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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 Christine Nöstlinger(1936 - )의 작

품에 나타난 반권위주의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뇌스틀링어는 오

스트리아 출신 아동문학 작가로 독일어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

진 인기작가이자 다작작가이다. 그녀는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

적 인정 또한 받았다. 그녀의 많은 작품들은 각각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반권위주의와 아동의 권리향상으로 통한다.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에서 70년대는 기성세대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

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던 시기로 어린이 문학에서도 ‘해방’, ‘현실비

판’, ‘반권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는 분명히 아

동청소년문학이 획기적 변혁을 경험한 시기로 이 시기의 폭발적 변화로

부터 문학내적·외적 반성이 이끌어졌다. 뇌스틀링어 또한 68운동 이후

독일 아동문학에서 주요 주제로 나타난 반권위주의를 그녀의 작품 속에

항상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오이대왕 Wir pfeifen auf den

Gurkenkönig』에서는 가족 내부에 나타난 권위주의를, 『수호유령, 로자

리들 Rosa Riedl, Schutzgespenst』에서는 과거 나치시절과 여전히 남아

있는 사회와 학교 내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였고, 『머릿속 난쟁이 Der

Zwerg im Kopf』에서는 변화된 사회상으로 이혼가정을 보여주며 아동

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 아빠도 있어요

Einen Vater hab ich auch』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동등한 위치를 표현

하여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동반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작품들은 그녀의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 작품들로 본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들이다.

뇌스틀링어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반권위주의’와 ‘참여적 환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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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대와 현실을 비판하며, 과거에 대한 고찰과 반성,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했다. 또한 아이들을 바

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아이들의 권리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크

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은 부모와 자식,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이

라는 관계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무심히 넘기던 관계 속에 있는 권위

적인 위계질서와 생각들을 작가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녀는 이러한 진지하고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데에 환상과 유머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 학교, 전쟁, 가족, 우정, 사랑, 이혼, 가정폭력 등 다양하

고 간혹 불편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의 경우에도 그 바닥에는 항상 유쾌

한 유머가 자리잡고 있다. 작가는 언어적 특징과 아이러니, 풍자를 이용

하여 권위주의적 사회와 인물을 비웃는 냉소를 짓게 하는 반면 기분좋은

유쾌함과 즐거움도 함께 제공한다. 뇌스틀링어는 어두운 과거와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환상과 유머를 통해 즐거움과 희망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독자가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녀는 판타지계열의 작품에서도 현실을 등한시 하지 않는 ‘사회적 환

상’과 ‘해방적 판타지’를 보여주며, 사회비판과 사회참여독려를 위한 재교

육을 위해 사회적 환상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거부감이 드

는 일방적인 교육은 아니다. 뇌스틀링어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일상적

인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

다. 그녀는 거창한 것, 커다란 변화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가 변화하며 사회와 개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독자들도 함께 변화

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그녀는 아동문학의 주요 주제인 비밀모티브와 성장을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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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변형시켜 권위의 극복의 표상으로 실현시킨다. 따라서 뇌스틀링

어의 작품은 반권위주의 아동청소년 문학으로서 충분한 대표성을 지닌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주요어: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 반권위주의, 코믹, 사회적 환상, 성

장, 아동 및 청소년문학

학 번: 2000-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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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 Christine Nöstlinger(1936 - )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68세대의 대변자 중 한명이자 70년대 변화된 아동문학을 대표

하는 인물이다. 뇌스틀링어는 70년대 이후 아동문학 이론서에는 거의 빠

짐없이 언급되고 있으며, 현대 독일어권 아동 및 청소년문학에 대해 논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작가로서 제2의 린드그렌1)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녀는 아동을 위한 작품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작품, TV방

송극, 극작품, 라디오 방송물, 신문기사, 요리책 등 장르를 넘나드는 글과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독일어권만이 아닌 구미의 주요 아

동문학상도 휩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독

일어권에만 머물지 않고 약 7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2) 『오

이대왕 Wir pfeifen auf den Gurkenkönig』(1972), 『일제 얀다 Die Ilse

1) 뇌스틀링어는 2003년 제1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뇌스틀링어의 신뢰할 수 있는 나쁜 아이-교육 영향력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역량과 동일하다. 그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열성적 작가의식은 무례한 유머, 판

단력있는 근엄함과 숨겨진 따뜻함으로 특징지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자 선정

이유를 이처럼 밝혔다. “Christine Nöstlinger (Austria) is a reliably bad

child-rearing influence of the same calibre as Astrid Lindgren. Her diversified

and highly committed authorship is characterised by disrespectful humour,

clear-sighted solemnity and inconspicuous warmth." the jury said in its

decision. In: 2003. Normans Media

http://www.thefreelibrary.com/Christine+Nostlinger+and+Maurice+Sendak+win+s

first+Astrid+Lindgren...-a098915585

2) 헬레네 쉐어 Helene Schär는 요한나 슈피리 Johanna Spyri의 『하이디 』와 마

찬가지로 뇌스틀링어 또한 그녀의 작품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작가

라고 언급했다. 참조. Dritte Welt als Thema der KJL. In: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and 2, Schneider Verlag, 2005. 795쪽.

가브리엘라 벤케 Gabriela Wenke는 에리히 케스트너 Erich Kästner,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Otfried Preussler, 미하엘 엔데 Michael Ende, 파울 마 Paul Maar등

과 함께 뇌스틀링어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독일어권 작가의 예로 들었다. 참

조. Der deutsch(sprachig)e Kinder- und Jugendbuchmark. In: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and 2, Schneider Verlag, 2005. 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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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weg』(1974), 『콘라드 Konrad oder Das Kind aus der

Konservenbüchse』(1975) 등 여러 작품들이 영화화되었다. 그녀는 문학

적 인정과 대중적 성공,3) 양쪽을 모두 이루어낸 드문 작가 중 하나이다.

뇌스틀링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일정한 판매량을 보

장받는 독일어권 작가로는 보기 드문 흥행 작가이다.4)

뇌스틀링어는 반권위주의 작품과 참여적 환상 engagierte Phantasie으

로 기성세대와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아이

들의 권리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

은 부모와 자식,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이라는 관계들에 대해 생각하

게 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과거에 대한 고찰과 반성,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있다. 그녀는 진지하고

불편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데에 환상과 유머를 이용하여 부드럽

고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그녀는 70년대에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집중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5)과 함께 아동문학의 순기능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작가의 작품에서 작가의 사상을 대리로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

던 아동주인공들이 80년대 이후부터는 온전한 작품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데 대한 설명

3)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1970년에 처녀작을 출판하였고 1976년에는 이미 스타

작가로 인정받았다. 참조. Ursula Genazino: So mies ist eine Klicke. In: Die

Zeit. 1976.04.09.

4) 우리나라에 번역된 뇌스틀링어의 책 중 절반가량은 70년대 작품들이다. 김경연.

「아이들의 변호사」. 『창비어린이』, 제3권 제1호, 2005.

5) “70년대만 해도 나는 문학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문학은 독

자들을 웃고 울릴 뿐, 세상을 바꿔 놓지는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이

들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 주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 경험했지만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다.” In: 아스트리드 린드

그렌 추모상 수상 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김윤덕. 조선일보.

2003년 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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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6)

68세대의 반권위주의, 사회비판적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며 본인 고유

의 방식으로 승화시킨 뇌스틀링어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새로운 어린이문학 - 다양한 주제와

형식, 문체, 가치관, 상호텍스트성 등의 특성 - 이라 하는 것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텍스트들을 전범으로 하여 탄생하였는지 계보를 밝히는 데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에서 70년대는 기성세

대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던 시기로 어린이

문학에서도 ‘해방’, ‘현실비판’, ‘반권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는 어린이문학이 획기적 변혁을 경험한 시기였으며 이 시기

의 폭발적 변화로부터 이끌어진 문학내적·외적 반성이야말로 오늘날 어

린이문학을 말없이 각인하고 있는 명제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와

오류, 극복의 진행에서 뇌스틀링어의 작품은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기에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 뇌스틀링어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이후 80년대 초까지는

『불꽃머리 프리데리케 Die feuerrote Friederike』(1970), 『오이대왕』

등 대표적인 반권위주의 작품에 나타난 세대갈등 Generationskonflikt과

사회비판, 반권위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현대사

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위치 변화, 아빠와

엄마의 역할 변화 및 성에 대해 다루는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90년

6) 클라우스 위르겐 딜렙스키 Klaus Jürgen Dilewsky는 80년대 스타일로 쓰여진 것

을 70년대 관점으로 분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뇌스틀링어는 그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라고 평하였다. 또한 80년대 이후의 변화로 사람과 사회에의

날카로운 비판이 사라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참조. Klaus Jürgen Dilewsky:

In: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 1993.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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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이루어진 코믹 Komik에 대해 연구를 했

던 잉에 빌트 Inge Wild는 1996년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라는 논문에서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가족양식, 변화하는 부모 자녀간의 관계 및 아빠와 엄마의 역

할 변화를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뇌스틀링어는 주요 작가

중 한명일 뿐 작가의 수상 경력 및 아동문학에의 영향력에 비하면 뇌스

틀링어에 대한 연구는 클라우스 위르겐 딜렙스키 Klaus Jürgen

Dilewsky의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

n』(1993), 자비네 푹스 Sabine Fuchs의 『Christine Nöstlinger:

Werkmonographie』(2001) 정도로 적은 편이다. 이는 여전히 아동문학의

위치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 뇌스틀링어의 연구는 2000년 전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정용(1998)이 「환상과 현실 사이 –독일 청소년 문학의 경향

과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에서 뇌스틀링어의 『오이대왕』의 ‘사회적

환상’을 다루거나 김경연(2000)이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에

서 『오이대왕』의 반권위주의를 다룬 것 외에, 장영은(2007) 「현대 독

일어권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이미지와 소통의 문제」, 정미

경(2009) 「독일 아동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형태의 변천」, 은정윤

(2010)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 청소

년의 문제」 등 대부분 국내 연구경향의 논의들은 대개 가족구조와 역할

의 변화 등 현대사회의 징후를 분석하거나 작품 속에서 그에 관한 담론

을 읽어내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고유한 내용적 형식적 문체적 특성을

지니는 하나의 언어적 구성물로서 작품을 다루는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이는 작가 뇌스틀링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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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단계일 뿐이며 현대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뇌스틀링어 작품 속에 끊임없이 변주되는 반권위주의라는 주제

에 대해서나 환상과 유머요소에 대하여 세분화된 논의를 찾아볼 수 없

다. 또한 자세히 조명되는 일차문헌 또한 몇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는 뇌스틀링어의 엄청난 생산성을 염두에 둘 때 학술문헌에서 다루는 일

차문헌의 확장 또한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뇌스틀링어 연구에서 보이는 이러한 중요한 틈

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이제까지의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우선 68운동 이후 70년대 아동문학의 대표적 경향이었던 반권위주의가

68세대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명이며 70년대 작품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꾸어보려는 의지를 보인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비교 분석하려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그녀의 작품들의 대표적인 주제이자 특히 70년대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권위주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는 반권위주의라는 무거운 주제를 작가가 어린이문학에서 어떻

게 나타내었는가를 코믹과 환상기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3.1.에서는

밝고 명랑한 어린이의 유머가 아닌 현실을 비꼬는 방식의 웃음을 사용함

으로써 현실을 비판한 그녀의 특징적인 코믹 기법에 대해 분석한다.

3.2.에서는 현실도피가 아닌 참여적 환상으로 정의되는 뇌스틀링어식

환상에 대해 다루려한다. 작가는 환상적 존재와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

여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비판하였다.

또한 뇌스틀링어는 비밀과 성장을 아동의 것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어

른과 아이의 비밀을 동시에 다루거나 또는 그 비밀이 공개되는 방식의

변화를 주어 아동과 어른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그 둘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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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해지도록 만들었다. 4장에서는 이처럼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축을 이

루는 비밀모티브와 성장이 그녀의 작품에서 어떻게 어른의 권위에 도전

하는 방식으로 권위 극복의 표상으로 실현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해 보고

자한다.

뇌스틀링어는 언뜻 평범해 보이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

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 그녀는 거창한 것, 커다란 변화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

회와 개인을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변화하기를 제안한다. 본인은 이 논

문을 통해 이러한 작가의 면을 다양한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집중 조명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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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청소년문학과 반권위주의

2.1.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사회 전반이 일대 변혁을 겪는 기점인 1968년을 전후하여 아동청소년

문학 또한 뚜렷한 변모를 보인다. 50 - 60년대 아동청소년문학은 유년을

소시민적인 세계상에 맞추어 건전하고 상처없는 시공간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2차 대전과 나치라는 재앙의 직후임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다룬다거나 사회비판 등의 문학적 반성작업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68운동

이전 독일 일반문학에서는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청소년 문학에서는 “마치 나치 체제의 존재는 없었던 것처럼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다.”7) 이 시기 청소년 문학의 주요한 특징은

“유년의 자율성 Kindheitsautonomie”8)으로 나타나며 어린이의 공간은 사

회 바깥에 위치한 자유공간으로, 환상적인 이야기, 민속문학 모티브를 차

용한 이야기가 많았다.9)

아동청소년문학을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후 아동청소년문학은

‘학교와 교육처럼 지배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은밀한 교육자 Die

heimlichen Erzieher”’10)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은밀한 교육자”

란 디히터 리히터 Dieter Richter와 요헨 복츠 Jochen Vogt에 의해 1974

7) 김정용: 환상과 현실 사이 – 독일청소년문학의 경향과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

『독어교육』 제 1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서울 1999. 76쪽.

8)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 – 교육적 관점과 미적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8쪽.

9) 참조. 정지현: 미하엘 엔데의 『모모』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쪽.

10) Reinbert Tabbert: Phantastische Kinder- und Jugendbücher in der BRD.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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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쓰여진 책 『은밀한 교육자 Die heimlichen Erzieher. Kinderbücher

und politsches Lernen』의 제목으로 언뜻 보아 유쾌하고 건전하며 사회

적 현실과 무관해 보이는 어린이문학이 실은 은밀한 교육자로서 기능한

다는 테제를 담고 있다. 책의 제목으로 쓰인 “은밀한 교육자”는 그 후

교육학이나 어린이문학 등에서 여러가지 맥락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로

변모하였다.11) 다음은 『은밀한 교육자』의 내용 중 일부로 어린이문학

의 기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어린이책들을 그것이 독자에게 마련해 주는 즐거움에 준하여서만 판단한다

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 존재에의 공감 (심리학자

들의 주장)"이나, “연령에 적합성 (교수법학자들의 주장)"이나 “비유적인 형상

화 (미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책들은 교

육수단이며, 어린이의 사회화 도구이다. 그리고 어린이책들은 그러한 의미에

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어린이도서연구의 어떤 추가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어린이도서연구가 서로서로 분리해

온 모든 부분관점들이 여기로 다 모일 수 있으며 그 모든 부분관점들은 아이

의 사회화를 위한 기능 면에서 설득력을 증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2)

70년대에는 문학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비판을 받았

으나 반권위주의적 아동청소년 문학에서도 아동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가

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동청소년문학은 현실의 이면을 보여

주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제시하는 계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11) 예를 들어 김경연은 2000년 논문에서 ‘은밀한 교육자’라는 용어를 5.1.의 제목으

로 사용하였으며 아동청소년문학을 교육수단, 어린이 사회화의 도구로 사용하며

특정한 세계관이나 입장을 전달하려는 점이 비판되었다고 하였다.

