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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Gil Chung
On the publication ofMEGA (Marx-Engels: Gesamtau.\gahe) IV/3 in December 1998 ,
German newspapers carried the story, announcing the new start for the MEGA publication
after five years’ pause. This essay exanúnes the historicaI context and meaning of the
publication
The publication of MEGA IVI3 meant, among others, the publication of MEGA wiU
be guided and undertaken by the new editorial staff and a new institution, i e ， κ1E S
(Intemationale Maα-EngeIs-Stiftung). Since the be훤ming of 1970s, the lnstitute ofM없X1sm
Leninism (1M니 of East Germany and Soviet Union had undertook the publication of the
MEGA until the faI l ofBerlin WaI l and changes in the So피et Union made it diffiαIt for those
lnstitutes to continue the enterprise of MEGA-publication. ln cooperation with both IML of
Berlin and Moscow, the IntemationaI Institute of Social 댄story (I1SG) ofthe Netherlands and
KarI -Marx-Haus (Kt.뻐) of former West Germany established the IMES in October 1990. At
the time, it was agreed that the histori caI and criticaI version of the MEGA was necessary and
Marx and EngeIs would be studied as one of c1assic tlùnkers, rather than an originator of
soci aI ism T1ù s meant that the publication of the κ1EGA will be guided by acadeRÚc concerns
(Akademisierung, Entpolitisierung) and its works and costs will be shared in the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 (Internationalisierung)
The agreernent implied a tumaround in the study of Marx and Engels. Publislùng the
works ofMarx and Engels aIways involved deep parti앓n concerns. Sometimes, some excerpts
were emphasized and other times ab꺼dged versions were distributed. Some restrictions on the
publication were imposed or the publication of texts was influenced by politicaI ly biased
introductions, notes or indexes. Even the new MEGA published since 1975, wlùch was
considered the most objective versio n, was not free from such parti앓n 찌~ws.
The Th표 S which took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ation of MEGA signified another
change. The publication ofMEGA, hitherto, had been guided by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East German SociaIist P따ty (SED) and lot of experienced researchers were in East Germany
and So찌et Union As a result, westem scholars could not p따ticipate in the publication
However. the Th‘ES was not on the sound financi aI basis at the time of its creation. As
East Germany and Soviet Union fell ap때， the ThιES had to secur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ources to support the former researchers in East Germany 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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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committee agreed to the major principles, they could not publish 외l
materials and they had to make guidelines to select the more important from less important
materials. To make selection, four sub잉o ntßÙttees were forrned on four different divisio ns(4
Abteilungen of the MEGA) They worked together to reduce the number of volumes to be
published from 170 to 114
The editorial guidelines, approved in September 1995 , are as follows The publication
wi l\ be continu어 under the financial supports of international research foundations and it will
go beyond the partisan concerns The reduction 띠 11 not be made for the sake of reduction
The reduction will be 파떠ted Iargeiy to overtaps in different divisions.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pl an, the first division, which deals with published works ,
arti이es and manuscripts, will be reduced from 33 to 32 volumes. The second division , which
deals with Das Kapital and reiated preparatory manuscripts, wi l\ be reduced from 16 to 15
volumes, though the number ofbooks wi l\ be the same 24. The third divisio n, which deals with
correspondences, wiU be reduced from 45 to 35 volumes. The m헤or reduction here comes
from removal of miscellan∞us received letters, the letters in the insignificant periods and
related doωments. Carrying a new letter after the previous one, rather than starting a new
page for a new I앙ter al50 has the effect of reducing spa∞s about 20 percent. The fourth
divisio n, which deals with the excerpts and memos , wiU be reduced from 40 to 31 volumes
For the chronicles and summaries scrappcd from newspapers and other's books, a brief
description will be 링ven 뻐d remarks on the ntargins will be replaced by an annotated list of
booksown혀 by Marx and Engels
We have 똥en that the resumption of the MEGA was possible due to the reduction
under the different political circumstances. However, the editorial p띠lciples and ∞ mposition
of each division were made after a fo따 years' open di없Jssion 뻐d transparent prOGedures and
they 빼 I set a precedent for other publication of collected works.
Now, we can understand why the German press and scholars paid 50 much attention to
the publication of MEGA IVI3 in Decernber 1998. lt was published after five y'앓rs’ pause
since the 47th volume of the MEGA and it was the outcome of strenuous efforts under the
id∞logically transforrned political circumstances. It was edited by the new editorial principles
and a format. ln additio n, MEGA rvl3 was published by Akadernie Verlag, not by the Dietz
Verlag, which published previous volumes and had a c10se relation

새로이 출발하는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속간
-신 MEGA IV/3( 마르크스. 발훼 노트와 메모;
1844년 여름부터 1847 년초까지)의 발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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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18일자 독일의 일간 신문들은 일제히 『마르크스 · 앵겔
스 전집 Marx-EI핑eL~-α'!St/lnlmαgabe: MEGAJ 의 속간을 얄리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기사는 우선 국제 마르크스 · 엣겔스 재단(I nter
n ‘ Hionale Marx-Engels-Stiftung: IMES) 이 5년 동안의 휴지 기간을 지낸

뒤 마침내 48번째의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J 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발간된 이 『전집』의 제 W부 제3권이 이전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마르크
스 · 앵겔스 전집』의 발행권자인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 이 전
집이 종래와는 달리 출판사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새로운

