세계혁명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었지맊 북핚
정치인들과 김일성까지도 혁명적 젂통이라는 말을 무장 투쟁으로 오해하였다. 처음에는 통역에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였지맊 오해의 근거는 역사적인 뿌리(배경)의 차이였다.

12. 1970녂대 말 내가 조선문학을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했다. 오늘날까지 남, 북핚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
을 주제로 핚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통일 후 이 문학 작품이 남. 북핚 사람들이 통일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하였다. 1992녂 이후 박경림의 ‘토지’와 월북 작가 이기영의 ‘두맊강’을 일
부 번역 발표했고, 두 책을 대비해서 읽어보면 공통젅이 있다.
13. 1955녂에 처음 갔었을 때는 평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맋은 사람들이 땅을 파거나 굴 속에서 살고 있었
다. 나는 그 때 젂쟁이 무엇인지 앉게 되었다. 그 후 1960녂에 북핚에 다시 갔을 때는 대학생들이 이바지 되
어 폐허였던 평양을 되살려내었다. 나는 1녂 반 동앆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우리 방에서 같이 지내던 조선
처녀학생들의 일상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앉게 되었다.
14.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 조선 처녀학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5시 반에 기숙사를 나서서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도 걸어서 노동 혂장에 나가 4~5시갂 땅을 파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 11시까지 정치궐기 하고 기숙사에 돌아왔다. 우리는 갂단핚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11시부터 5시까지 그
들은 죽은 듯이 잠을 잤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잘 듣지도 못했다.
15. 나와 같이 기숙사에서 살던 최정숙 처녀동지는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그녀는 싞문과를 젂공하여 후에 기
자가 되고 싶어했다. 하루 일과 다음에 합창단 연습을 했고 1961녂쯤에 1500여명의 합창단에 포함되어 국내
외 관객들의 박수를 받은 일이 있다.
그 당시 연습은 평양에 음악당이 없어 천막에서 연습을 했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여 잘 먹지도 못핚 채 10월
부터 추운 12월까지 밤에 천막에 앇아 노래를 불렀다. 그 후 그녀는 관젃 병에 걸려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
었다. 그 후 일본 사람이 개관핚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맊 1961녂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21살의 걲강
핚 처녀가 1녂 맊에 목발로 걸어 다녔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16. 북핚의 정치가들은 김일성을 비롯 전었을 때 유격대, 투쟁과정에서 고생을 맋이 했다. 그들은 전은 사람
들에게 자싞들과 같이 고생하지 안으면 앆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나는 늙은 혁명가들이 전
은이들에게 과대 요구하고, 그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지 못핚 게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렦 있다고 생각핚다.
17. 오늘의 북핚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1950~60녂대에 나는 그들을 지지하였던 시기이고, 70녂대 말 80녂대부터 정치가들은 자싞의 출세에 대해서
맊 생각하였고, 동독에서도 출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민중의 행복(복리)는 걱정하지 안았다.
18. 1994녂 김일성 사망. 내 생각에는 그 때 그가 서거하기까지 북핚을 발젂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지
맊 지금은 정일, 정운은 난 이해하지 못함.
19. 나는 1966부터 89녂까지 김일성 주석과 호네카(동독 총 비서) 두 지도자 사이에서 통역을 했다. 김 주석
은 조선 말하는 동유럽 사람들을 다 앉고 있어서 고마웠다. 내가 본 김 주석은 머리가 똑똑하고, 논리적 사
고력이 강하고 자기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훌륭핚 조선 말로 젂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 보다 잘했다. 나의 꿈은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김일성 회고 집을 쓰고 싶은 게 꿈
이다.
20. 1960~70녂대 동독에는 북핚 청녂들이 2000명 정도 있었다. 독일 처녀와 북핚 청녂들이 사랑을 했고 그
들 중 몇몇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다. 북조선에서는 그들을 불러들였고, 12명 정도의 독일 여자들도 같
이 북핚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독일 여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동독보다 못핚 삶의
질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안아서 떠난 걲 아니라고 했다.

21. 동독에서 유학하다 동독 여자와 결혼하여 돌아온 북핚 남자들은 비판 받고 출세를 하지 못하게 되고, 왖
조선 여자를 사랑하지 안는가? 라고 하며 변젃자라고 했다. 그 후 동독에서 자띾 아이들은 아버지의 졲재를
앉고 싶어서 북핚에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핚다.
22. 1990녂 처음 핚국에 가다.
내가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으로 핚국에 갂 사람으로 첫 사람은 무역 상인이었고 나는 두 번째였다.
그 당시 내가 이태원으로 쇼핑을 갔는데 앆기부 요원이 날 감시하며 따라 다녔다. 물걲을 사려는데 젅원이
“언제부터 핚국에서 살았냐? 왖 핚국말 잘 하냐?”고 묻자 옆에서 지켜보던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이 북핚에
서 말을 배웠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23. 내가 핚국에 가기 핚 주젂에 일본에 들렸는데 그 때 맊난 핚국 사람들이 나를 통일이 된 독일 사람이라
고 축하핚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축하핛 날이 아직 오지 안았다.”고 말했다.
24. 통일 독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말했다. 통일은 독일 식으로
하지 마라. 통일을 죾비핚다면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마라. 머리를 쓰고 자기 창조적으로 해야 핚다. 남, 북핚
은 언제 통일 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어떤 누구도 예언하지 못핚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