12) 뤼디거 슈타인라인 Rüdiger Steinlein은 『은밀한 교육자 Die heimlichen

Erzieher. Kinderbücher und politsches Lernen』의 일부를 자신의 논문

『Neuere Geschichtsschreibung der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seit

den 70er Jahren』, 246쪽에서 재인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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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

권위주의적 아동청소년문학은 “문학을 통한 현실 세계의 왜곡되지 않은

재생산”13)을 요구하면서 문제지향적, 사실주의적 성향을 띠며 발전하였

다.

70년대 아동청소년문학은 양과 질에서 완전히 새로운 척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68학생운동 시기에는 ‘문학의 정치화’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문학의 죽음’을 선포했으며 전통적 문학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성인문학에서와 마

찬가지로 청소년 문학에서도 일종의 혁명이 나타났다. 70년대에는 68학

생운동의 영향으로 파급된 문학의 계몽주의적 성향과 ‘저항의 문화

Widerstandskultur’로 인하여 18세기로부터 내려온 아동문학에 대한 인

식이 바뀌게 되며, 새로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

다. 특히 ‘제3 제국’에 대한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

변혁적 움직임의 결과로 반권위적인 아동문학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아

동문학을 통한 정치교육이 요구되면서 사회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새로운

내용이나 주제가 생겨났으며 아동상은 독립적으로 변하게 되었다.14) 세

대갈등을 다룬 아동청소년문학은 자녀들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50-60년대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나치정권 시대의 사회와 개인

에의 비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과거 청산과

비판이 나타나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전후세대의 요구가 반

영되었다.

13)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 – 교육적 관점과 미적관점의 역사

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4쪽.

14) 참조. 70년대 아동 청소년문학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비판에 참여적인

작가들(우슬라 뵐펠 Ursula Wölfel, 수잔네 킬리안 Susanne Kilian, 페터 헤르틀

링 Peter Härtling,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 등)은 그들의 젊은 독자들을 진지하

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성숙한 파트너로 주시했다. Daubert, hannelore: Familie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and 2, Schneider Verlag, 2005. 6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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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년대 사회에서는 회피되었던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범죄에 대한 공동

체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에 관한 질문은 70년대에 전반적인 이데올로기비판적

관점에서 조명되었다. 최근의 과거와 특히 나치 시대의 청산요청에 역점이

두어졌다. 전후세대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그들로부터 알기 원했다.15)

이처럼 70년대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반권위주의는 기성세대에의 불신에

찬 질문을 바탕으로 과거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다. 어린

이와 어른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된 삶을 살

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어린이들도 어른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

라서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러한 문제

가 있는 어른들의 세계에의 참여가 허락되어야한다는 것이 반권위주의

작가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반권위주의 작가들은 젊은 독자들을 진지

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이의 지위를 높였다.

15) Isa Schikorsky: Schnellkurs Kinder- und Jugendliteratur, DuMont Literatur

und Kunst Verlag, Köln, 2003. 15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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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뇌스틀링어의 작품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앞에서 열거한 전통적 아동문학의 특성들, 그리고 68운동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의 경향들은 이 시기 뇌스틀링어의 작품들을 특징

짓는다. 70년대의 사회적 슬로건이자 어린이문학 지형을 곳곳에서 각인

했던 반권위주의, 권위 타파에의 발상은 뇌스틀링어의 여러 대표작에서

변주되는 주제다. 이 장에서는 뇌스틀링어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이 주

제를 다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1. 작품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1972년에 출판된 『오이대왕』은 1973년 독일 청소년 문학상

Deutscher Jugendliteraturpreis을 수상했고 1997년에 영화화되었으며 뇌

스틀링어의 대표적 반권위주의 작품 중 하나로 학교 수업에 다양한 방식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을 표면

화한다. 볼프강 가족에게 생긴 기이한 사건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는 할

아버지의 말에 마르티나 누나는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지만 누나는 짜임

새 있는 글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쓰기가 어렵다고 하며 종이만

사두고 정작 글쓰기는 시작도 하지 못한다.16) 그러나 나(볼프강)는 어떠

한 형식에 얽매여있지 않기에 글쓰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난 작문의 구성 따위에는 관심 없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지금 발에 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하러 가지 못하니까 내가 써야겠다. 17)

16) 누나가 짜임새있는 글의 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일어 선생이 짜임

새있는 글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7) 『Gurkenkönig』,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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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처음부터 어떠한 원칙, 규칙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천명

한다. 더구나 발을 다쳐서 어차피 수영을 못하기에 글쓰기를 직접 하기

로 했다는 선언은 글쓰기라는 나름 신성하고 어려운 일에의 권위를 무시

하기로 했다는 말과 같다. 미셀 푸코는 역사상 두 가지 문자문화

Schriftkultur, 즉 글쓰는 능력이 ‘특권’이자 ‘지배기능’이던 문화와, 읽기

와 쓰기가 접합되어 보편화된 ‘교양인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했다. 둘 중

어느 문화이든 간에 ‘글쓰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간이나마 권

위가 있는 행위이며 문화임은 자명하다. 여기에서 볼프강이 글쓰기를 한

다는 것은 글쓰기가 특별한 존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권위

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파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권

위에의 무시가 있기에 이 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이대

왕』은 1인칭 시점으로 ‘나(볼프강)’가 이 책의 주인공이며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볼프강’은 권위,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5장 머리글에

서 볼프강은 독일어선생에게 문법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

독일어 시간에 ‘아빠’ 또는 ‘엄마’ 또는 ‘니키’를 ‘der Papa’, ‘die Mama’, ‘der

Niki’라고 쓰는 것은 사투리이고 아름답지 않게 들린다고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기로 한다.18)

교사에게 배웠기에 볼프강은 지금까지의 언어습관을 고치려 한다. 처

음에는 마르티나 누나가 독일어 교사의 말 때문에 글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볼프강이 독일어 교사의 말 때문에 지금까지 글쓰기의 틀을 바꾸

려하는 것이다. 볼프강은 초반에는 ‘권위’를 무시한다. 하지만 자신의 교

사에게 직접적인 지적을 받자 ‘권위’를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볼프강

18) 『Gurkenkönig』, 49쪽. ☞



- 13 -

은 곧바로 ‘그러나 아마도 습관을 고칠 수는 없을 것 Wahrscheinlich

kann ich es mir aber nicht abgewöhnen’19)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리

고는 자신의 호칭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 볼프강은 결국 ‘권위’에 굴복하

지 않는다. 이는 권위를 따를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볼

프강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권위에의 해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반해 오이대왕은 “왕관이 없으면 홀딱 벗은 것 같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살수도 없다 weil er ohne Krone ganz nackt ist und nicht

denken kann und leben auch nicht”20)고 호들갑을 떤다. 왕관이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것 없는 권력자는 그저 아무 힘

없는 ‘비닐봉지 속 밀가루반죽 roher Hefeteig in einem Plastiksack’(볼

프강은 오이대왕을 안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에 불과한 것이

고 권력자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온갖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다.21) 그러나 오이대왕은 오히려 백성들을 누군가에게 지배

받아야만 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한다.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줄 사람

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 오이대왕이 설명했다.22)

그리고 백성들이 일으킨 것은 “쿠데타 Putsch”라고 말한다. 그러자 할

아버지와 마르티나 누나는 “혁명 Revolution”이라고 말하고 아빠는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다.23) 아빠는 오이대왕에게 기꺼이 침대를 나

19) 『Gurkenkönig』, 49쪽.

20) 『Gurkenkönig』, 24쪽.

21) 아빠가 회사에서 소리지를 수 있는 아랫사람은 세 사람 정도라서 집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엄마와 할아버지는 이야기한다. 오이대왕과 아빠 모두 외부에서는 힘없

는 약자이면서 가정과 자신의 국민들 안에서만 권위를 찾으며 힘을 과시하려하는

것이다.

22) 『Gurkenkönig』, 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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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주고 뺨에 뺨을 맞대고 누워 각각 한 손에 왕관(권력의 상징)을 꼭

붙잡고 잔다. 아빠는 오이대왕의 권력에 호감을 느낀 것이다.2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이대왕의 권력에 매료되어 함께하고 싶어 한 아빠에게

처음으로 닉을 제외한 온 가족이 아빠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이대왕이다. 아빠의 주장으로는 가족의 전통인 부활절 가족 소풍

을 위해 오이대왕을 누군가가 무릎에 앉히고 차를 타야 하는데 닉 외의

모든 가족이 오이대왕을 안고 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가족들 모두

에게도 몹시 놀라운 일이었고, 아빠는 경악한다.

아버지와 닮은꼴로 권위구조에 겹을 두르고 그 구조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오이대왕이지만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한편

으로는 가족의 권위구조를 구성원들 스스로가 해부하듯 보게 만들고, 다

른 한편 가족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권위에의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25) 오이대왕이 하는

꼴은 아버지의 권력을 닮아 아버지와 더 친화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

지만 오이대왕이 거주했었고 구미오리들이 살고 있는 지하실이라는 위치

는 아버지의 권력이 닿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 이외의 가족에게 더 가까

운 공간이다. 명확히 권력의 상징성을 발산하지 못하는 공간의 속성은

오이대왕의 권위와 홀게만 가족이 갖는 관계의 양면성 혹은 간단치 않은

23) 쿠테타는 군인이 와서 의사당을 점령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신문에 그

들이 원하는 것만 쓰는 것이고, 혁명은 백성이 왕을 내쫒고 의사당을 열고 투표

를 하고 신문이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이라는 마르티나의 정의에 아빠는 그렇게 가

르친 역사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다고 응답한다. 참조. 『Gurkenkönig』, 28쪽.

24) 클라우스 위르겐 딜렙스키 Klaus Jürgen Dilewsky는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에서 뇌스틀링어의 작품에 나온 아버지를 6

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오이대왕의 아버지는 그 중 “권위적인 아버지”

의 대표이다. 참조. K. J. Dilewsky: In: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 1993. 203쪽.

25) 오이대왕의 아버지는 특별히 권위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보통의 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일반적으로 묵인되

어온 사회의 권위적인 구조에 독자들이 눈을 뜨고 의심하며 변화를 시도하게 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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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내포하는 셈이다. 따라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가정 안에서 살던

홀게만 가족은 지하실의 구미오리들이 전제적인 오이대왕을 내쫓은 것처

럼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오이대왕은 구

미오리들에게 쫓겨나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반면에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그에 대한 걱정이다. 이는 가족들이 대항한 것은 아

버지 그 자체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권위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볼프강의 아빠는 가부장적이고 독재적이어서 식구들과 제대로 된 대화

를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할아버지는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고 현재

손주들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한다. 할아버지의 성품은 다음에서 정확하

게 드러난다.

할아버지는 거의 70살에 뇌졸중으로 다리를 절고 입이 비뚤어졌다. 하지만

비뚤어진 입으로 반듯한 입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26)

그러나 할아버지 역시 과거에는 억압적인 아버지였으며, 자신의 아들

인 볼프강의 아빠와는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도 과거에는 억압적이었고 아빠와 형제를 비교했기 때문에 아빠

의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책에는 할아버지를 소개할 때 “할아버지

는 아빠의 아버지이다. Opa ist der Vater von Papa.”27)라고 한다. 이는

어른들마저도 어떠한 권위 관계 속에서는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

고 그러한 악습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경

26) 『Gurkenkönig』, 7쪽. ☞

딜렙스키에 의하면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조부모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참조. K. J. Dilewsky: In: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 1993. 220쪽.

27) ‘Papa’와 ‘Vater’로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아빠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

은 권위적이고 격식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Gurkenkönig』,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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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과거의 권위주의자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는 상

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본다. 오이대왕이 바보 같은 권

력자라는 것도 눈치 채고 아버지가 오이대왕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도,

또 그 이유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인 아빠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비꼬며 빈정댄다. 본인이 아빠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엄마가 모든 잘못을 오이대왕에게 돌릴 때, 정상적인

가정에 오이대왕이 나타났다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라

며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에의 할아버지의 미온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는 다음에서 나타난다.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더이상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28)

모든 것을 보는 연륜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력도 생겼으나 이미 늙은

할아버지에게 추진력은 없는 것이다. 특히 할아버지는 닉에게 아버지의

구미오리 몰살 계획을 가장 먼저 들었으면서도 화만 낼 뿐 다른 가족들

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분노한다.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 – 자신보

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 – 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는 아

버지를 비웃으면서도 아버지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여 무너뜨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장하는 전통인 부활절 가족

소풍에도 빠지지 못하고 따른다. 암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은 본인이 아버지와 같은 시절을 보냈기에 이해하는 협조인지 혹은 이

제 늙고 힘이 없기에 권력에 반항하지 못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아

버지의 구미오리 익사 계획을 알고도 할아버지의 행동은 변화가 없다.

그는 그저 한탄할 뿐이다.

28) 『Gurkenkönig』, 8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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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무엇을 잘못 교육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29)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흉을 보기도 하는 반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며 편을 들기도 하며 아버

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한 수도관을 절대 못 건드리게 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아버지를 제지하기 위해 본인이 나설 각오도 하는,

평소에는 유약하고 무기력했던 엄마와 비교된다. 할아버지는 결국 과거

의 잘못된 시절에 눈을 감아버린 세대인 것이다. 이 시기 문학작품에서

는 권위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세대갈등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하

였으며, 이는 종종 윗세대를 나치과거에 대한 공범자로서 고발하는 형태

를 띤다. 아동청소년문학도 이런 면에서 예가 될 만한 작품들을 내어 놓

았으며 뇌스틀링어 역시 권위의 문제를 나치과거와 결부시키는 시도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 『오이대왕』의 나치시대에 대한 내포가 암시에 머

물며 출판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설득력을 얻는 해석의 가능성

에 머문다면, 『수호유령 로자 리들 Rosa Riedl, Schutzgespenst』(1979)

에서 나치시대와 연관짓기는 훨씬 직접적이며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난다.