편찬 지침에 따라 편집되었기에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은 이제 새로
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Prof. Moon-G il Chung: CoH뺑:e of P이 i따외 Science & Ec onomics, Korea University,
SeouI13 6- 701 , Korea
e- mail: m f'('hun ..(@kll('('nx.korea. lI c.kr

하루에도 이러저러한 전집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책들이 출판되

는 상황하에서 기껏 5년의 중단 뒤에 속간된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J
정문길/새로이 출발하는 r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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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판에 대해 독일의 언론들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의정서를 작성 · 서명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에

일까? 더욱이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가 볼락한 지 이미 10년의 세월

는 4 개 해당 기관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재단을 설립 11 월 최초의 이

이 지난 마당에 이들 공산주의 이론의 교조인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전

사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11

집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그설립 과정에서 ..칼 마르크스와프

그리고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발간을 주관하는 국제 마르크스 ·

리드라히 앵겔스의 사상이 갖는 학술(과학)사적 중요성과 역사적 유효

앵겔스재단이 이 전집 중의 한권 (MEGAW/3: 마르크스의 발쉐 노트와

성”을 인정하기에 그들 저작의 “역사적 · 비판적 판본 hlstOrisch

메모 1844년 여름부터 1847년초까지)이 출판되는 시점을 계기로 하여

kritische Au행ahe 을 간행하는 것이 국제적 연구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

이를 기념하는 모임을 베를린의 과학아카데미(I3 erlin-Branden

되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

burgische Akade ffi1 e der Wissenschaftεn: BI3AW) 에서 개최하게 된 이

나 그들은 마르크스와 앵 겔스를 더 이상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나

유는무엇일까?우리는이러한물음에 대한해답을얻기 위해 잠시 베

고전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서양 사상사에서의 고전적 사상가 중의 한

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던 1989년 11 월 이후의 『마르크스 · 앵겔스 전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함으로써. 기왕에 발간된 7마르크스 · 앵

집』의 운명을 되돌아볼 필요F 있다고 하겠다.

겔스 전집』의 학술화 Ak.ademisienmg， 혹은 탈정치화 Elltpolitisiem’핑와
국제화 bztenzatiollαlisient’쟁를 모토로 내세웠던 것이다.긴

n

사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저작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언제나 심각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동독정권의 위기는 1970년대 이래 동독의 사

한 당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저작은 때에 따라 집중

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 \a nd: SED) 산하의

적으로 대량 반포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축약된 발쉐본만이 유통

마르크스-레 닌 주의 연 구소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반포나 인용을 의도적으로 제약하기도 했

IMUBerlin) 와 소련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연

다” 그런가 하면 개개 저작에 대히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

구소(IMUMoskau) 가 공동으로 발간해오던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

거나 서론. 주석. 그리고 인명 색인 등을 비롯하여 특정 용어나 사건，

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동

1) 국제 마르크스

앵젠스 재딘의 초기 성링 과정에 대한 상에한 설영은 다음을 보랴. 정
문길마완의 꿈마르크스 앵겔스 전집j 출판'J. 문학과사회‘ 1991 년 여릎 가

독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IMUB) 는 네덜란드의 국제사회사연구

을호. 정문길 i 마르크스의 사상 형성과 초기 저작- 독일 이데올로기」와 r마르크

소(Intemationales Institut für So zialgeschichte, Arπ terdam: IISG) 와 독일

의 칼 마르크스 하우스 (Karl-Marx-Haus， T따r: KMH) 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3 개 기관은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
의연구소와 더불어 1990년 1 월 이래 암스테르담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급격히 변화된 상황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을
속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결과 1990년 5월에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H)6

스 앵첸스 전심』 언구J. 문학과지성사‘)<)1. pp ‘2~-5:;.
2)

.Il1 rgen I{()j.l hll.

'1> 1e 1‘()l1 ll1 hrllllg dl'r \1‘l f"\:-Engd、-Gc、I IllU lI、ιII X' ‘11、 mtl'mallOn‘11l'、

l’ rojl' kl:' Jlhrhllch der 1 1I~1()1I、이 Il'n 1“lIXhlll빙 111 d l' r BlI lllk',rl' pllhhk
Ikncht 、|‘Ihr.

Dt:lI bchland ‘

1')')(,. IIr~g 、 011 d l' r Arhl' il l' rμemCl l1、‘ l!.I ft :ltl 、、t' run l\ cr、 Itaref

1 \1셔 on 、l h l' r FOI ‘ hllnμ、이 nrichlllngl' n 111 d l' r B lI nd l'、 rl' pllhlik !kut、이 1-

‘

I.lIld(\1 1I nch l' n: 1 Oldl' nlx)lI r.μ Verl‘ Ig.

!<JJ7)‘

~ 17 ‘

5) 진자의 경우에는 r공산당 선언」이나 r자본론」이. 후자의 경우에는 r경제학 철학 초
고」 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정문길/새로이 출발하는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 J 의 속간

H'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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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의 해석에 있어서 당파적 입장을 강화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점에

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당파성으로부터의 해방

있어서는 지금까지 발간된 전집으로서는 가장 객관적이란 평가를 받

은 바로 학술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도 하겠다.

