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3가지 제안, 즉 ‘드레스덴 선언’을 하였을 당시 드레스덴 공대의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이 기사는 

독일 전역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번 2016년 드레스덴 시와 

드레스덴 미협이 주체가 되어 열린 드레스덴 아트페어는 

‘한국’을 주제로 내세웠다. 독일 통일의 전문가들과 드레스덴 

시장, 작센안할트주의 문화부 장관과 정치인들 그리고 미술계의 

주요 인물들을 초청하여 남북한 예술과 분단을 주제로 대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중 3번째 

사항인 “예술과 문화 사업을 통하여 분단국의 이질감 극복을 

위해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대담회 진행을 맡은 유어겐 카일 박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괴테문화원 원장을 지내는 동안 북한을 

20여 차례 방문하였으며, 북한 사회와 예술의 특성이 동독 

시절의 분단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개회사로 청중에게 

남북한 미술과 동서독 미술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 드레스덴 공과대학 부학장이며 사회학 교수인 레베어크 

교수는 동서독 분단체제하에 진행된 예술을 통한 ‘대리전쟁’ 

현상에도 두 나라 예술가들이 체제에 반대하는 저항 미술로써 

통일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질감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진 박사는 

이러한 동서독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남북한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동독 출신 작가 차브카는 동독체제에서 금지시되었던 

마지막 ‘다다이스트’로 자신을 소개하며 통일 이전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앙 중심의 엄격한 통제로 작가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수많은 동독의 작가가 

이 억압에 대항하여 저항예술을 펼쳐왔음을 본인의 체험담을 

통해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 쿤스트페어라인64 

대표는 북한 작가들에게는 동독에서 주어졌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으며, 남한에서는 이러한 실상과 

북한 미술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광 대표는 북한 예술의 정체성을 청중에게 

설명하고, 프로파간다의 목적 아래 작업하는 북한 작가들과의 

소통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민중미술과 동서독 

미술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서양미술, 특히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남한의 민중미술은 그 역사가 짧고, 

마르쿠스 뤼퍼츠, 바젤리츠, 펭크, 안젤름 키퍼 등 독일의 

저항 미술가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반면, 남한 내에서 

그 지도적 역할과 예술가의 본질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모자란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미술의 전통성 회복이야말로 오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전통과의 맥을 다시 잇는 길이며, 

남북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민중미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남한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쿤스트페어라인64의 

북한 관련 프로젝트 <반+반=한국(Halb+Halb=Korea)>을 

소개하였다. 남북한, 독일 작가들이 베를린에 모여 한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할 예정이며, 독일 작가로는 

동독작가들로 섭외 중이다. 이러한 작은 문화의 통일이 특히 

베를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은 이러하다. 베를린은 한 

도시 안에서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며, 두 체제 

아래 이질감의 극복을 위해 예술가들이 치열하게 정체성을 

탐구하고 대리전쟁을 치러내는 저항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타국의 통일과 평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데 

대하여 독일 정부와 청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대담회를 

마쳤다. 청중은 한 시간 반을 넘기는 대담회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했다. 그들의 호응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남북 예술의 

교류가 독일의 경우처럼 ‘대리전쟁’이라는 예술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으며, 예술가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평화에 기여하고, 사회 내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광 쿤스트페어라인6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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