『로자 리들』에서 현재 나스티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치가 없어진 풍

요로운 시대이지만 그 시절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도스탈 부인처럼

여전히 우아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도 과거에

의 향수에 빠져서 전쟁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에곤 삼촌은 전

쟁의 끔찍함보다는 현재 젊은이들에의 분노가 더 크다. 그는 젊은이들에

대한 커다란 불신으로 전쟁이나 근로봉사를 예찬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

과는 다른 잣대를 젊은이들에게 들이댄다. 학교에도 여전히 권위적인 교

29) 『Gurkenkönig』, 145-14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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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남아있다. 영어 선생은 본인이 스키강습으로 수업을 빠지고도 아이

들 탓에 진도가 늦은 것처럼 행동하고 기습시험을 보며 아이들을 하찮게

다룬다. 차렷 자세로 인사하는 것을 중시 여겨 똑바로 잘 서있을 수 있

는 아이일수록 수업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에서는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인사하는 것이 살기 편했던 시절과 겹쳐진다.30) 나스티의 이

의제기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여흥처럼 즐기는 모

습은 절대권력을 가졌던 나치지도자들의 모습에 비유될 만하다. 또한 교

사는 불합리한 이유로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놀림거리로 만든다. 그

러한 상황에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며 자기들끼리도 단결하

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 아니 해결책이 있어도

혹시 모를 불이익에의 두려움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오히려 함께

약자를 비웃으며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자위한다. 그러한 상황은 권력자

는 권력 뒤에 숨어 있으며 일반 시민들끼리 분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기제다. 오히려 영어선생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

스티에게 지루하더라도 성적이 나쁜 친구가 시험을 보는 이런 절차를 참

을 만큼의 공동체 정신 Gemeinschaftssinn을 가지라고 훈계한다. 로자

리들이나 나스티가 생각하는 시민의 용기 Zivilcourage와 영어선생이 생

각하는 공동체 정신은 둘 다 공동체 즉 사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다. 학생들도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도 서로 놀리

고 따돌리며 이런 저런 이유로 편을 나누고 힘을 합치지 않는다. 또한

무서운 선생과 만만한 선생을 나누어 편한대로 행동한다. 나스티는 그런

사실에 분노하고 다른 아이들을 낮게 평가하지만 로자 리들과 역사선생

님은 나스티의 생각이 오만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의 중요성과 시간을 가

30) 또한 체육시간에 교사가 줄을 잘 올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뚱보 돼지

Schweinchen Dick 『Rosa』, 93쪽.’라고 소리치며 놀리는 것은 과거 나치가 유대

인들은 ‘유대돼지 Saujud In:『Rosa』, 57쪽’라고 칭했던 것이 연상된다. 『로자

리들』에는 이러한 나치의 모습이 연상되는 비유가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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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설득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약자차별과 행동하는 양심의 이야기에서는 신학자이자 반나치주의자였던

본 회퍼 Dietrich Bonhöffer(1906 - 1945)의 “구르는 바퀴살에 손을 넣어

라 Dem Rad in die Speichen fallen”31)의 이야기를 통한 문제제기도 가

능할 것이다. 반장인 토미의 무능함과 자기변호, 부반장인 가브리엘레의

책임회피는 독일의 어두운 시절과 묘하게 닮아 있다. 또한 나스티와 학

급친구들이 점점 본질을 잃고 싸움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본질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알려준다.

『오이대왕』과 『로자 리들』을 집중분석하여 보여준 권력과 권위주

의의 문제는 - 비록 그 자체가 주요 주제를 이루는 것이 아닐지라도 -

뇌스틀링어의 동시대 다른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 『불꽃

머리 프리데리케』에 나오는 우체국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우편배달

순서에 치중하여 부루노아저씨가 프리데리케를 돕기 위해 우편배달 순서

를 바꾼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임시키는 경직성을 보여준다. 어떠한

규율을 만들고 그것에만 따르느라 실질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는 것이다. 역시 70년대 작품인 『손안의 참새가 지붕 위의 비둘기보

다 낫다 Der Spatz in der Hand...ist besser als die Taube auf dem

Dach』(1974)에서도 기성세대의 모습 특히 아동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로테엄마는 질문을 받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의 엄마는 오직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알고,

31) ‘흐름이나 운명 등을 멎게 하려고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독일 성직자였던 본 회

퍼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기사에 버스의 바퀴를 국가 폭력에 비유하며 기독교는

미친 운전기사의 바퀴에 다친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바퀴로 뛰어들어 멈추게 해야 한다며 히틀러 암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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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그녀의 엄마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

면 화를 냈다.32)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따르게 하지만 본인들도 그 지

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본

인들이 진지한 고찰없이 복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시하기에, 그에 대한

당연한 의문을 갖는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하고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

며 오직 폭력과 권위로 억압하여 규칙에 맞추려 한다.

『오이대왕』에서 아버지는 오이대왕이 사라진 후 기억을 잃은 듯이

행동한다. 볼프강은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있으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이 행동한다는 것을 눈치 채고 오이대왕은 사라졌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다른 가족들 또한 아버지처럼 오이대왕이 사라지자 바로 아무일 없던 듯

이 행동한다.33) 볼프강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나치시대에 대한 독일 기성세대의 모습을, 그들이 부당한 권력, 자랑스럽

지 못한 과거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처리하였는지를 반영한다.

2.2.2. 아동문학의 새로운 인물유형

1968년의 신좌파와 반권위주의 운동은 어린이의 지위 강화를 가속화했

다.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기존의 성역할변화와 아이와

어른의 역할을 바꾸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지위상승이 나타난다. 뇌스틀

링어는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와 인물들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통해

32) 『Der Spatz』, 43쪽. ☞

33) 『머릿속 난쟁이』에서도 안나의 아빠는 아이를 잘 이해하는 아빠이지만 난쟁이

와 대면한 후에도 난쟁이에 관해서는 듣고 싶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아예 잊어버

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한다. 이는 엄마와는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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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권위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특히 과거 아동문학에서 현

모양처의 모습으로 그려진 어머니상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이상이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문학에서 가족상, 특히 어머니상이 변화한 것은 70-80년대

초반의 일이다.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변화가 오기 전까지 어머니들은 거의 가정주부이

며, 가정에서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자애롭고, 이해심있고 인내심있고, 신

앙심깊고 명랑했다. [...] 이상화된 어머니 상은 반권위적 어린이문학에서 집중

적 해체의 대상이 된다.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 엄마들의 모습을 통해 젊은

작가들은 다중으로 과부하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려고 시도한

다. ‘로테 프리호다’라는 인물을 통해 호감이 가지 않는 아이를 이야기의 중심

에 세우는 시도를 감행한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특히나 그녀의 초기 책들

에서 상대하기 불편한 엄마들을 모사했다. 이 엄마들의 자녀들은 토미 웅거

러의 『엄마에게 뽀뽀 안 해』에 나오는 장난꾸러기 고양이처럼, 엄마로부터

관례적인 애정표현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 예전에는 가정의 따뜻한 심장이어

야 했었던 여성이 이런 책에서는 일상심리학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34)

『오이대왕』의 엄마, 『일제얀다』의 엄마, 『TV-칼, 안톤 M의 일기

로부터 Der TV-Karl. Aus dem Tagebuch des Anton M.』(1995)의 엄

마는 신경질적이며 남의 탓 - 남편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도 그 대상이

다 - 을 하며, 자신의 삶의 고민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 못하며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그녀들은 감정 기복이 심

34)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37-3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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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한다. 『머릿속 난쟁이 Der

Zwerg im Kopf』(1989), 『난 아빠도 있어요 Einen Vater hab ich auc

h』(1994)의 엄마는 여성스럽지 못하고 덜렁거리며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가 최우선은 아니다. 『철학자가 개

입하다 Der Denker greift ein』(1981), 『푸딩 파울이 휘젓다

Pudding-Paul rührt um』(2009)의 엄마는 이혼가정으로 삶에 지친 모습

을 보이며 아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35) 이처럼 뇌스틀링어의

작품에 나타는 엄마는 과거의 현모양처가 아니며 이에 따라 가족의 모습

도 과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에리히 캐스트너의 1949년 작품인 『쌍

둥이 로테 Das doppelte Lottchen』(1949)에서 루이제와 로테의 엄마는

이혼녀로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지만 자애롭고 현명한 어

머니로 그려지며 인형처럼 아름다운 부인으로 묘사된다. 또 남편과의 재

결합 후 자신의 직업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로

돌아선다. 이러한 어머니상의 변화에 대해 잉에 빌트는 새로운 여성역할

상의 발생과정으로 우선 어머니상을 손상시켜야만 했다고 주장했다.36)

이처럼 뇌스틀링어 뿐만 아니라 현대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나는 가족들

은 어머니상의 변화와 더불어 더 이상 예전의 조화롭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

35)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어머니는 항상 비판적으로 나타난다. 작가의 인터뷰에서

도 어머니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 참조. K. J. Dilewsky: In: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 1993. 231-232쪽.

반면에 뇌스틀링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따라서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참조. Ich will Kinder nicht

mit Büchern beglücken, Gabriella Wenke im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In Eselsohr 1/1984, S. 10-18.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32쪽.

36) Wild. Inge: “In Zukunft wollte sie alles anders als ihre Mutter machen.” zum

Weiblischen Generationskonflikt in der Zeitgenössischen Mädcheliteratur. In:

Jugendkultur im Adoleszenzroman Jugendliteratur der 80er und 90er Jahre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Juventa, Wenheim und München. 1997.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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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있던 몇몇 소심한 시도를 제외하면, 마침내 어린이문학에서 “건전

한” 가정과 작별하고 사실적 묘사로 대체한 것은 80년대의 업적에 속한다 하

겠다. 이로써 작가들은 70년대 다양한 가족정책개혁과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

운동의 활약으로 촉발된 사회 변화에 뒤늦게나마 반응을 보인 셈이다. 무엇

보다 이혼법의 현대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유책원칙의 폐지는 본격적

인 이혼붐을 발생시켰다. 3쌍의 부부 중 한 쌍이 다시 이혼하기 때문에 오늘

날 부모의 이혼은 많은 아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준다. 전통적인 아빠 – 엄

마 - 아이 가족부터 패치워크가족을 거쳐 혼자 양육하는 부모나 동성파트너

관계까지 다양한 삶의 형태는 일상이야기나 가족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행동

공간을 구성하는 동시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행동 공간을 구성한다.37)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이혼가정의 아이가 아빠와 살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머릿속 난쟁이』에서 안나는 일반적인 이혼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지만 자신은 엄마의 직업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아

빠와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모성적

인 아버지와 자유분방한 어머니의 모습이 자주 그려진다.38) 특히 『난

아빠도 있어요』의 펠리는 양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파트너

이자 여가시간 파트너로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끌어간다. 가정에서 오히

려 펠리가 엄마, 아빠를 보듬는다. 펠리의 아빠는 딸인 펠리를 위해 엄마

의 빈집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는 ‘엄마의 공간’에 딸과 아빠가 공동으로

머무름으로써 남성적 - 아빠의 역할모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39) 더구나 펠리의 엄마는 뮌헨에서 빈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의

37) Isa Schikosky: Schnellkurs Kinder- und Jugendliteratur. DuMont Literatur

und Kunst Verlag. Köln. 2003, 174-175쪽. ☞

38) 안나의 아빠와 펠리의 아빠는 엄마 대신 아이를 맡아 돌본다.

실제로 70년대 이후에는 살림을 담당하고, 아이를 돌보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갔

다.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38쪽.

39) 참조. Inge Wild: In: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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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위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어있는 아빠의 집으로 가야만 한다. 아

빠와 딸이 가족으로서 자신들의 가정공간을 만들어내는 동안 엄마는 자

신만의 삶을 살았기에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엄

마는 그러한 결정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홀가분하게 아빠에게 넘기고 직업인으

로 살아가는 아빠의 공간으로 떠나간다.40)

뇌스틀링어에게 있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억압받는 부당한 존재로서

만 권위주의 비판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다. 아이들 세계가 지닌 권력의

부당하고 거친 속성에 대해서 또한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 대한 문

제제기를 확장한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순수한 존재로 이상화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순수

함이란 아이들 세계의 지극히 작은 특성일 뿐이며 그것이 아이들 삶의

전부는 아니다. 또한 아이들을 지나치게 미숙한 존재로 생각하고 훈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적이며 진실에서 멀다. 이들 두 관점은 크게 보

아 어른의 눈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어른들의 머릿속 생각일 뿐임을 뇌스틀링어는 아이

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보여준다.

작가가 아이들이 무조건 순진무구하고 죄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은 여러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오이대왕』의 볼프강은 생각 없이 지나

가는 사람을 인상만으로 판단해 친구들과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한 그 사

람이 권력자(교사)라는 것을 알자 겁에 질려 그가 그 권력을 이용해 나

40) 이는 다음날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엄마는 처음에는

펠리에게 오전에 보자고 했다가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하기 때문

에 점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후로 약속을 미룬다. 결국 펠리가 약속을 정하지 말

고 시간이 나면 전화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참조. 『Vater』,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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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괴롭힌다고 지레짐작한다. 선생님이 내게 복수한다는 생각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꽃머리

프리데리케』의 프리데리케를 괴롭히는 것도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프리

데리케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괴롭히는데,

이는 그 시대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나이모도 어린 시절 붉은

머리카락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데에서 아이들이란 존재가 단순한

이유로 편을 나누고 괴롭힌다는 것이 드러난다. 더구나 프리데리케의 반

친구들은 안나이모가 괴롭히는 아이들을 물리쳤던 방식으로는 물러나지

도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괴롭힌다. 『철학자가 개입하다』

의 학급친구들은 평소 좋아하던 친구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자 곧바로

험담을 하고 흉을 본다. 또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볼프강 한과 그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아이가 나온다. 전혀 천사같지 않은 아이들은 어린이

문학의 사실성 확보라는 면에서, 어린이 문학의 오랜 스테레오타입에 반

하는 면모로서 설득력과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선하지 않은, ‘사실적으로 그려진’ 아이들은 비유적인

암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웃사이더 Außenseiter는 영원한 유

소년기의 테마이며 현실이다. 이러한 아이들 세계의 일면을 다루는 어린

이문학으로서 아웃사이더라는 소재가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

하는 데 있어 뇌스틀링어는 게으르지 않았다. 작가는 자이트지 Die Zeit

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여기냐는 질문에 자신은 오히

려 리더타입에 아웃사이더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다른 이를 조롱하거나

그들에게 신랄하게 말했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책에서 아웃사이더에 열중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다.41)

『로자 리들』의 티나는 겁쟁이 친구를 놀리기 위해 일부러 어두운 곳

41) 참조. Herlinde Koelbl: Manchmal muss man eben in Therapie gehen. In: Die

Zeit,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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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숨어서 겁을 준다. 『난 아빠도 있어요』에서 펠리의 소꼽친구이자

옛 남자친구인 로렌츠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아이지만 직

장에 다니는 엄마를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존재42)로 여기며 남의

시중을 받는 게 몸에 밴 “최고 남성우월주의자 Super-Pascha”43)이다.

펠리의 생일파티 정리를 위한 청소 부탁에 로렌츠는 거짓핑계를 대고 거

절한다. 또한 펠리를 속이고 리찌와 연애를 하다가 또 다른 여자아이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거짓말을 일삼는다. 게다가 헤어진 후 펠리에게 빌린

물건들도 돌려주지 않는다. 『머릿속 난쟁이』에 나오는 안나는 첫 등교

날 헤르만의 잘생긴 외모에 호감을 가지고 짝이 된 것을 기뻐하지만 곧

지독한 이기주의에 허풍을 떠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한다.44) 이에

반해 안나의 남자친구가 되는 페터는 짧은 금발에 회색 눈동자, 매부리

코에 치열도 고르지 않고 멋진 옷이 아닌 형에게 물려받은 낡고 기운 옷

을 입고 다닌다.45) 그러나 페터는 유쾌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이다. 『손

안의 참새』의 로테는 이웃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

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문디의 어머니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한다. 또

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는 척하거나 겁에 질린 듯한 연기를 한다.46)

또한 문디가 자신을 좋아하기에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을 알

고 문디를 이용한다. 슈를리는 검은 눈과 머리카락 그리고 큰 키의 날씬

한 몸매로 로테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겁쟁이에 거짓말을 하고 남의 부족

42) 2/3 정상에 드는 펠리의 친구들은 엄마는 오로지 아빠와 아이들 치다꺼리를 하

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믿는다.