는 1975 년 이래의 신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그런가 하면 선 MEGA 의 출판은 기본적으로 소련괴 동독의 지배 정

었다 1975년에 출판된 선 MEGA 의 제I부 제 1 권에 게재된 전집 전체에

당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동독의 지배 정당인 사회주의통일당의 재

대한 서문에는 “마르크스레년주의의 제이론이 사회 생활에서 점증하

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신 MEGA 의 편찬은 동독과 소련의 방대한 연

는 의미를 획득하고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 로서 마르크스와 앵 겔

구 인력을 동원하여 수행되었으며. 그들이 이용하는 전집의 소재는 암

스의 .역사적 성취의 위대성. 이 더욱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오늘날에 있

스테르담의 사회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마르크스

어서 이런 종류의 전집은 학술적으로나 ‘혁명적 실천’을 위한 .절박한

(전체의 2/3에 해당)와 소련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서간문을

필요에 상응한다"4)는 표현이 이러한 정치화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포함한 또 다른 유고(전체의 나머지 1/3에 해당)였다‘ 따라서 1990년 이

그리고 인명 색인에 자주 나타나는 “투쟁의 동반자 Kam때찌hl1er" 나

전까지 신 MEGA 편찬팀이 이용한 국제적 유대 관계란 필요한 경우 암

"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 kleinhiirgerischer Demokra t"

..반동주의 자

스테르담의 국제사회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Reaktionäre .. 등의 표현은 지극히 당연한 주석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유고 오리지널을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의 향유와 편찬 지침이나 편찬된

볼때 우리는 1990년 이전의 신 MEGA 가높은수준의 판본으로서 서구

텍스트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코벤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불과

의 학문적 요구에 조응한다는 헨리허의 평 7P’를 수용할 수 있지만. 서

했다 그리고 서방의 학자들도 동구권의 전집 편찬에 적극적으로 관여

문 V01U'OI1， 서론 Ejn~αf/ung 과 아파라트 AαJara/ (부속서)에 수록된 텍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가만히 앉아서 발행된 전집의 성과를 향

스트의 형성사， 편찬사 그리고 각종 주석과 색인 등에서는 레닌을 중

유하기만 하는 무임 승차자Jræ-ri‘der의 입장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

섬으로 하여 마르고스와 앵겔스를 성인전(聖시필)의 주인공으로 해석

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유고의 2/3를 소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사연구

하려는 당파적 경향성을 목격하게 된다 6) 그리고 그들의 이 같은 당파

소가 인적 · 물적 자원의 제약 때문에 동구권 학자들에게 유고 오랴지

성은 서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수용해 않는 비학술적

널의 열람을 허용하는 선에서 국제적 협력의 한계를 정한 것은 바로

-1) '-Vo l>\ on zur (;<-~I Ill(all、μ:IIX': 1110，.:\"-/:"11，μ et、 ~，(""llIIltI/~'\~lI/](' . MI:. ,:-\'

,

ν1 (l krl n-

앵겔스의 유고

이 같은 객관적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71

Die(z Vertag, 1975) , S_ 19. 강조는 펼자.

';)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이 서독 정부와 각 주 과학아카데미에 :111:.셔 의 지속적 편
찬을위한재정적 지웬을얻으려고했을때 이러한지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l ‘”’년 이
전에 출판된 MEGA40권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선행시켰는데. 이 국제적인 평가위원
회의 의장이 철학자 헨리허였다. 그리고 그는 기간(얹刊)M"’'(，i!를 검토한 뒤 그것이
갖는 학문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C" I/"t!‘’‘ l

1 ”’ h (1, , "dol1: 1;1“ rcncc & W，、haπs。‘’ 、 ork: Inlcm.Hio l1., 1 I'uhli、 hιr、 l ‘)')11)의

.\lar'(-Fnι:1 、

경우셰도 해당한다고 하겠다 위의 2 개 영미 출판사는 동독 정부의 지원을 및L아 모스

Gι、m1!3lL'hr.1ho! in d<..'r Ak‘Idconi이‘F셔llong: Aktulell/ i‘’:/olln Ul/ .lfil/"i!1I’I.~、l싸111 t!..r

크바의 프로그레스 출판사 l’”멍rι、 |’\l hl ，、hel'o가 판권을 가진 영어판 전집을 출판해왔

KOI야TT!'α dtγ dellLçcbel/ AkttdemÎ(,1/ der IVL、γIIsch씨'('1/.21‘n‘ S 긴}

으냐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완간까지 10권을 낭겨둔 채 전집 출판을 중단

D Il'(cr I cnrich.

" I), e

6) 특히 각 권의 첫머리에 게재되는 서론은 모스크바와 베를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
소 소장의 사전 동의를 펼요로 한다

858

'7) 이러한 사정은 마르크스 - 앵겔스의 영어판 전집 \I.or 、 E l1 g l'l、 .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전집 출판에 대한 동구권의 독정적 지배권을 보여주는 사례
의하나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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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기왕에 MEGA 의 편찬 작

당초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동독의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출판

업에 숙련된 학자들을 확보하는 일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새로이 학자

사업을 위기에서 구출하여 이를 속간하면서 그것의 학술화와 국제화

들을 훈련시키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I뻐S는 우

를 시도하려고 한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

선 동독과 소련의 M l::CA 편찬자들을 재정적으로 저원하기 위해 국제

업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동독 정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를 맞게 되

적인 모금사업을전개하지 않을수없었다. 그리하여 IMES는우선 독

었다. 사실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 ‘재단. 이라는 그의 이름에

일과의 교섭 과정에서 기왕에 확보된 MEGA 편찬을 위한 깨의 유급

도 불구하고 MEGA 사업을 지원할 만한 아무런 재정적 근거가 없었다.