43) 참조. 『Vater』, 23쪽.

44) 난쟁이는 헤르만을 첫눈에 보자마자 하나도 맘에 안 들고 느낌이 안 좋다고 하

지만 안나는 오히려 난쟁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5) 페터의 가족은 역시 2/3 정상적인 가족(양쪽 부모가 함께 사는)이지만 온 가족

이 서로 사랑하는 정다운 모습을 보인다. 안나와 페터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 페터의 누나는 직접 전화를 해서 둘 사이를 중재하려 애쓴다.

46) 『마법의 분필』에서 저자는 주인공을 “지독스러운 소녀 로테 프리호다 Lotte

Prihoda, das ekelhafte Mädchen”라고 칭했다.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68쪽.



- 27 -

함을 비웃는 소년이다. 로테는 특히 특별한 형태의 주인공으로 자비네

푹스 Sabine Fuchs는 로테는 평론가와 독자에게 환영받지 못한 주인공

이며 긍정적인 암시가 없는 주인공이라고 논하였다.47) 뇌스틀링어는 자

신의 여주인공을 “매우 <평범한 아이>가 로테 프리호다 Ein ziemliches

<Normalkind> also diese Lotte Prihoda”라고 평하였고 독자들은 이를

싫어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소녀는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친구

로 설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48) 물론 자비네 푹스를 위시한

평론가와 독자, 뇌스틀링어 모두 로테가 매우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에는

동감하였으나 결국 로테 이후로는 이러한 인물은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로만 나타난다.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괴로워한 프리데리케와는 달리 『요

켈, 율라와 예리코 Jokel, Jula und Jericho』(1983)에서 요켈과 율라는

붉은 머리카락에 주근깨를 가졌고 게다가 짝발이라는 신체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요켈의 경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율라는 부모의 이혼 때

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 부유한 의사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

로 풍족한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요켈은 율라와의 우정을 위해 다른 모

든 친구들을 포기하고 왕따를 자처한다. 요켈이 인기있던 이유는 과자가

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와 본인의 유머 덕이었지만 율라와 친해진 후 친구

들에게 예전만큼 후하지 못하면서(간식제공도 하지 않고 함께 놀지도 않

으면서) 따돌림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요켈은 그 상황이 전혀 괴롭지

않고 오히려 율라와의 행복이 더욱 만족스럽다. 또한 친구들과의 사이의

괴로움도 곧 지나간다. 아이들의 질투는 『콘라드』에서도 나타난다. 콘

라드의 같은 반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 콘라드가 맘에 들지 않

47) 참조. Sabine Fuchs: 『Christine Nöstlinger: Werkmonographie』, Dachs-Verl.

Wien, 2001. Berlin, Techn. Univ. 2000. 90쪽.

48) 참조. Heldendämmerung-Neue Helden? Christine Nöstlinger. In: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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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괴롭힌다. 그들의 눈에 콘라드는 잘난척쟁이에 고자질쟁이이다. 그러

한 콘라드에게 장난꾸러기대장인 키티는 손을 내민다. 그녀는 콘라드를

돌보고 챙겨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재하려 한다. 친구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키티는 콘라드를 지켜준다. 어른이 보기에는 예의없는 나쁜 아

이일 뿐이지만 키티는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줏대있는 아이이다.

결국 키티는 콘라드의 재교육도 도맡아한다. 성인인 바톨로티부인은 콘

라드의 재교육에 실패하고 어린이인 키티가 콘라드에게서 어린이다운 무

례함을 끄집어 내는데에 성공함으로써 콘라드의 재교육을 이루어낸다49)

는 것에서 어린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나타난다.『난 아빠도 있어요』

의 주인공 펠리의 친구인 폴리는 자신의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 할머니

가 건물관리인으로 일하시는데 아이들이 누군가를 촌스러운 말투나 촌스

러운 옷을 입고 올 때 “건물관리인같다 hausmeistermäßig”고 놀리기 때

문이다. 그러나 펠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며 오히려 폴리의 할머니를 무지무지 좋

아한다. 할머니의 촌스럽고 독특한 말투나 틀니를 빼서 앞치마에 닦는

행동, 건물관리인이라는 직업보다는 할머니의 인자한 성품과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에 할머니의 행동과 말투도 즐겁고

정감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펠리의 이러한 생각은 종속되지 않은 주체

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항상 노력하는 아이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펠리는

부모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며 그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삶의 문제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에 이혼가정의 아이

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녀는 엄마나 아빠에게도 또한 학교의

교사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이직 때문

49) 참조. Reinbert Tabbert: Phantastische Kinder- und Jugendbücher in der BRD.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57

쪽.



- 29 -

에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안방법을 제시한다. 엄마의 이직에도 반대목소리를 내고

뮌헨으로의 이직이 결정된 후에도 빈에서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

력한다. 권위적인 이모의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자 가출하여 뮌헨으로

엄마를 찾아 떠나고 그곳에서 다른 문제에 부딪히자 아빠에게 도움을 요

청한다. 펠리는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외부의 압박과 강요에 대항하는 현실적

인 방법을 찾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는 작가가 바라는 아

동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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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권위주의 비판 방식의 시대별 변화양상

70년대에는 뇌스틀링어도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녀의 작품에는 그러한 계몽적 의도가 자주 엿보인다.50) 그녀는 처녀작인

『불꽃머리 프리데리케』에 대해서는 스스로 “초보참여자의 첫 번째 책

들이 그러하듯이 이데올로기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실었다. Es ist wie

jedes Buch eines engagierten Anfängers total mit Ideologie überladen

und überfrachtet.”51)고 평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

금기를 부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평했다.

내가 타부를 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실제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특정부류의

교육자, 출판업자, 작가 그리고 그밖에 또 어떻게든 아이들과 관련 사고를 하

는 사람들, 아마 나는 이런 사람들이 합의한 견해에 부딪히는 입장이기는 할

것이다.52)

뇌스틀링어의 70년대 작품에서는,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문제적으

로 보기 시작하는 것,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의 안락함 혹은 안일함 속에

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로자 리들』에서 로자 리들은 끊임없이 ‘시민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

50) 클라우스 위르겐 딜렙스키는 뇌스틀링어가 자신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어른들,

특히 부모와 교사의 권력에 대항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어른들

이 준비하고 확정지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논했다. 참조. K. J. Dilewsky:

In: Christine Nöstlinger als Kinder- und Jugendbuchautorin, 1993. 192쪽.

51) Gabriella Wenk: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In: Eselsohr 1/1984,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29쪽.

52) Breche ich Tabu?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Aufzeichnet von

Hans-Joachim Gelberg. In: 7-72 Bulletin Jugend+Literatur, S. 44-47,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2쪽. ☞



- 31 -

고 침묵하는 다수를 비판하며 그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인 나스티도 로자

리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학급을 개혁하려고 한다. 사실 나스티는

학교생활의 경우 로자 리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모범생으로서 교사나

친구들과의 갈등 없이 잘 해왔다. 그러나 로자 리들이 나타나서 나스티

의 독일어 작문숙제를 대필해 주고 과거 자신의 투쟁이야기를 해 주면서

나스티는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평소 문제

없다고 여기던 것들, 당연히 참아야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로자 리들이

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돌아보고 그 부조리함을 깨닫고 변화시키려 하는

것, 그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오이대왕』에서는 오이

대왕과 지하실의 구미오리들의 혁명을 통해 가족들이 그 안에 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가족의 부조리를 표면으로 꺼내어

비판한다. 아빠와 오이대왕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이국민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각각의 계급에서 최고자리에 있는 아

빠와 오이대왕의 공동체가 명백하게 만들어지고 그 외 나머지 인물들이

그룹을 만들려 시도하면서 억눌려졌던 동기가 도출되는 것이다.53) 즉 아

이들과 할아버지, 아빠와 오이대왕으로 편이 나뉘어져 서로 반목하여 긴

장과 부조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뇌스틀링어는 가족상황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서 이

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이미 진보된 반면에 가족 안의 권위적인 구조는 여

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명료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오이국민들을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민주적인 관계의 관철을 위한 모범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지하실에서 오이국민들의 건설작업 그리고 오이대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가족상황은 파괴될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되기만 해야 한다는

53) 참고, Reinbert Tabert: Phantastische Kinder- und Jugendbücher in der BRD.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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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뇌스틀링어는 단지 현대의 유년을 계몽하기만 하는 게 아니

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작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의식의 발전으로

의 지원을 제공하는 그녀의 책들의 해방적 기능이 드러난다..54)

80년대로 오면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엿보인다. 『머릿

속 난쟁이』에서 안나는 흥분해서 소리치는 부모와 대화하려 할 때 의자

위에 올라서서 소리친다.

안나는 엄마나 아빠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는 항상 의자 위로 기어 올

라가서 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최소한 서

로 눈을 마주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55)

안나가 의자에 올라가 소리치자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로 웃고 자신들

이 너무 흥분했고 심했다며 사과한다. 여기에서는 부모가 권위적인 태도

를 보이는 ‘명령가족’은 나타나지 않는다. 70년대 『손안의 참새』에서

로테의 엄마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짜고짜 귀가하는 로테의 따귀를

때리고 로테의 변명을 듣고 나서는 그렇다면 늦어서 때린 것이라며 자신

의 폭력을 정당화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오히려 안나가 스스

로 착한 딸로서 부모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는 모습이 보인

다.56) 로자 리들과 비슷한 역할의 난쟁이는 안나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

신의 권리를 찾아가게 도와준다. 하지만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난쟁이도 헤르만과의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

54) Bettina Kümmerling – Meibauer: Klassiker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 internationales Lexikon Band. 2. 790쪽. ☞

55) 『Der Zwerg』, 73쪽. ☞

56) 안나의 불안감은 아빠가 자신을 기르기 힘들어서 재혼을 할까 두려워서 안심하

지 못하고 “하지만 내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하면요 Aber wenn ich dir zu viel

werde.”라고 묻는 데에서 나타난다. 참조. 『Der Zwerg』,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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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나에게 그대로 따르기를 강요한다. 『로자 리들』에서 나스티가

로자 리들의 방식이 불편함에도 그대로 따른 것과 달리 안나는 괴로움을

참지 못한다. 『로자 리들』에서의 불편함은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기 위

해 올바른 시민이라면 견뎌야할 불편함이지만 안나의 괴로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 –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 에의 침범이기 때

문이다. 결국 난쟁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비록 환상적인

조력자일지라도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

을 『머릿속 난쟁이』는 보여준다. 90년대 작품 『난 아빠도 있어요』에

는 아빠나 엄마와 펠리의 대화에서 위치적인 눈높이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

히 보여진다.

뇌스틀링어가 권위적 인물과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70년대

와 80년대의 차이는 또 있다. 뇌스틀링어의 70년대의 작품은 사회비판요

소가 강한 대신 작품 속 인물과 사건들의 개연성이 약하다. 작가의 생각

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인물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에 통일감이 부족하다. 반권위주의적 색채를 띠는 작품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몽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등장인물들을 다룬다.

『콘라드』의 경우 재교육 Umerziehung을 위한 강박으로 인해 오히려

작품의 신선함이 반감된다. 극도로 유형화된 아이들과 어떠한 사건 앞에

서 급격한 성향의 변화를 나타내며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고 등장인물

들을 교화시킨다. 자유분방하고 느긋한 바톨로티부인은 콘라드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자 자포자기한다. 그러나 엄마가 좋다고 함께 살고 싶다는

콘라드의 고백에 순식간에 냉정하고 모성애 가득한 현명한 엄마의 모습

으로 변모하여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 작품에서는 교

사임을 자처한 계몽주의자, 예를 들면 에리히 케스트너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케스트너는 작품에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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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로 직접 사건에 뛰어들어 비판하고 평가하며 조언하지만 뇌스틀링

어는 철저하게 등장인물의 뒤에 숨어서 비판하고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재교육의 내용은 전형적인 교육과는 반대되는 착한

모범생인 콘라드를 예의없는 말썽꾸러기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콘라드

를 재교육시키는 주체는 어른이 아닌 동급생인 키티로 뽀뽀 Küssen와

바늘로 찌르기 Nadelstich가 상과 벌로 이용된다. 이는 『더벅머리 페터

Der Struwwelpeter』(1846)에서 ‘상’과 ‘벌’을 이용해 아이들을 훈육시키

려했던 것과 비교된다.

80년대 이후 작가의 작품들은 거창한 사회비판이나 문제의식보다는 아

동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기성세대나 사회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는다. 좀 더 부드럽고 유쾌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교육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바뀌었기에 어린 인물들의

행동에는 개연성이 있으며 그들의 주장에는 더욱 힘이 있고 생명감이 있

다. 이러한 그녀의 생각은 1985년 오스트리아 책 주간 개막식연설에서

주장한 “문학은 교육적 보조수단이 아니다! Literatur ist kein

pädagogisches Hilfsmittel!”57)라는 말로 나타나며 후에 1992년에 프랑크

푸르트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모든 교육을 그대로 내버려두자. 어린이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다듬으려는 것, 그들에게 앞질러 말하거나 설득하는 것, 그들

을 곧게 또는 굽게 만드는 것, 그들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 그밖에 또 뭐

가 교육이 되었든 그만두자.58)

57) In: Christine Nöstlinger: Ist Knderlteratur Literatur?. Festvortrag zur

Eröffnung der Österreichischen Buchwoche ‘85. 1985. In: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56쪽.

58) Christine Nöstlinger: Jeder hat seine Geschichte. Rede in der Frankfurt Uni.

1992. In: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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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은밀한 교육자’를 포기하고 “반교육 Antipädagogik”의 입장으

로 돌아섬59)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에의 도전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문학을 이용하여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며

어른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

한다. 아이들이란 어떠한 권위로 억압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같은 세

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인 것이다.60)

59) 반교육 운동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 하인리히 쿠퍼 Heinrich

Kupffer에 의해 서독에 알려지고, 1975년 출간된 에케하르트 폰 브라운뮐러

Ekkerhard von Braunmühl의 『Antipädagogik』으로 대중화되었다.

참조.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 – 교육적 관점과 미적관점의 역

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9-130쪽.