직위를 1993년에 설립된 베를린-브란멘부르크 과학아카데미에 이관시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의 법률상 재단의 지위란 일정한 재원을 전제로

키고 . MEGA 작업 중의 일부(제 I부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을 위한 편리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우스가 맡도록 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러시아센터

따라서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

의 연구원들을 위해서는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고. 1995

를 둔 국제적 네트워크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재단이 동

년 이후에는 유럽연합 (EU) 의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이

독과 소련의 몰락에 직면하여 기존의 『마르크스 · 앵 겔스 전집』의 편찬

과정에서 구동독의 MECA 편찬자들이 보여준자구(自救) 노력을과소

작업에 종사하던 학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 수단을 상실한 그들의 노력은 lMES의 지원

봉착하게된것이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씨

4. 5. 6권)를 트리어의 칼 마르크스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MEGA 의 출판을 위해 베를런의 마르

어쨌든 이처럼 어려운 객관적 여건승에서도 MEGA 는 1990년에 3권

크스레닌주의연구소에는 수십 명의 학자가 포진하고 있었고. 동독의

0 /2 9. 11/9. illi 잉. 1991 년에 2권(!!/1O. rv'/9). 그리고 1992년에 2권 (V20，

여러 대학에도 몇 개의 MEGA 작업팀이 있어 MEGA 편집에 참여하는

11/4.2) 등 모두 7권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판된 7권의

연 인원은 100여 명을 상회했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의 마르크스-레닌

Mt;GA 는 애초에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이 기약한 학술화와국제

주의연구소에도 40여 명의 학자들이 MEGA 편찬 작업에 종사했다 그

화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발간된 7권의

러나 이들은 불과 2년 이내에 모두 해체되어 통일 독일의 경우에는

JlfEGA 는 아직도 I l\IES의 독자적인 편찬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MEGA 편찬을 위해 겨우 깨의 유급 직위가 확보되었을 뿐이며. 소련

서 종래의 편집위원회가작성한편찬지침에 따라편찬되었으며， 작업

의 경우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가 해체되면서 불과 20명의 학
자들 중 일부가 러시아독립연구소 (Rossijskij nez :J visimyj ins!i! lI!

soci:J1’ nych i n :Jcional‘ nych problem: RNI) 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러 시 아센터 (Rossijkij centr chr.lOeniμ i iZlIcenij:J dokllmco!ov noveishej

is!orii: RC) 에 소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IMES는 당초의 설립 목적 중 학

HôO

li} 정문길

-전환기의 풍경-공산권 용괴 이후의 r마르크스·앵겔스전집」 속간사업

t문학과사회

1 l)')2 년 여룹호(정문길마르크스의 사상 형성과 초기 저작J .l 99셰. pp

121-';ú 창조J. 물론 극히 소수의 경우아지만 I서젠를 비롯한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재
정적 지원 없이 .1 1/:<，:'1 의 편찬 작업이 동독 출신 학자의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
도 없지 않다 l ‘)<)9년에 그 발간이 예정된 그리제 (Anndll"c

Gnse) 등익 MEGA

IV/5 1(자연과학 방혜 노트)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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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동구권의 몰락 이전에 거의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이었기에

나 1990년대초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후자의 두 연구소 개

1990년 이전에 발간된 40권의 MEGA 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에는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센

사실은 1990년에 발간된 3권의 MEGA 중 Iι9와 II/9는 그 발행자를 베

터와 러시아독립연구소를 대표하여 러시아센터의 소장이. 그리고 통

를련의 .노동운동사연구소 Institut

독의 경 우에 는 동독 아카데미 Ak ademie

für Arbe iterbewegung Berlin' 와 .소

der Wissenschaft , DDR를

대신

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로 표기하고

하여 베 를 린-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의 소장이 IISG 와 KMH 의 소장과

있으며， m/8은 발행자를 표기하지 않고 발간되었다 91 그리고 1991 년

더불어 IMES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사회 밑에서 조정

에 출판된 다른 2권은 발행자를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 으로 표

가능을 맡으면서 A1EGA 각 권의 통일성과 질적 수준을 감독하는 편집

기하고 있으나 판권 페이지에 “이 권은 아직도 종래의 편집위원회에

위원회 (Recbkttonskommission : 앉)를 두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의해 작성되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92년

년 이래 매년 2회 발간되는 『머l 가-스투디엔 M1:;GA -Studien .!의 편집 책

에 발간된 2권의 MEGA 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주

임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일상적 업무는 앞의 4개 기

목하는 것은 1992년에 발간된 MEGA II/4 ， 2의 경우 편집진이 동권의 서

관이 각각 한 사람씩 추천한 4 인의 조정위원회 (Kα)rdinierungsgru ppe :

론 Einleitllng 과 텍스트의 형성사 및 편찬사를 기술한 원고를 처음으로

KG) 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01 그리고 이에 덧붙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회람시켜(1991 년 2월) 그들의 코멘트를 텍스트

학자들을 망라한 29명의 학술자문위원회

편찬에 수용했다는 사질이다.