60) 참조. Daubert, hannelore: Von “jugendlichen” Eltern und “erwachsen”

Jugendlichen. Familienstrukturen und Geschlechterrollen in Schülerromanen der

80er und 90er Jahre. In: Jugendkultur im Adoleszenzroman: Jugendliteratur der

80er und 90er Jahre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1997.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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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권위주의를나타내는뇌스틀링어의문학적형상화

3.1. 반권위주의적 코믹

잉에 빌트는 어린이의 웃음은 순수한 즐거움의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코믹과 사회의 압박을 처음으로 파괴하는 즐거움인 이차적인 코믹으로

구분되며 이는 어린이 문학에서의 코믹 논쟁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논하였다. 그녀는 현실을 유희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의 문학으로 연출

되는 코믹은 근본적인 코믹능력을 보존하고, 언뜻 보아 확고부동한 권위

와 역할구조에의 비웃음 가능성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또한 유머

Humor는 코믹으로의 개념적인 경계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화해적인 세

계관의 표현으로 보여지지만,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그러한 조화로운

경향에 대해 “삐딱한 시선의 코믹 Komik des bösen Blicks”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였다.61)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코믹을 선택

하여 자칫 심각하고 사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독자가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마리아 립 Maria Lypp은 희극성에 관한한

뇌스틀링어의 책들은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논하였다.62)

그러나 뇌스틀링어는 잉에 빌트의 주장처럼 긍정적이고 화해의 경향을

가진 유머가 아닌 겉보기에 조화로운 것들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봄

으로서 생기는 균열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통해 웃음을 끌어낸다. 뇌

61)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s.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74-175쪽.

62) 참조. Maria Lypp: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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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틀링어의 코믹은 순수하고 즐겁게 웃고 넘기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짝 비틀어냄으로써 그 의미와 상황을 변화시켜 웃음을 유발한

다. 지빌 그래핀 쉔펠트 Sybil Gräfin Schönfeldt는 어린이 도서에 새로

운 전통을 가져온 여작가 중 한명으로 뇌스틀링어를 언급하며, 가벼운

유머와 독창성, 다작성과 판타지의 충만함을 특징으로 들었고, 특히 뇌스

틀링어는 세계의 잘못된 것을 태연하게, 그리고 그에 질식당하지 않으면

서 냉소적인 멜랑콜리의 태도로 받아들이며 장난스러운 비웃음을 위해서

도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은 어른들은

항상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받아들인 독일 어린이문학의

새로운 톤이라고 평하였다.63) 쉔펠트의 이러한 주장은 뇌스틀링어의 코

믹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3.1.1. 언어유희

마리아 립은 문학적인 희극성은 본질적으로 언어에 기반한다고 주장하

였다.64) 뇌스틀링어는 언어를 이용한 코믹을 잘 사용하며 특히 새로운

합성어, 이름언어유희, 단어나열, 재미나는 형용사, 색깔표현 등을 사용하

였다. 또한 메타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데, 잉에 빌트는 뇌스틀링어의 메

타포를 사용한 어휘 사용이 에리히 케스트너의 함축성있는 메타포 즉,

말 그대로 이해하기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65)

63) 참조, Sybil Gräfin Schönfeldt: Die Kinderliteratur und die Frauen. In: das

Gute Jugendbuch, 1/77, Januar-März, 27, JAHRGANG, 9-10쪽.

64) 참조. Maria Lypp: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2쪽.

65) 참조.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s.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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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

다. 특히 교사의 경우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 별명에 그 인물의

특성이 모두 드러난다.

이름언어유희 Namenwitz는 바로 어린이 및 청소년문학에서 사랑받는 코믹

Komik 수단이다. 권위적인 인물의 이름 바꾸기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위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66)

『나는 아빠도 있어요』의 마이제선생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나 파란

옷을 즐겨입고 이름이 마이제(Meise-독일어로 박새)라서 “파랑박새

Blaumeise”로 불리고, 『오이대왕』의 하슬링어선생은 항상 회색옷을 입

고 누런색의 치아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회색이기에 “회색예하 die

graue Eminenz”라는 별명을 얻는다. 침범할 수 없는 권위적 존재인 교

사의 이름을 바꾸고 별명을 붙임으로써 그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의

권위에의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어린 독자와 청소년 독자에게 단순한 재

미만이 아닌 해방의 즐거움도 주는 것이다. 또한 『나는 아빠도 있어

요』에서처럼 펠리가 엄마의 새 애인을 “그거 Dingsda”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존재를 격하시켜 부정하는 방법도 나타나다.

『손안의 참새』에서 나온 “돼지장미빛 Schweinrosa”은 책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장미빛’의 변형이다. 꿈과 환상을 나타내는 듯한 ‘장미빛’

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로테가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의 제한을 나타내는

색이다.67) 작가는 ‘장미빛’이라는 색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라

는 속물적인 단어를 합쳐서 환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굴레를 반어적으로

66)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s.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82쪽. ☞

67) “Der Farbe ‘Rosa’ scheint sie nicht zu entkommen – Sie markiert keine

Gegenwelt, sondern begrenzt Lotteswelt”. In: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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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하게 나타냈다.68) 『요켈, 율라와 예리코』에서 학교에 가기 싫은 율

라는 “치아 류머티즘 Zahnrheumatismus”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꾀병을

부린다. 이혼가정의 아이들을 “1/3 정상 drittelnormal”, 양부모가정 아이

들을 “2/3 정상 zweidrittelnormal”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을 부를 때 “부모 중 한쪽 Elternteil”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날의

이혼율 증가를 유쾌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에 나오는 “흑인혼혈 2세 Mischling zweiten

Grades” 미하엘은 “바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좋은 예 leuchtendes

Beispiel für ordentliche Muttersprache”로 “신사 Der Sir”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소녀들에게는 “눈에 확 띄는 미남 ausgesprochene

Schönheit”으로 불리며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한눈에 보아도 다른 외

모의 미하엘이 ‘바른 모국어’를 사용하며 깔끔한 옷차림과 매너로 ‘신사’

로 불리는 것은 흑인혼혈인 엄마가 과거에 당한 혼혈인에의 차별69)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또한 도둑누명에 모두들 우울해 할 때

미하엘의 아빠가 심각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농담70)을 하며 아들을

위로하려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웃음을 짓게 만든다.

작가는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나열하며 설명하는

데에 공을 들이며 독자들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외모를 생생하

게 떠올릴 수 있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의 앞부분에서 작가는 약 세

페이지 분량을 아이들의 외모 설명에 할애한다. 뇌스틀링어가 설명하며

나열하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평범함 속에 독특함을 가진 외모적 특징

68) 부정적으로 그려진 이모의 남자친구가 입은 셔츠의 색도 ‘돼지 분홍빛’이다.

69)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서 하류 중에서도 최하류 취급을 받았었다고 성토한다.

『Der Denker』, 105쪽.

70) 모두들 모여서 도둑누명을 쓴 미하엘을 걱정하는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즐겁게

나타나 아들을 “도둑아드님 meinen leiblich Dieb, 늙은 시계 도둑 alter

Uhrenklau”이라고 장난스럽게 부른다. 『Der Denker』,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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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으로써 독자들에게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줌과 동시에 친근함과 동

질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는 캐릭터의 희극성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장치이다.

『오이대왕』에서 오이대왕은 첫등장부터 “우리는 트레페리덴 가문의

구미오리 2세다! Wir heißt Königs Kumi-Ori das Zweit, aus das

Geschlecht die Treppeliden!”71)라고 비문법적이고 거만한 자기 소개를

한다. 그가 혼자임에도 자신을 “우리 Wir”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마르티

나의 의문에 엄마는 “왕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존재야. 그래서

그는 <나>대신 <우리>라고 말하지. Ein König ist eben mehr als

gewöhnliche Leute. Darum sagt er statt <ich> <wir>.”72)라고 설명한

다. 그러나 마르티나와 나를 이해시킨 말은 할아버지의 설명인 “그가 바

보라서 저렇게 말하는거야! Er redet so, weil er blöde ist!”73)이다. 할아

버지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오이대왕의 괴상한 외모와 그의 말투

에 어떠한 권위나 존엄성이 나타나지 않게 때문이다. 독일어교사의 글쓰

기의 구성과 문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오이대왕』에서 권위주의의

상징인 오이대왕이 비문법적이고 과장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아

이러니하다. 하얀장갑을 낀 손과 보석 박힌 왕관,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발가락을 가진 오이대왕의 외모와 비문법적인 복수형의 자신을 높이는

말과 과장된 어투는 대왕의 권력남용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코믹의 한 표현이다.

또한 『오이대왕』에서 약 7페이지에 이르는 직장동료들의 대화식 보

고는 그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적인 말투와 꼼

71) 『Gurkenkönig』, 15쪽.

72) 『Gurkenkönig』, 25쪽.

73) 『Gurkenkönig』,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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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하게 묘사된 전개방식 때문에 대화만으로도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이끌어낸다.

빈 사투리 또한 유머러스한 분위기에 기여한다. 뇌스틀링어는 그녀가 진정

성이 느껴지게 쓰기를 원한다면, 그녀의 대화를 오직 빈 사투리만으로도 작

성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Lange 1995) 이런 류의 진정성은 대화가 계속 이

어짐으로 인해 미니드라마의 구조를 보여주는 아빠의 직장동료 두 명이 쓴

감동적인 보고에서 드러난다.74)

이러한 대화로 이루어진 미니드라마는 『로자 리들』에서 치첼후트 부

부가 나스티 부모에 대해 험담하는 대화에서도 나타나며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코믹 요소이다. 『난 아빠도 있어요』에서 교사를 두려워

하는 아빠와 파랑박새선생의 약 22줄의 대화에는 전통적으로 권위의 상

징인 아버지와 교사 간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유치할 정도로 상대를 비난

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 이 대화의 끝에 파랑박새선생은 발끈하여 우

유가 들어있는 카트를 두고 자리를 떠난다. 버려진 카트 안의 우유를 집

어든 한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하는 즐거운 감탄 “이런 행운이 있나! 왜

냐하면 우유가 다 떨어졌고 아내는 무조건 그리스 요리를 만들 테니 말

이야! So ein Glück! Die Milch ist nämlich aus und meine Frau will

unbedingt einen Griesskoch machen!”75)은 그 상황을 더욱 코믹하게 만

든다. 여기에서 뇌스틀링어의 대화기법은 두 사람의 중요하지 않은 듯한

주고 받기식 대화와 그에 전혀 관련없는 제 삼자의 개입으로 마무리됨으

로써 그 상황을 더욱 코믹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언어적 희극성의 전

략은 어휘의 형태와 의미, 단어의 배치, 대화의 방식 크게 네 가지 차원

74) Bettina Kümmerling-Meibauer: Klassiker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 internationales Lexikon Band 2. 790쪽. ☞

75) 『Vater』,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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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지부진한 대화의 끝에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답을 이끄는 것은 희극성을 유발하는 익숙한 방식 중 하나이

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뇌스틀링어는 작품에서 빈사투리와 일상용

어, 청소년 은어를 그대로 사용76)하는데 작가의 작품에 사용되는 빈사투

리와 청소년 은어는 작품의 사실성을 살리고 마치 독자가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등장인물의 대화를 더욱 생동감있게 느껴지게 한

다. 물론 사투리가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작가가 오스트리아 빈

에서 태어났고 성장하였으며 생활하고 작품활동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빌 그래핀 쉔펠트는 빈 Wien은 헛된 것, 과거, 우울, 흑

색 농담의 온상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77) 마리아 립은 뇌스틀링어의 은

어사용에 대해 유행에 맞추느라 제약이 따르는 은어가 아닌 웃긴 관용구

가 넘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보호를 하는 속어가 지닌 전략을 흉

내낸다고 논하였다.78)

『세 친구 요켈, 율라 그리고 예리코』에서 율라와 할아버지의 부에

대한 대화, 요켈과 율라의 대화는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이 섞여

있으며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다.

율라는 요켈의 할머니가 초콜릿을 더 주지 않겠다는 말에 할머니, 요

76) 일부 작품들(『Rosa Riedle』,『Der Denke greifen ein』,『Einen Vater hab ich

auch』등)의 뒤에는 eh: ohnehin, Erdäpfel: Katoffeln, keppeln: keifen, Depp:

ungeschickter, dummer Mensch, Madl: Mädchen, Raunzen: wehleidige frau,

Binkel: Büdel, bisserl: ein bisschen 등의 사투리용어 해설이 별도 페이지로 첨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77) 참조. Sybil Gräfin Schönfeldt: Die Kinderliteratur und die Frauen. In: das

Gute Jugendbuch, 1/77, Januar-März, 27, JAHRGANG,. 9쪽.

78) 참조. Maria Lypp: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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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의 엄마, 아빠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들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율라는 요켈네의 돈 문제 해결을 위해 할아버지에

게 가서 할아버지의 은행에 있는 돈을 요켈네 가족과 나누자고 제안한

다. 할아버지는 율라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자신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율라가 자신의 돈을 요켈과 나누겠다는 말에는 율라의 일이니 알

아서 하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한 율라의 대답에는 정곡을 찌르는 유쾌

함이 있다.

“하지만 전 요켈하고 나누어 가질래요.” 율라가 외쳤다.

“그건 네 일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율라가 말했다.

“왜 고맙다는 게냐?” 의사선생님이 물었다.

“할아버지들 중에는 자기 손자들한테도 욕심꾸러기가 되라고 시킬 만큼 욕심

꾸러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자만 욕심을 부리니까 고맙죠!”

율라가 말했다.79)

그러나 결국 욜라의 돈 나누기는 실패한다. 우정은 돈으로 끊긴다는

요켈 아버지의 말을 빌어 요켈이 거절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각자

의 깡통에 각자의 돈을 넣고 월, 수, 금요일에는 바꾸어서 가지고 있기로

한다.

요켈은 기뻤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부

자였다. 적어도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80)

79) 『Jokel』, 78-79쪽. ☞

80) 『Jokel』, 8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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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켈은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 율라의 돈을 거절한다. 그러나 율라와

요켈은 아버지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이

루어내는 방법을 알아낸다. 아이들의 문제해결방식과 요켈이 부자가 되

어 기뻐하는 솔직한 모습은 아이다운 순수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며 그

것이 독자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준다.

3.1.2. 권위적 존재와 사회 풍자

어른세계의 풍자

마리아 립은 뇌스틀링어의 작품 안에서는 영아들을 위한 책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 즉 물질적 - 육체적인 것 이라던가 정도를

넘는 육체성, 카니발적인 것에의 흥미 –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어린

이도서가 고의로 피하려는 요소인 환상을 깨려는 욕구, 가차없이 성인세

계를 들여다보려는 욕구가 서로 엮여 있다고 평했다.81)

볼프강과 누나가 구미오리를 위해 모래놀이 장난감을 모금하는 모습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른들의 선입견을 풍자하고 있다. 볼프강의

친구들은 볼프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놀리면서도 필요한 모래놀이 세트

를 서른다섯 개나 가져다 준다. 반면에 어른들은 “불쌍한 흑인 아이들을

위해! Für die armen Neger!” 모금 주체자(볼프강)가 필요 없다고 거부

하는 망가진 인형들과 쓰레기들을 억지로 떠넘기며 본인들이 베푸는 친

절에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흘리는 물건들도 친절하게

챙겨준다. 지난주에 5실링짜리 동전 두 개를 흘렸을 때는 아무도 애써

주워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볼프강의 투덜거림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81) 참조. Maria Lypp: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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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가식을 통렬하게 비웃는다. 어른들이 흑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억지로 떠넘긴 물건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 “흑인 아이들이 이 쓰레

기같은 것들을 보면 무시해버리겠다! Die Negerkinder [...] die

Negerkinder pfeifen auf so ein Dreckszeug!”82) - 은 어른들의 행동이

같은 어른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어른들의 가식적인 친절을 비웃는 것이다.

또한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부모가 아이를 소위 ‘잘못 키우는’ 모습이

희화되어 나타난다. 『로자 리들』에서 공원에서 만난 엄마와 아들의 모

습에는 일방적인 부모의 폭력이 보여진다. 로자 리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어르면서 눈물 흘리며 반항하는 아르만 엄마의 입에 버터빵을 밀어넣는

모습은 똑같은 행동을 아들에게 저질렀던 엄마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아

이들에게 통쾌감을 선사한다. 펠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끊임없는 청소와

잔소리 그리고 폭력과 협박으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려 하며 『철학자가

개입하다』에서는 아이를 과잉보호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릴리베트의 엄

마가 등장한다. 그녀는 걱정이 지나쳐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한다. 80

년대 『머릿속 난쟁이』의 헤르만의 엄마는 헤르만이 버릇없게 자라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다. 그녀는 헤르만을 아기 취급한다. 아픈 헤르

만을 번쩍 안아 병원으로 데리고 가며 헤르만의 잘못은 없다고 계속 대

신하여 변명한다. 그에 대해 따박 따박 말대답을 하는 안나의 모습은 독

자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83)

“걔가 아파서 그렇단다. 아프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잖니.”

82) 『Gurkenkönig』, 123쪽.

83)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반권위적으로 교육받은 아이의 모습에서 코믹한 효과

를 얻는다. 참조.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s.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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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의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걔는 안 아플 때도 항상 그래요.” [...]

“우리 애기가 외동아이라는 거 알고 있지.”

“저도 그래요.” 안나가 말했다.

“하지만 애는 불쌍하게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하

는데에 어려움이 좀 있단다.” 헤르만의 엄마가 말했다.

“저도 유치원에 안 다녔어요.”84)

안나는 마침내 헤르만의 엄마를 보고 “저런 엄마랑 있다면 아이가 제

정신일 수가 없지! Bei so einer Mutter muss das Kind ja plemplem

werden!”85)라고 생각하게 된다.

『손안의 참새』에서 로테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끊없이 유치하게 서

로를 놀리며 음식을 먹어치우는 로테 부모의 식사모습과 몸에 대한 묘사

는 마치 희극의 한 장면처럼 추함과 기괴한 우스꽝스러움이 공존한다.

로테는 침대에 걸터앉아 앞으로 몸을 숙이고 열린 골방 문을 통해 엄마 아

빠가 옷 벗는 모습을 구경했다.

보기 흉해. 로테는 생각했다. 너무 뚱뚱하고 키는 너무 작아. 얼굴은 너무 둥

그렇고 코는 너무 커. 지방덩어리배를 가졌고 엉덩이 비곗살은 패어 있어.86)

로테의 아빠가 등장하는 빈도수는 엄마와 비슷하고, 아이에게 더 너그

러운 듯 보이는데, 이는 아이를 사랑하거나 이해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가 아이보다 더 집중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

문에 아이에게 무관심한 너그러움을 보인다. 아빠와 로테 사이에는 적대

84) 『Der Zwerg』, 71-72쪽. ☞

85) 『Der Zwerg』, 114쪽.

86) 『Der Spatz』, 32-3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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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없지만 항상 감정적인 거리가 느껴진다. 로테가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빠는 “쟤가 화장실에 있으면 적어도 시끄러운 흑

인음악은 안 들어도 되지! Wenn sie auf dem Klo ist”, sagte ihr Vater,

“dann muß ich wenigstens die verdammte Negermusik nicht anhören

!”87)라고 말할 뿐이다. 아빠는 딸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오히려 편하다. 또한 딸이 엄마에게 맞아 흐느껴도 그보다는 텔레비

전 시청이 더욱 중요하다. 로테의 아빠는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 가

전제품과 항상 연결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로테는 몸을 구부리며 날아오는 손을 피해 아빠한테 도망가 애절하게 흐느

꼈다. 로테 아빠는 로테를 끌어당겨 등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면서 “그런데-그

런데-그런데”라고 중얼거리며 로테의 머리가 텔레비전을 가리지 않도록 로테

의 머리를 자기 어깨로 꼭 눌렀다.88)

그러나 그러한 거리감이 있는 아빠는 존경스럽거나 어려운 존재가 아

니다. 오히려 아이보다 더 유치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존재이다. 문디가

살수차에 빠진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걱정스런 관심과 배려의 모습을 보

이지않고 상스럽게 낄낄거리며 비웃는다.

살수차 속에 빠진 적이 없기 떄문에 아빠는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이십년 전에 가장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자랑스러워하는

구나.89)

어른스럽지 못하고 권위가 무너진 어른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혐오감과

87) 『Der Spatz』, 3쪽.

88) 『Der Spatz』, 28쪽. ☞

89) 『Der Spatz』, 8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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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통쾌함을 안겨준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에서 철학자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스위

스에서 살고 있다. 이혼서류에는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번, 여름에는 2개

월간 아들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지만 아버지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서류에는 아버지의 권리에 대해서만 쓰여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기에 부

자가 서로 보지 못한 지 9년이라는 말은 부모의 권리만을 중시하고 아이

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세태를 비꼬는 것이다.

권위적 존재 풍자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모습이 코믹하게

나타난다.

가족과 학교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그것이 이때까지 지닌 도전불허의 권력

과 규범적 심급으로부터 청소년은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때에 공격적인 코믹

이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많은 텍스

트에서도 가족과 학교는 청소년의 분리과정이 신랄한 코믹 속에 문학적으로

적절하게 형상화되는 영역이다.90)

특히 교사의 경우는 코믹을 넘어 풍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 마리아 립의 교육법칙에 대항하며 위반하는 것은 어린이문학에서 승

리의 웃음의 근본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91)

90)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s.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75쪽.

91) 참조. Maria Lypp: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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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대왕』에서 작가는 70년대 교사들의 권위적인 모습을 풍자적으

로 나타낸다. 교장선생은 모음을 길게 늘이며 말하는 버릇이 있으며 그

것이 품위있어 보인다고 믿는다.92) 볼프강을 특히 괴롭게 한 수학, 지리

교사인 하슬링어 선생은 교사인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회색예하라는 별

명을 붙일 정도로 항상 회색 옷을 입고 점잔을 빼며 다닌다. 그는 아이

들이 장난을 치며 부딪혀도 예의바르게 사과하고 학생에게 “존칭Siezen”

을 사용하며, 같은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을 피하고 혼자만의 공간인 지

리자료실에서 쉬는 시간을 보낸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권위적이면서도

같은 교사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을 느끼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볼프강은 물주머니사건으로 하슬링어 선생을 오해하고 더 어렵게 생

각하지만 하슬링어 선생 자체도 학생과 소통이 잘되는 비권위적인 교사

는 아니다. 볼프강은 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하슬링어 선생의

눈빛과 닮았다고 느낀다. 그에게 권력자가 낮은 사람을 보는 눈빛은 같

아 보이는 것이다. 하슬링어 선생은 긴 병가 후 돌아와서 볼프강의 실력

이 향상된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한다. 그는 젊은 교사의 방식이 옳

고 본인의 방식이 틀렸다는 충격에 볼프강을 불러 변명을 한다.

하슬링어 선생은 커다란 지구본 쪽에 서서 지구본을 돌렸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군요, 아주 많이 향상되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자신이 나이도 많고, 병에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한 반에

37명이나 되는 학생들도 그에게는 너무 많다고, 그도 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교사였다고, 이제는 학생 개개인 모두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93)

교사가 난처해하며 학생에게 변명하는 모습은 교사의 권위가 불안전하

92) 『로자 리들』에서 너무 품위가 있어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는 품위있는 도

스탈 부인의 말버릇도 이와 같다.

93) 『Gurkenkönig』, 155-15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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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몹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교사를

압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권위의 상징이자 볼프강에게 공포의 대상이

었던 교사가 도리어 학생의 눈치를 보는 병들고 늙은 교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교사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묘한 통쾌감을 가지게 한다. 볼프강은 선생의 난

처함을 눈치 채고 누나와 꾸준히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순간 선생

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다시 살아나다.

선생님은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 그것 봐요. 젊은이! 노력 없

는 성공은 없습니다.”94)

교사의 입에서 나온 올바른 격언조차도 이제는 그 진지한 힘을 잃고

그 상황을 더욱 코믹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선생은 자

신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의 모범을 보인 볼프강에

게, 선생에게는 최대의 호의표시이며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볼프강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자리인 ‘지리 자료실 정리 책임자’를 권한다.95) 볼프강

은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선생님과의 대화 도중 모든 것이 본인의 오해

라는 것과 선생은 ‘교사로서 당연한 노여움’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이제 볼프강의 학교와 관련된 갈등은 모두 해결되었고 볼프강

의 입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

니에요! die Schule ist gar nicht so blöd, wie man manchmal glaubt

!”96)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작가는 바로 학교관리인의 입을 빌어 학

교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 학교가 얼마나 재미없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

94) 『Gurkenkönig』, 156쪽. ☞

95) ‘지리 자료실 책임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많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줄

수 없다고 한탄하는 선생님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볼프강의 생

각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차이를 코믹하게 보여준다.

96) 『Gurkenkönig』,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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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라고 투덜댄다.

70년대 『로자 리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사들이 나타난다. 권위적

이며 아이들을 무시하는 교사와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유약한 교사, 아이

들을 이해하며 개인(대중)과 절차의 힘을 중시하는 교사도 있다. 특히 선

생들이 박사님이라고 존칭하며 높게 여기는 나스티의 아빠가 과거 선생

출신이면서도 학교의 공기와 분위기를 버거워하는 장학사로 나온다는 것

은 흥미롭다. 실제로 나스티의 아빠는 영어선생과의 대화를 매우 불편해

하며 학교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제대로 숨을 쉬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는

나스티에게는 선생님이 한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 펠리의 아버지 역시 나름 성공한 디자이너지만 학교와 학교선생

님을 불편해해서 딸의 부탁에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가지 않고 우연히 슈

퍼마켓에서 선생님을 만나서는 유치한 방식으로 말다툼까지 벌인다. 아

이들에게는 든든하고 거대해 보이는 아버지가 아이처럼 교사에게 쩔쩔매

고 학교에서 긴장하는 모습은 충분히 코믹하면서도 아이에게 아버지도

나와 같다는 위안을 준다. 또한 아버지가 교사와 유치한 말다툼을 벌이

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에서 신사는 도둑누명을 쓰고 교무실로 끌려간

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진실을 말하라며 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취조

할 때 신사의 엄마가 나타난다. 과거의 차별과 억압에의 트라우마로 인

해 교무실에서 엄마는 교사들에게 ‘늙은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멍청

이, 늙은 사냥개’라고 히스테릭하게 퍼부어댄다. 귀가 후 그 사실을 곧바

로 후회하며 우울해하는 엄마의 모습은 웃음과 동정을 동시에 자아낸다.

그러나 아들의 편에 서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대는 엄마의 모습은

신사를 미소짓게 만든 것처럼 아이들에게 대리만족감을 준다.

『머릿속 난쟁이』에서는 80년대 학교의 모습이 이전과 내적 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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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난쟁이의 입을 통해 나타낸다.

“정말 멋지게 생긴 집이다!” 난쟁이는 감탄했다. “밝고 향기도 좋아. 이전

머리들이 갔던 학교들은 어둡고 냄새가 많이 나서 꼭 토끼장 같았어.”

그는 안나의 선생님도 맘에 들어했다. “친절해라. 소리도 안 지르고, 애들을

구석에 세워 두지도 않고,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때리지도 않아. 정말 친절하

고 좋은 여자 선생님이야.”

난쟁이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벌을 세울 수 없다는 안나의 말을 믿

기 힘들어했다.97)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미 80년대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건

물뿐 아니라 교사들도 변했다. 계산하기와 읽기에 조금만 시간이 걸려도

바로 교사가 머리가 울리도록 알밤을 때렸던 과거의 고약한 학교를 겪었

던 난쟁이는 현재(80년대)의 좋은 학교상황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

러나 안나가 백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 옛날 학교는 실제로 그리 오래 전

의 일이 아니다.

90년대에는 더욱 변해서 『난 아빠도 있어요』의 교사들은 주인공인

펠리의 놀림감이 된다.

파랑박새의 수학 시간이고 나는 파랑박새를 화나게 할 마음이 없었다. 파랑

박새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몇분에 한 번씩 나를 불안하게 쳐다

보았다.98)

권위의 상징인 교사가 오히려 학생의 눈치를 보며, 눈치를 보는 이유

가 학생이 자신을 놀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펠리가 이유없이 교사를 놀리

97) 『Der Zwerg』, 26쪽. ☞

98) 『Vater』, 3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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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을 고치는 데에는 무언가 거창한

도덕관념은 없다. 파랑박새 선생의 오해99)덕에 선생의 호의를 받게 된

펠리는 자신을 위해 주었던 아이들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해 재미만을 볼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하

고 결국은 어른들 보기에 올바른 학생의 행동을 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

해 선생의 오해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펠리의 고백은 웃음

을 자아내면서도 이해가 간다. 또한 작가의 작품에는 권위의 상징적인

존재인 아버지나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히스테리적

인 행동을 벌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70년대 『오이대왕』에서 아버

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모습은 오히려 독자가 제삼자

의 입장에서 냉정히 바라보게 만들면서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오

이대왕』에서 하슬링어 선생은 소심한 자기변호를 하지만 『난 아빠도

있어요』의 파랑새선생 등은 이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적인 교사-학생의 관계를 코믹하게 전도 komische Umkehrung

des normalen Lehrer-Schüler- Verhaltens”시키고, 교사의 “‘불안전한 권

위 위치 ungesicherten Autoritätposition”를 표현하여, “슬랩스틱에 가까

운 die Nähe des Slapstick”100)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퇴행적 공격적

행동은 연극에서 희극성을 유발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사회 풍자

회갈색의 작은 몸, 그에 비해 커다란 손, 발을 가진 구미오리들은 외모

부터가 전형적인 노동자이다. 물컹한 밀가루 푸대 같은 오이대왕의 감촉

과 달리 단단하고 억센 구미오리들의 감촉은 그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

99)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엄마가 멀리 도망간,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고 있는 불쌍한 아이라는 오해.