성되어 있다Il’

그러나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이 구상하는 새로운 MEGA 의 발

1994

wissenschaftlicher Beirat도

구

그러나 이들 여러 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위원회이다

간은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그들의 독자적인 편찬 지침의 수립과 거기

그들은 우선 IM E..'i가 구상하는 빠:GA 를 구체화하기 위해 종래의 편찬

에 준등}는 MEGA 각 권의 편집 · 발행。l 펼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침을 검토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편집위원회의 위

의미에서 1992년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 Aix-en-Provence에서 시작된
IMES의 편찬 지침의 수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0) 이 조정우 l !f! 회는 HC 와 Il、 l 를 대표한 바가투리야({서}’잉ii t\. 1 1:1μ~lIlI rll‘’ ， Mo,k:l u) ,
K 、 111 블 대표한 그랑종(I:lClJUl'、 ι r.lI1d~)’ 1<". Alx .... n-I ’”’、이lld ， II~G 의 로얀(l urgcn
Il이 II lIl λIII、，lcr<l， IIn l. 그러고 l 써:\\X’를 대표한 폼그라프 (ζIn-Erilh VolIμf:lf， Ik: n 1Il)

의 l 사란이다 이 조정우l 씬회의 의장은 그랑종이고 . ‘에개스투디센의 편집 책임자

W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은 당초 암스테르담의 국제사회사연구
소. 트리어의 칼 마르크스 하우스， 그리고 모스크바와 동독의 마르크
스-레닌주의연구소 (IMUB: IMIJM)의 4개 기관을 축으로 설립되었으

는 1\11 엑 사무국%엔 로얀이다 그려고 3년마다 개선되는(재선。l 가능) 편집위원회
는 현 재 위의 l 사람과 더불어 아르샤노바 (FkαI H Ao;IOO‘:1, ~Io:、k‘Ill) ， 카버 (Tcrrcll

’

C:II\ l 'r , 1 n"ol) , 골로바냐 (G. II IIl:1 (;‘’l、 ina “ lo，k:l u) , 혜레스(I (lrμl'n 1k'n'c,‘ lk:rI, n).
훈트(\1.1Il1ll Ilu l1<1 l ‘ l k:rI, n) , 랑카우(<.써Z 1I11 1..:l U. AIll' ll'rd:lln) , 오타니 (TClllα、ukc

(자 111 ， Toky< ’), 바시나(l~u<lmlb L \':1、 in‘1 ， Mr".k:llI), 위장하 (Wci ，h‘ I l1 hu:l， 1 k:11 1Oμ)
로구성되어 있다.

11) 여기에는 아 tll 네려 Shl，씨() A 、 Int...' rt
9) MI:'G'A 의 발행권 Herall.\\'<’hent'chte jiïr lbe tl(H;A 이 IMI 전에 위양원 것이 1990년 l ‘’

》써S2

폐치 Innμ Fe(~'hcr ， 하르스틱 H:IIl.,-1 ’ctcr

11‘u、‘lilk 홉스용 Fnl' J 11‘’1",h;.1“ 111. 코7~JlirμCI1 K(xk‘

라핀 Nlkobl 1. L:IP IIl, 오이

월이다 따라서 l었)년에 발간된 MfX，써의 경우 이 같은 사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

셀만 Tcodor 1. O )l,cnll :l n , 올맨 1 k:l1cll Ollm: II1, 왈러슈타인 1 Ill lll:l nucl 、:Vallcr、、IC Il1 퉁

다

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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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인 그랑종은 1992년 3월 엑상프로방스에서 이를 위한 국제회의를

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MEGA 의 권수를 1990년 이전의 170여 권

개최하고 MEGA 의 전반적인 출판 계획을 재조정했다 121 여기서 그들

Teil-B3nde 에서 114권 &i nde 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5년

은 마르크스의 경우 미발간 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모두 출

월에 개최된 이사회에 회부하여 최종적 승인을 얻기에 이르렀다 }';I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판키로 했으며\31 1835년에서 1895년에 이르는 60년 간의 마르크스와

l61

9

이제 1995 년 9월에 확정된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수정된 출판

앵겔스의 왕복 서한은 그들이 보낸 4.000통의 편지 Von-Bπcfe 와

계획을좀더 구체적으로검토하면 다음과같다- 먼져 국제 마르크스·

10.000통에 달하는 수신 편지 An-Briefe 가 모두 19세기의 학문 · 사상

앵겔스 재단은 1990년 이전의 MEιA 의 4 개 부 구성을 수용함으로써

· 문화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노동 운동사에서 갖는 중요성을 감

이미 거의 25년 간 지속되어온 MEGA 사업을 변화된 상황하에서 수행

안하여 출판할 것이 요구되나 수신 편지의 경우 그것의 구체적이고 역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I뾰S의 이러한 방침이 1990년 이전의 발행자

사적인 문맥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141 그리

들이 계획한 형태 그대로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을 출판한다는 것을

고 발훼나 메모. 난외 (樞빼)의 방주 Marginalien 도 그들 저술의 전 단

의미하지는 않는다 .IMES는 이미 그 설립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

계로서 그들의 저작을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

치적 당파를 초월하고 국제적인 연구 재단의 도움을 받아 ι1EGA 의 발

합의를보았다.

간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MEGA 의 규모를 축소하는

그러나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저술을 완벽하게 출판한다는 원칙에는

일이 불가피해졌으나 IJ\;'딩는 종래 동구권에서 상식화된 이른바 『레

동의하지만 이들 모두를 무작정 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한 제약

닌 전집』의 총 권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제약. 다시 말하

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편집위원회는 MEGA 의 4 개 부별

면 축소를 위한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마

로 소위원회 151 를 만들어 전집 규모의 축소 가능성을 다시금 체계적으

르크스와 앵겔스. 특히 전자의 미간 초고는 모두 재현하기로 하고，
축소는 텍스트를 다른 부에 2중으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한정

12) 이 회의에 참석한 편찬 전문가는 그펀더K:I 서 Inctl G 미IIltll'r. 예슈케\\’altl'r .l‘ Il'‘ hke.
라비카 GαIrμc、 1~lhlcl. 샤이에 SigfnαJ

,. .