100) 참조. Inge Wild: Komik in den realistischen Jugendromanen Christine

Nöstlinger쪽. In: Komik im Kinderbuch, 1992, 173/200,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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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구미오리들은 오이대왕에게 착취당하느라 기반시설도 없었고 기

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다. 오이대왕이 주장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의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닌 권력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일들의 결과인 것이다. 그들은 오이대왕

의 개인 동상과 사치품들을 만드느라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 배를

곯을 정도로 압제에 시달렸다. 이제 그들은 오이대왕의 동상은 모두 부

숴버리고 학교며 이런 저러한 것들을 짓느라 아주 바쁜 상황이다. 그들

은 과거를 뛰어넘어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 돕기 위해 볼프강이 닉의 장난감들을 가져왔을 때 그들 중 누군가

는 볼프강을 위한 동상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한다. 물론 다른 구미오리

들의 비명과 볼프강의 사양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는 구미

오리들이 은연 중에 오이대왕의 통치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며 잘못된 통치자와 잘못된 시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랫동안 대

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로자 리들』에서는 로자 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정치상황으로

무고한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침묵의 동조가 어

떠한 것이었나를 알려준다. 이런 무서운 시절을 작가는 유령의 행동을

통해 암울하지만은 않게 유쾌하게 그려냈다. 로자 리들은 “유럽 유일의

노동자유령 das einzige Arbeiter-Gespenst in ganz Europa”101)으로 자

부심이 넘친다. 유령하면 유럽의 고성을 떠도는 존재로 생각할 때 노동

자 유령 그것도 유럽 유일이라는 강조는 우스꽝스럽다. 작가는 로자 리

들의 정체성을 이 한마디로 알려주는 것이다. ‘노동자!’ 이를 이어서 나

오는 ‘사회당원’, ‘신앙보다는 이성을 믿는 자’102)같은 표현은 로자 리들

101) 『Rosa』, 52쪽.

102) 유령인 로자 리들이 살아있을 당시 유령을 믿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믹하다. 나스티의 부모는 한발 더 나아가 진짜 무신론자이며 그렇기에 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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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유령이라는 그녀의 존재의 유쾌함은

오스트리아가 나치의 지배를 받던 위험한 시절(1938–1944)을 독자가 두

려움없이 받아들이게 해준다.

그 당시에는 음식이 공중을 떠다니는 것 보다 훨씬 무서운 일들이 일

어났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데에 길들

어져 있었다.

“감히 무슨 말을 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못했어. 히틀러

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잼이 날아다닌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못하지!”

보쿠르카 부인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을 거다.

미친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베이컨이나 달걀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더구나 설탕으로 살구잼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었

을 때였다. 생필품 배급표로 받는 몇 십 그램의 설탕으로는 잼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03)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유령인 로자 리들이

로빈후드 혹은 일지매처럼 베이컨과 잼 등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은 충분히 코믹하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 시절이 입을 다물고 있

어야하는 시절이라서 그녀의 유령다운 행동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정의’는 숭고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부족하던 전쟁 시절 다세대주택들을 날아다니며 이

집의 물건을 저 집으로 옮겨주는 정도의 것이다. 또한 그녀의 현실 –

특별한 능력이 있는 슈퍼영웅이 아닌 약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살

아있을 때는 나이든 관리인이자 가정부였고 유령이 된 후에도 공습 때

는 수호천사대신 수호유령인 로자 리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신을 믿지

않는 ‘이성적’인 나스티의 부모는 오히려 ‘유령’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

인다. 『Rosa』, 52쪽.

103) 『Rosa』, 8-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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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에서 아이들을 위로해주다가 폭격에 무너지는 지하실에 깔려 2년

을 지내다 보니 제3제국의 멸망도 보지 못했고 하늘을 날거나 열쇠구멍

을 통과하는 유령 특유의 능력도 잃어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104)

외에는 평발에 좁고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는 핸디캡을 가진 늙은 유령이

라는 – 은 독자에게 나도 저렇게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불편한

감정을 주기 이전에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의 모습 풍자

하넨노레 다우버트는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

가는 다양한 형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논하였다.105) 실제로 그녀의

작품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다양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나타난다.

80년대의 『머릿속의 난쟁이』의 이혼가정 자녀 안나는 이혼이 일반

가정의 1/3에 속하는 정상이라는 엄마의 말에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의 비율도 1/3 이라며 자신은 왜 항상 ‘나쁜’ 쪽의 1/3 정상에 속하냐며

투덜거린다. 실제로 80년대의 ‘머릿속 난쟁이’에서는 이혼가정인 안나의

가정은 아직은 이혼에 익숙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안나는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살아야하는 아이이다. [...] 왜 그럴까? 안나의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106)

104) 이 능력마저도 로자 리들에겐 보이지 않기에 남들에게 발이 밟히고 부딪히는

불편한 능력이 되었다.

105) 참조. Daubert, hannelore: Von “jugendlichen” Eltern und “erwachsen”

Jugendlichen. Familienstrukturen und Geschlechterrollen in Schülerromanen der

80er und 90er Jahre. In: Jugendkultur im Adoleszenzroman: Jugendliteratur der

80er und 90er Jahre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1997. 48쪽.

106) 『Der Zwerg』, 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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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 복잡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크리스마스 파티이다. 성

탄절 하루 동안에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와의 3번의 파티를 모두 해내

야하기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모두들 허둥지둥하며 만족스

러운 파티가 되지 못한 이유로 자식들의 전배우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는 좋을 것이 없는 성탄절

인 것이다. 안나는 성탄절을 시큰둥해하는 난쟁이에게 ‘성탄절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안나에게도 성탄절은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었고 난쟁이를 깨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

기게 된다.

그러나 90년대의 『난 아빠도 있어요』의 펠리는 안나와는 다르다. 작

가는 펠리의 입을 빌어 부모의 이혼, 한 부모 가정을 아동의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며 아동들이 크게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반 친구 - 이전에는 남자친구이기도 했던 - 로렌츠는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을 3분의 1 정상에 드는 아이들이라고 평한다. 부부 세 쌍 가운데

한쌍이 이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혼 가정 아이들은 모두 자기

네가 3분의 2 정상에 드는 아이이기를 바란다. 단지 나만 여덟 달 전, 정확히

말해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에 아무 불만이 없었다. 말

하자면 부모님의 이혼에 비교적 잘 적응했었다. [...]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

는 아빠가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구

슬처럼 죽을 때까지 함께 굴러다니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물론 그

렇다면야 정말 좋겠지만!107)

안나와 달리 펠리는 ‘행복한’ 1/3 정상 아이이다.108) 펠리는 부모의 이

107) 『Vater』, 7-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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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과 부모의 애인에 대한 고민과 걱정보다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에 더 집중한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스스로도 지나친 욕심이라고 칭하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포기할 줄 아

는 현실감각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정상적인 가정의 친구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행복한 이혼가정의 펠리의 삶과 비교한다.

나는 언젠가 한 달 내내 계산해 봤는데 내 친구 리찌가 자기네 아빠랑 보

내는 시간보다 내가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찌는

‘3분의 2 정상에 드는 아이’다. 그러나 걔네 아빠는 주중에는 집에 아주 늦게

들어와서는 맥주병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든다. 그리고 주

말마다 낚시를 하러 간다! 내 친구 폴리도 리찌처럼 ‘3분의 2 정상에 드는 아

이’인데, 걔네 아빠는 딸한테 시간을 많이 쏟아 붓지만, 대부분 꾸짖고, 간섭

하고, 지겹도록 모든 것을 금지하며 시간을 보낸다. 리찌와 폴리가 아빠문제

에서는 나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은 이미 유치원 시절부터 명확했다.109)

실제로 펠리는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받는 이익을 계산하며 자랑하

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아동에게는 오히려 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쪽의 합공으로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틀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지 않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행

복하지는 않다는 것도 작가는 펠리의 입을 빌어 말한다. 그러나 이혼가

정의 장점을 누리는 아동도 있고 ‘부모가 갈라선 것’에 불만이 없는 아동

108) 펠리는 본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유로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기에

나쁜 일들을 겪지 않았고 이혼상황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었으며, 부모가 모두

좋은 직업을 가졌기에 경제적인 여유(직업, 집, 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가까이 살아서 같이 살지 않아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약간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현실성을 덧바른다.

109) 『Vater』, 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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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양

쪽을 모두 비판한다. 1장에서 펠리가 언급하는 2/3 정상아이인 친구의

아빠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독자에게 친숙한 그림처럼 그려지고, 아네미

이모네 가족의 쓸데없는 규칙들과 정리정돈, 극단적으로 권위적인 이모

부와 잔소리쟁이 이모의 모습은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새 청

바지를 사는 문제라든가 엉망인 성적표의 사인을 받는 일에서 이혼가정

의 아이인 것이 이득이 있다든지 등은 떨어져사는 아이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상대부모와의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아이를 약간은 응석받이처럼

기르게 되는 한부모가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코믹하게 비판한다.

또한 주인공 펠리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아빠랑 나는 엄마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아빠는 이미 초대를 받아들

일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있었다.

“아빠는 어쨌든 그거를 반대하지 않아. 가족구성원이 느는 건데 누군지는 알

아야지.”110)

아빠는 엄마의 재혼에 어떠한 거부반응이 없다. 그러나 아빠도 펠리처

럼 엄마의 애인을 “그거 Dingsda”라고 부른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무언가 불편한 감정은 있는 것이다. 펠리는 엄마의 애인과는 반대로 아

빠의 전 애인인 마리나 아줌마와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두 사람은 사

이좋은 친구 혹은 모녀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다. 아빠는 이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펠리는 마리나 아줌마

는 이제 자신의 친구라며 아빠를 설득한다. 그러나 펠리는 아빠의 현재

애인인 리시-하시에게는 거부감을 가진다. 이는 전 애인인 마리나 아줌

110) 『Vater』, 17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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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펠리와 아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현 애인인 리시

-하시에게는 아빠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펠리를 압박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펠리가 마리나 아줌마는 부재중인 엄마의 온정을

채워주는 존재로 받아들이지만 새 여자친구는 딸의 질투심을 가지고 거

부한다고 평한 잉에 빌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111) 이에 따라 마리나 아

줌마는 현명하고 평범한 외모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지만, 리시-하시는

인형같은 외모와 독특한 말투의 개념없는 인물에 부가적으로 버릇없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코믹한 존재로 묘사된다. 아빠와 펠리가 아파

서 누워있을 때 아빠의 전 애인과 현 애인 그리고 전 부인의 여동생인

이모가 스프를 끓여주겠노라고 방문해서 벌이지는 소동은 다수의 여자들

이 한 명의 남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과 같다. 이모는 결국 다른 두 여

자를 내쫓아버리고, 아빠와 펠리는 한편이 되어 이모를 내쫓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모를 내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태리 음식과 샴페인을

배달시키고 유쾌한 파티를 연다. 결국 그 파티 이후에 그들은 일주일을

더 집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다. 마리나 아줌마가 이틀 뒤에 와

서 스프를 끓여주고, 그 다음날은 리시-하시가 와서 스프를 끓여주며 아

빠와 펠리가 서로를 배려해 마리나 아줌마와 리시-하시에게 친절히 대

해다는 이야기는 그 소동을 더욱 재미나게 만든다. 이러한 아빠와 딸의

모습은 이혼가정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부모의 이성친구, 재혼)을 즐

겁게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잉에 빌트는 이를 아빠의 여자친구들에 대

한 딸인 펠리의 승리로 보았고 따라서 이후에 펠리가 남자친구인 로렌츠

와 헤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112) 결국 아빠와 펠리는 각

자의 이성친구를 정리하고 엄마도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빈으로

111) 참조. Inge Wild: In: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 1996.

112) 참조. Inge Wild: In: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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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의 재결합은 아니다. 아빠와 딸의 동거관계

는 더욱 공고해졌지만 엄마는 자신의 직업에 더욱 충실해지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의 모습이 되

는 것이다.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현실적인 가

족 모습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인해 젊은 독자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들이

가족적으로 함께 살기위한 솔직하고 신빙성있는 현실에 맞는 기준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113)

때로는 통렬하게, 때로는 넌지시 권위를 비웃고 문제제기하기 위하여

뇌스틀링어가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수단은 어른들과 그들의 가치관, 반

응양식 등에 대한 반어와 풍자, 코믹 등을 이용해 사회 지배계층, 권위를

조롱하는 카니발적 수단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생활도 자주

희화와 조롱기 섞인 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7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사회적 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기대와 가치,

목적과 수단 등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을 보이며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상

황에서 작가는 웃음과 함께 비판을 이끌어 낸다. 작가가 자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웃음이 기분 나쁜 것을 견디는 데에 최고이며 여러 상

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에 자신도 놀랍다114)는 말은 뇌스틀링어가

웃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알려준다.

113) 참조. Daubert, hannelore: Von “jugendlichen” Eltern und “erwachsen”

Jugendlichen. Familienstrukturen und Geschlechterrollen in Schülerromanen der

80er und 90er Jahre. In: Jugendkultur im Adoleszenzroman: Jugendliteratur der

80er und 90er Jahre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1997. 60쪽.

114) 참조. Herlinde Koelbl: Manchmal muss man eben in Therapie gehen. In: Die

Zeit,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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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상

3.2.1. 사회적 환상

청소년 문학에서 교육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인식은

낭만주의의 청소년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닌, 목적과 의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도전받게

되었다. 낭만주의에서는 계몽주의가 ‘순전히 허황된 이야기’라 폄하한 메

르헨을 높이 평가하였고 청소년 문학을 일반 성인문학과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환상문학은 독일 낭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미하엘 엔

데 이후 독일청소년문학에서는 환상적인 요소를 수용한 문학이 대거 등

장하였다. 1970년 이후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문학에서는 사실주의

문학과 함께 환상문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환상문학은 현실도피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젊은 독자들에게는 사랑을 받았다. 현대 독일 청소년문

학 중 환상문학을 대표하는 미하엘 엔데의 경우 평론가들에게 현실 도피

와 새로운 차원의 현실참여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엔데가 현실위

기를 극복할 대안을 이성주의에 대항하는 반합리주의에서 찾았다면 뇌스

틀링어는 그와 달리 작품에서 환상적 요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몽롱한

환상 nebulöse Phantasie보다는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이 보여주듯이 현실

과 결부된 참여적 환상 engagierte Phantasie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카린

리히터 Karin Richter는 뇌스틀링어가 환상적인 사건과 인물을 일상생활

과 연결하였다고 평하였다.115) 뇌스틀링어는 1983년의 인터뷰 <환상과 사

회참여는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다 Phantasie und Engagement gehören

115) 참조. Karin Richter: Komische Literatur aus der BRD für Leser am Ende

der Kindhei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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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주 즐겨 판타지 이야기를 쓴다. 그리고 나는 판타지는 사회적 사회

참여와 정치적 사회참여가 없으면 작용할 수 없다고 믿는다. 마치 근래에 판

타지 아동도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 질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

겠지만, 나는 이미 판타지문학에서 약간 더 사회참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시도한다.116)

또한 현실접근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래서 청소년 작가는 ‘간단한’ 문장으로 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애써

야 하며 긴장과 언어적 위트 그리고 현실과의 유사성을 제공해야 한다.117)

반권위주의적 청소년문학은 문제지향적, 사실주의적 성향을 띠었지만,

한편으로는 환상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비유적이지만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새로운 환상문학, 즉 사회적 환상 soziale Phantasie을 이용한

환상문학이 자리를 잡았다.

미하엘 엔데의 작품 주인공들은 현실에서 환상세계를 방문하고 변화된

의식으로 돌아와 세계를 구원한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현실 속의

주인공들에게 환상의 존재가 다가오지만118)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세

116) Interview von Christian Schmitt. In: Böresenblatt 51/28.3.1983, S.1475-1476.