!'ldlcih

베르너 Mldl.ld Wl'rtler

W lIl fn l'tl Ül'~kr. 첼러 H‘IIlS Zd k.-r 둥이다.

U) 특히 마르크스의 미발간 유고는 20세기의 마르크스 논쟁 M(/，.x-f)~，、.l'IISSÙJlIl'11 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 ~I 었다는 사실로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
았다 r자본폰J 2.5권의 초고 r경제학 · 철학 초고，J 독일 이데올로기’그룬트리셔Il..!
가그대표적인경우이다

I í) 이와 관련된 기본적 자료로는 러시아센터의 바가투러야에 의해 작성된 ‘마르크스 ‘
앵겔스 왕복 서한 총목록 (;esal/llæπ‘’'idl/l~~ ‘l‘'S Marx-ιItgel~-H.셔'elim:bsl.'ι-01 었다.
이 목록에는 현재 1'1 셔극통의 서한이 항목별 인텍스로 작성되어 있다‘ 특히 이 목꽉
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스크바측이 소장하고 있는 마르크스와 앵

겔스에게 보내진 방대한 분량의 펀지가 망라되어 있다는 정이다 Glwgij na압lI un~1 ‘
Au

“

Icr ~ll:GA-Arbclt: Ein Gc、1 tl1(Vcr/.Cidlrtl~ tll'~ M‘trχ-Engl'''-llrid\\'cdl~1、

，\[Hμ -S(fll!tel/

19%12. S. 11 .3 -17

창조.

I~) 각부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째l부(저작 - 논술

&ÝI

했다 I l"I l

외슬러

초안)에는 들루백 Rolf Dlubl'cK과

렌지 11‘1Il~ I’dμ\.'T 가‘ 세 II 부 e’자분흔」과 그 준비 초고)에는 오타니. 바시냐. 폴그라프
와 ul 곳스키 Vllalll μg“|、k lJ가. 제川부(왕복 서한)에는 아르샤노바. 골로 tll 냐와 훈
트가‘ 지IIV부(발해 노트와 떼모)에는 바가투러야와 하르스틱. 슈페를 Rld l.l rtl sp<: rlol
조썩했다.

1(1) 1<)'，시년 이전의 .1/1ιl 출판 계획은 세 I 부(저작 - 논설 · 초안)가 션권(잭): 제 n 부 (r자
본흔」과 준ul 초고)가 21 권(책): 제 III 부(항복서한)가 6권· 그러고 제 K부(발쉐 · 때

모

난91 방주)는 발추1]. "1]모까 “’권. 난외 방주가 씨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j. ltque 、 <.ìr‘ IIldl‘ IIK'.l U'μ l' 11 R‘ >1.lh l1.

’

“

,

Ikr rt'、 cl'l' rte 1’ l ‘ 111 d l' r 、l:t r、 -Engd 、

Gl.'~lI n(.lll낸‘ tlx' . .I/U ,:.I-S/t ll !t‘ '1/.1 N2. !'l‘ 62- 1>'9. 한편 \{/:'(’‘|의 전체적인 권별
편성에 대해서는 본고의 얀띠에 있는 표 (r신 .If/χμ 의 권별 편성과 작업 진행 현황j)
플참조하라

IH) Int l'rIl:It I()11 ‘ d l' \1:11 、 -Engel 、 -St ，It U I1 μ. Hr、g. /;'t!f({(시l 、 If thllilffe l/ der .I l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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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책)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32권으로 축소했다. 즉 2 책으로 구성된

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제 n부의 권별 편성에
새로운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19)

1/21 을 1 권으로 줄였는데 이는 제 1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e

한편 왕복 서한을 재현하는 저1m부는 1990년 이전에 계획된 45권을

Arbeiterasso깅ation: IAA) 관련 문건을 포함하는 I/2U 과 I/21.2 , 그리

35권으로 축소하고 있다. 현재 바가투리야 교수가 작성한 왕복 서한의

고 Iι3 가운데 특히 총회의 의정서 die Protokolle des Gener.lIrats를 게

총목록은 모두 14ω0건을 넘고 있는데 이를 이전보다 10권이나 줄일

재키로 한 원칙을 변경. 이의 전문 게재를 포기함으로써 거의 500페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IMES가 작성한 새로운 편찬 계획에 의하면

지를 축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인 신문에 게재된 글들

그들은 우선 소재의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10 ，000건이 넘는

을 재현키로 한 1/7, I/8 , I/9권의 경우에도 상당수 논설의 게재를 포기

수신 서한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여 메모， 메모식의 펀지. 초청장

함으로써 전체적인 oJ-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외에도 새로운 편찬

Kh 따￡‘ïllladz lIlgell. 계산서 등과 아주 ‘중요치 .. 않은 시기의 서신을 제

지침은 부록에 게재할 텍스트를 제한하고， 의문이 있는 글들 Dubiosa

외하고(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지만)， 부속 서류

이나서명은했지만직접 쓰지 않은글들을제외하며， 이문명세(異文明

Bei/c，밍ell 까지도 대폭 축소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축소가 가능해졌던

細)도 축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I부 중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은 17권

것이다. 그리고 편집과 관련해서도 각 권의 아파라트에 붙는 서론

의 경우 각 권마다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

ιmjiωnll핑을 없애고， 텍스트의 역사， 주석 E씨11κntr.핑. 색인 등을 최

이다.

소화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매서한마다 새로운 페이지에 게재하던 종

다음으로 『자본론』과 준비 노트를 재현하는 제R부의 경우 24권(책)

래의 편집 형식을 변경하여 이들을 연속적으로 게재키로 함으로써 (행

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편찬 지침은 1868년과 1878년 사이에 집펼

의 표시는 서간 단위). 각 권의 인쇄 페이지가 20%나 삭감되는 효과를

된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2권의 초고를 게재키로 한 11/11 과 11/12를 l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앵겔스가 저서의 기증본에 기록한 헌

권 2분책으로 하면서 (11/11 .1과 11/11.2) 아파라트는 1 책으로 줄이는 방

사(법넓 n 의 수록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즉 편집위원회는 이들 헌

법을 택해 제H부의 전체 책수는 줄지 않으나 권수는 16권에서 15권으

사를 제m 부의 마지막 권에 게재하거나 『떼까스투디웹에 게재하는

로 축소되었다. 한편. 이 제n부의 권수와 관련히여 필자가 부기하고자

방법을검토하고있다.

하는 것은 최근 제n부의 12권(앵겔스의 『자본론』 제2권을 위한 편집 초

마지막으로 제 W부는 40권으로 예정되었던 발훼 노트와 메모를 31

고， 1883-1884)과 13권(마르크스 r.자본론」 제2권. 앵겔스 편， 1885) 의

권으로 축소했으나 이것이 발웨나 메모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것이

편찬을 맡은 일본의 토호쿠 대학팀이 이 II/12와 11/13의 원고를 면밀히

아넘은 물론이다. 따라서 발춰l 노트는 기본적으로 재현키로 했다. 신

검토한 결과 텍스트의 일치가 워낙 커서 이의 통합 문제를 1999년 5월

문의 스크랩과 저작으로부터 요약한 연대표나 문법의 요약은 단지 서

베를린에서 개최키로 한 IMES의 편집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으

1<J) 이 부분은 1 <J<JH년 11 월 일본 동정에서 개최된 마르크스 - 앵겔스 연구자 모임의 연려l

총회사 ~IEGA 11/12. 15의 편찬을 쩍임진 센다이(仙台) 토호쿠 대학팀의 핵심 멤버인
EI/~els.(;e;amla/l적gahe (B에 ín: 마건zy，안Ia잉， 1993). B.I.1.

866

오무라 이주ol(大村폈) 교수의 발표 내용셰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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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끝내거나 필요한 경우 서술과 인쇄를 병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발간된 후 5년의 휴지 기간-그것은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의 새

리고많은노트의 표지나여백에 씌어진 계산이나계산연습은이를재현

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했다-을 거쳐 새로운 편찬 원칙

하기보다 설명하는 데 꾀려 하고 있다. 한편 제 W부의 제 2편에 속하는

과 포뱃에 의거하여 발행된 MEGA N/3은 냉전의 종식과 그에 뒤따르

난외 방주는 애초에 30권으로 예정되었으나 이는 N/32 한 권에 ..마르

는탈이데올로기적 국제 정세 가운데서 IMES가오랜 산고끝에 만들어

크스 · 앵겔스의 주석을 붙인 장서 목록 dasanηotieπ'e VerzeichnÎS der

낸 최초의 학문적 성과라는 점이다. 거기에다 IMES는 이 같은 학문적

Bücher ex libris M.“’π'-Engels" 으로 마감하기 로 하고 있다

성과를 기왕에 MEGA 를 출판해온 낡은 모체(母體)인 디츠 출판사의

우리는 위에서 새로이 편성된 MEGA 의 권별 구성과 그것의 편찬 지

굴레에서 벗어나 아카데미 출판사Akademie Verlag에서 발행하게 된

침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명백히 부각되는 특정은 1990

것이다. 베를린의 디츠 출판사는 원래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산하의

년 이전의 방만한 MEGA 의 권별 편성이 현격히 축소되었음을보게 되

출판사로서 통독 후에도 사회주의통일당이 변신한 민주사회당 (Partei

는데 이는 MEGA 가변화된 상황가운데서 어떻게 속간될 수 있는가를

des demokrJtischen So zialismus: PDS) 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처럼 4년여에 걸

다. 따라서 IMES가 1998년 10월 ， MEGA 의 출판을 뭔헨에 근거를 둔 올

치는 공개적。l 고도 투명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수립된 MEGA 의 편찬

덴부르크 출판사의 자회사인 베를린의 아카데미 출판사로 옮긴 것은

원칙과 그 권별 편성은 장기적으로 보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종류의

.\lEGA 가 갖던 당파성의 최후의 고리를 단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

전집 편찬의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r헤겔 전집』 편집진의 한 사람

이 아카데미 출판사는 이미 인류의 사상사에 있어서 고전적 위치를 차

으로서 엑상프로방스에서 개최된 IMES의 편집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라이프니츠. 하이네. 포르스터， 비란트，

베를린 대학의 예슈케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2111

포이어바흐 등의 전집을 발간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 출판사에서 마르
크스와 앵겔(의 전집을 발간하는 것은 마르크스와 앵겔스를 서양 사

IV
우리는 지금까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
의 운명을 조망하면셔. 특히 1992년 이래 국제 마르크스 · 앵겔스 재단

상사에서의 고전적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한
층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아카데미 출판사의 사무국장인 기즐러
Gerd Gisler는 언급하고 있다 2D

에 의해서 새로이 수립된 편찬 지침과 MEGA 의 권별 편성을 구체적으

여기에 덧붙여 마르크스의 1844-1847 년 간의 메모 노트찌와

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IMES의 이 같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1844/45년 간에 작성된 2권의 파리 노트와 1845년에 작성된 6권의 브

1995년 9월이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1998년 12월에 발간된

뤼셀 노트2.ll를 포함하는 이 MEGA N/3은 IMES 가 규정하는 새로운

MEGAN/3이 독일의 언론과 관심 있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
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1992년까지 47권의 MEGA 가

2 1) -\V"、 l、1 11\’1 tkr MEGAν ‘ .、 ('11(':< 1λ’'111、ch/a’ ul.‘ 15 Oklolx:r I <J)H

,

22) 마르크스의 메모 노트시J/lzlJ/lch 는 20권에 달한다 ..III G -t IY/!>에 게재된 이 메모 노
트에는 유영한 -포이어바흐에 관한 11 개의 테제 E
티따IfTIlt.'
ι‘x
、

20) Grafl(J~>nc! Ro~lhn.

868

op

되어있다
cll..

S 78.

건) 마르크스의 발웨 노트는 모두 200여 권에 이르며 MEGA IY/.’에 게재된 8권의 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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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의 포뱃에 맞추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수정과 재수정의 작업을

확대하면서 MEGA 는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

진행해왔다. 이 0]1993년 11 월 텍스트의 입력을 마친 MEGAN/3은그

다(본고 말미의 표 가운데서 편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다룬 난(爛)을 참조

이듬해 5 월에 원고의 감수를 완료하고 인쇄 원고의 작성에 들어가

하라). 따라서 연간 2~3권 정도의 발행 속도를 예상하고 있는 IMES는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이를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간 MEGA 74권의 완간을 대강 2030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에 발간된 MEGA N/3은 거의 3년여에 걸쳐 IMES의 새로운 편찬

재정적인 뒷받침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새기에 들어와 끊임없

지침에 맞추어 재편집되었으며. 마침내는 변경된 출판사인 아카데미

이 시도되었으면서도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채 하나의 .토르소’ 로 남

출판사에 의해 1998년 12월에 발행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 있던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은 21 세기에 가서야 그 완간의 꿈을

MEGA N/3은 탈냉전기의 변화된 이데올로기적 상황 가운데서 학술화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와국제화를기치로내세운 IMES의 최초의 작품이란점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뻐ES에 의한 이 같은 MEGA
의 출판은 『마르크스 · 앵겔스 전집』 출판사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MEGAN/3은 종래의 MEGA 의 텍스트편에 보이던 권위적인
서론 Einleiluηg 을 없애고 아파라트에 개설 Eiψ:thrnng 을 두어 개개 텍

스트의 형성사와 편찬사를 기존의 모든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명하려

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MEGAN/3의 출간은 개인적으
로는 바가투리야를 비롯한 러시아의 MEGA 편직자들의 끈질긴 학문적

성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MEGA 의 학술적 수준을 고양시키면서
전체적 통일성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IMES와 IMES의 편
집위원회의 개가이기도하다.

이렇게 볼때 이제 IMES가주도하는 MEGA 의 발행과출판은 1998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지금까지 독일과 소련에 집중되었던 MEGA 의 편찬 작업 그룹
Arbeitsgnψ'fX? 을 프랑스(1/4 ， 5, 6, 28) 와 멘마크(IlI/30) , 네덜란드

(W/14 ), 미국(N/27) ， 일본(11/1 1.2， 12, 13, N/17 , 18, 19, 29)?-1I 등으로

이는 MI;，ιA 의 편집 · 발행과 관련하여 일본측의 입장과 IMES의 입장이 일치하는 데
서 언유한다 l ‘:)')0년 이후으1 ，1 11:，ι，의 펀찬작업에 침여한일본의 학자는오타니(大
삽때μZ介) 한 사람에 한정되었다 (11.' 11 2). 그러나 1997/98년 사이에 토호쿠 대학 경

제학부를 중심으로 한 센다이 그룹이 1/1.'ι1 n/12. 13의 편집을 맡게 되었으며， 1998
년 후반에는 오타니 교수가 조직한 도쿄 그룹이 1Y/17 , 18 , 19. ?s의 편집을 맡기로
되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일본의 과도한 열의가 내실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없지 않으나 IME'i의 재정적 형편으로 보아 사양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
작업 그룹의 경우 노린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기술적 지원이 전제되고 있으므로 큰 문

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IL'i의 .111χι! 속간 사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
여는 l ‘!!')()년 이래 2-5년은 MH꺼의 속간을 위한 국제적 청원과 모금 운동에 적극
적 호응을 보이연서 나타났다 이후 그들은 동구권 학자들의 재정적 지원이나 일본에
의 초청 등을 통해 국제적 활동 엄위를 넓혀갔던 것이다 거기다가 일본은 이 분야에
있어서 방대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편찬 작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도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다 득히 1~
‘’
!!')O밴년 이후 평균 1.')00부가 출판되
는 .lfl
ιIι';'jκ
‘

그중의일부이다.

24) (MES가 주도하는 MEG써의 편찬 작업 그룹에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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