In: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21쪽. ☞

117) Christine Nöstlinger: Ein Buch ist wie ein Fahrad. In:

Buchbazar/Kinderbuchtip, Frühjar, 1995. In: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33쪽. ☞

118) 칼 에른스트 마이어 Karl Ernst Maier는 판타지 아동문학의 한 예로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의 다양한 변형을 들었으며 그중 현실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인

물이 개입하는 이야기로 린드그렌과 야노쉬, 뇌스틀링어 등의 작품을 들었다. 참

조. Karl Ernst Maier: Jugend literatur, Verlag Julius Klinkhardt, Bad

Heilbrunn/OBB. 1980. 103쪽.

카스텐 간젤 Carsten Gansel은 80-90년대 환상문학을 3가지 기본모델로 나누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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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원하는 등의 거창한 임무는 없다. 엔데가 현실도피를 넘어 새로

운 차원의 현실참여를 제안한다면 뇌스틀링어는 현실 그 자체의 아이러

니한 모습을 환상처럼 적절하게 버무려 현실 자체를 즐겁고 정감있게 표

현한다. 뇌스틀링어는 현실만이 아닌 환상을 함께 다루지만 다른 작가나

다른 시대의 환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뇌스틀링어의 환상은 현실에서

뚝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별 차이가 없는 환상이다. 작가는 현

실적인 환상 작품에서 환상과 현실이 쉽게 소통하게 한다. 이로써 독자

가 작품과 등장인물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작품이 독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된다. 판타지 아동문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는 무서운 존재들을 무해하

고 귀여운 캐릭터로 바꾸어 놓으며 부드럽고 우아한 유머를 선보였으며,

파울 마는 독특한 외모와 성격의 귀여운 말썽꾸러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뇌스틀링어가 사용한 환상은 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박하다.

나는 “체험 Erlebniss” 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경험 Erfahrung” 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는 단지 내가 아는 것만 쓸 수 있다. 에스키모와 이글루 안

으로 기어들어가거나 인디안과 버팔로를 사냥하는 것은 나랑 맞지 않는다.

나는 로마용병 발에 수포가 생긴 것이 나를 괴롭혔던 것과 비슷한지 다른지

상상할 수 없다. 나의 환타지는 거기에서는 출발할 수 없다.119)

김경연은 뇌스틀링어가 판타지를 이용하여 아이에 대한 기존의 상을

스틀링어의 오이대왕을 현실적인 허구세계 속에 갑작스럽게 환상적인 활동영역

으로부터 나온 인물, 대상, 현상이 나타나거나 현실적인 허구 세계 내부에서 환상

적인 변화(변신)가 시작되는 기본모델 A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참조. Carsten

Gansel: Moderne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 Praxishandbuch für den

Unterricht. 168쪽.

119) Breche ich Tabu?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Aufzeichnet von

Hans-Joachim Gelberg. In: 7-72 Bulletin Jugend+Literatur, S. 44-47,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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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고 아이의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나타내며, 이러한 태도

는 독자에게 현실의 문제들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관념을 일깨워주며, 어른 세계의 잘못된 발견을 지

적하고 비판함으로써 ‘해방’의 기능을 지향한다고 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립성과 자의식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며, 연대와 인간성, 관

용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러한 심

각한 문제 제시를 하면서도 언제나 유머가 함께 하여 결코 ‘재미’를 놓치

지 않는다.120)고 평하였다.

뇌스틀링어는 현실적인 사건에 어떻게든 환상적인 관점을 붙여 이야기

를 이야기할 가치가 있게 만든다는 인터뷰진행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제 나는 환상적인 시선을 어린이독자들에게 현실을 더 잘 파악하게 도와

주는 보조도구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환상적 시선이 재미있다.121)

그녀는 자신이 환상을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

을 인정하지만 환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작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가의 이러한 신념이 그녀의 작품에서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현실도피 또는 사회적 기만

1970년에 출판된 그녀의 첫 작품인 『불꽃머리 프리데리케』에서 그녀

120) 참조. 김경연. 아이들의 변호사. 『창비어린이』 제 3권 제 1호. 2005. 9쪽.

121) Breche ich Tabu?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Aufzeichnet von

Hans-Joachim Gelberg. In: 7-72 Bulletin Jugend+Literatur, S. 44-47,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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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환상을 이용해 사회비판과 반권위주의

Antiautorität를 아동문학에 나타냈다. 프리데리케는 비록 새로운 곳으로

떠남으로서 현실도피를 했고 이는 진정한 문제해결은 아니었지만 동화가

가진 비판능력은 충분하게 나타났다. 구드룬 슐츠 Gudrun Schulz는 프

리데리케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긴양말의 피피와 비슷한 아웃사이더

로 보았다. 이러한 인물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학교와 부모의 집의

관계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의문을 품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독자

에게 요구하며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하였다. 122) 『불꽃머

리 프리데리케』에는 곳곳에 환상과 풍자가 숨어있다. 프리데리케의 빨

간 머리카락은 불꽃을 내고 하늘을 날게 한다. 붉은 수고양이는 말을 하

고 안나이모는 비현실적으로 뚱뚱하고 한탄만 하며 산다. 프리데리케는

일반적인 사회비판 동화와도 약간 거리가 있다. 이 작품에서 프리데리케

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와 같은 아이들이며 아이들은 단지 프리데리케의

머리가 붉은색123)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괴롭힌다. 프리데리케는 공부

도 잘하고 부지런한 학생이라서 교사들에게는 인정받는 존재이고 그렇기

에 더욱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프리데리케가 당하는 부당한 괴롭

힘에 교사들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더 곤란에 빠뜨린다.124) 프리데리케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수

고양이가 알려준 붉은 머리카락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서

122) 참조. Gudrun Schulz: Außenseiter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sliteratur. In: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and 2.

Schneider Verlag, 2005. 747쪽.

123) 서양에서 빨간머리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며 이 작품에서는 아웃사이더이자 억압

받는 약자인 프리데리케 가족을 특징짓는다.

124) 선생님은 프리데리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벌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교장선생님은 모르는 척하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이 프리데

리케를 괴롭히는 것에 교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

하고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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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 만약 여기에서 이 동화가 끝난다면 이것은 평

범한 동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

사들은 겉으로 문제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뿌듯해하

고 아이들은 좀더 발전된 방법으로 프리데리케의 마법을 피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 어리석고 노력할 의지가 없는 무능력한 어른들과 잔인한 아

이들이 있는 한 문제해결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어른인 그러나 색맹인,

즉 불완전한 어른인 브루노아저씨만이 우체국의 규칙을 어기면서 프리데

리케를 보호해주지만 경직된 사고를 가진 우체국장에게 규칙을 어긴 것

과 색맹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어 사표를 내게 된다. 우체부인 브루노

아저씨는 우표색을 식별할 수 없는 색맹이다. 그는 프리데리케의 붉은

머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즉 선입견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또한

프리데리케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오직 브루노부인이 선물한 『더벅머리

페터 Der Struwwelpeter』(1846)125)와 『막스와 모리츠 Max und

Moritz』(1865)126) 단 두 권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더벅머리 페터, 막

스와 모리츠 또는 긴양말의 피피가 멋대로 행동하는 파괴적인 상상의 존

재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의 전통에서 발생된 존재이며 이는 권

위주의에 대한 유머와 비판으로 옮겨갔다는 데에서 작가의 반권위주의

사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장치로 주의 깊게 볼 만하다.127)

브루노아저씨가 밤에 떠날 것을 제안하자 안나이모는 마을의 모든 사

람들이 자신들이 날아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게 일요일 낮에 교회광장

에서 출발하자고 제안한다. 프리데리케와 이모, 붉은 고양이가 커다란 바

125)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을 공포스럽게 묘사하여 아이들에게 겁

을 주는 하인리히 호프만 Heinrich Hoffmann의 독일의 어린이 교훈책, 머리를

감거나 빗지 않아 더벅머리가 되고 손톱 발톱이 길게 된 페터의 이야기 – 프리

데리케의 붉은 색 숱이 많은 불꽃머리와 비교된다.

126) 빌헬름 부쉬 Wilhelm Busch가 쓰고 그린 장난꾸러기 악동들의 이야기. 방앗간

에서 밀가루로 빻아지지만 다시 살아난다.

127) 참조. Isa Schikorsky: Schnellkurs Kinder- und Jugendliteratur. DuMont

Literatur und Kunst Verlag. Köln. 2003.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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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에 부르노 부부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본다. 그러나 시장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는 건 사람들에게 좋지 않아, 전혀 좋은 일이 아니지. 내가 무

언가를 해야겠어.128)

시장은 즉각 서커스를 불러 시민들이 이들의 출발을 잊어버리게 한다.

시장은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이제 나도 모두 잊을 수 있어!”라고 말하

고 소파에서 잠이 드는데 사건을 꾸민 당사자마저 잊고자하는 모습은 기

성세대의 자기기만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자는 이처럼 시

민들을 손아귀에 넣고 그들의 생각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눈에 보

이는 진실마저도 덮어버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기만한다. 『불꽃머리 프

리데리케』의 내용과 환상적 해결은 다른 의미맥락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프리데리케라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그녀가 사라지는 사건을

서커스라는 대중적 오락이자 쇼로 기만하는 방식, 그녀가 사라진 후 그

녀를 잊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시장과 결국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에 만족하는 시장의 모습은 그 전체가 나치와 그 시절 수많은 소시민

적 독일인들이 유대인, 집시와 같은 약자를 부당하게 다루었던 방식과

함께 그들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훗날의 과거청산 작업이 유사함을

암시한다. 시장이 서커스를 이용해 프리데리케 일행의 비행을 덮는 것은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인 유베날리스 Decimus Junius Juvenalis(c

60-140)가 한 “국민에게 빵과 놀이를 주어라 Gebt dem Volk Brot und

Spiele”라는 말을 인용한 히틀러의 국민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라는

말의 직접적 비유로 보여진다. 비록 프리데리케 일행은 시민들이 그들의

환상적인 비행을 보고 깨달았을 거라고 굳게 믿고 행복하게 떠났음에도

128) 『 Die feuerrotte Friederike』, 9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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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현실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TV-칼』에서 안톤은 TV 속으로 망명하는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

고 함께 현실세계를 떠나간다. 현실세계에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안톤에

게 진정한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할머니129)와 TV속의 칼이다.

프리데리케는 본인이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상향으로 떠났지

만 안톤은 할머니와 칼의 도움을 받다가 마지막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하

기 위해 행동한다. 프리드리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구니에 묶어서 부

르노 부부를 태우고 떠나며 안톤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떠나간다.

그러나 프리데리케 일행의 망명이 서커스의 쇼로 잊혀진 것처럼, 할머니

와 안톤의 망명은 현실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할머니와 손자 실종사건’으

로 비춰질 뿐이다. 남아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뇌스틀링어는 자신의

방 벽에도 붙여놓았다는 어린이책을 쓰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페터 헤르

틀링의 연설을 인용하여 어린이책 작가로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나는 달래주는 책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불안하게 하고 정신들게 하고 사

람과 사물, 친숙한 것 속에 있는 낯선 것, 심지어 불가능한 것에 호기심 갖게

만드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자극한다. 계속

생각하라, 계속 말하라, 계속 이야기하라, 너의 판타지를 믿어라, 하지만 그

판타지가 현실을 잊어먹는 일은 없게 하라. 이런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해 무

슨 말이 쓰여질 수 있게 되는 주요노선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위트

와 재미, 사랑, 직관과 경험, 정확성, 열정, 이성 등등이 없어선 안된다. 감정

을 축소시키지 않고 표현하는 언어에 말이다.”130)

129)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 “안톤을 본인이 데려가기 위해 사자처럼 싸우

마 Wie ein Löwe werde ich um dich kämpfen!”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이상으로

낙인찍혀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안톤을 위해 TV리모컨을 훔쳐서

부순다. 참조. 『TV-Karl』

130) Heldendämmerung-Neue Helden? Christine Nöstlinger: In: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9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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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환상을 다루되 현실을 잊지 않으며 달콤한 위로

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독자들에게 환상으로 현실을 보여준다.

3.2.2. 반권위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환상의 존재

뇌스틀링어식의 부족한 환상친구

어린이 책에 나타나는 환상의 친구들은 주인공의 좋은 친구인 것만이

아니라, 동화 조력자가 보유하는 교육적 기능을 그대로 가진 은밀한 교

육자의 역할을 하며 현실의 어른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아이들의 발달과

정의 진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들은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제2

의 탄생을 도와준다. 물론 환상의 친구들은 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

로도 문학적 반영의 형상화이다. 이런 관점에서 『로자 리들』의 수호유

령 로자 리들은 환상의 친구로서는 약간 부적합하다. 우선 1) 멋진 외모

를 가지지 못한 늙고 뚱뚱한 할머니에 2) 천사나 요정이 아닌 ‘유령’ 이

며 3) 유령임에도 하늘을 날거나 몸을 줄이고 늘여서 열쇠구멍 정도는

가볍게 통과하는 능력도 없고 4) 무엇보다 너무 현실적인 평발이라 오래

걷지도 못하고 5) 좁은 곳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로자 리들은 ‘수호

천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나스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족한 존재이다.

나스티보다 나은 점이라면 ‘유령’이라는 존재 그 자체와 오랜 시간을 살

았기에 과거를 경험했고 그에 따라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유일의 노동자 유령’이라는 자부심과 ‘시민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

는 것뿐이다. 그녀의 도움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나스티가 티나와 싸울

때, 공포영화를 볼 때뿐이고, 나스티 혼자의 힘으로 해낼 때에는 아무 문

제가 없었던 독일어 숙제와 영어 수업시간에서 로자 리들의 도움은 오히

려 나스티에게 문젯거리를 안겨준다. 더구나 이 문젯거리는 나스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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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이처럼 로자 리들은 나스티의 ‘개

인’ 수호유령이라는 직분보다는 ‘사회’ 변혁을 꾀하는 ‘노동자’ 유령의 위

치에 더 열중하며 본인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대리

인으로 나스티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많은 어린이도서에서 환상친

구는 결핍증상이고, 결핍이 해소되면 환상의 친구는 사라진다. 그러나 로

자 리들은 나스티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본인의 의지로 나스티의 수호

유령에서 학교의 수호유령이 되어 떠나버린다. 이는 미래의 세대인 아이

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70년대 작가의 사상이 환

상친구인 로자 리들을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80년대 후반 작품인 『머릿속 난쟁이』의 난쟁이는 전통적

인 환상 친구의 역할을 한다. 난쟁이 역시 사람의 머릿속에 살면서 그들

의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연결시켜 생각을 바

꾸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엄청난 능력자는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머리 딱 그 수준만큼의 지식만을 가질 수 있고 오랜 시간 잠만 자며 머

리 밖에 나와서는 오래 있지도 못한다. 더구나 난쟁이의 도움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난쟁이는 비록 수퍼영웅은 아니지만 오롯이

안나만을 위해 안나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준다.131) 난쟁이는

오래 산 연륜으로 헤르만이 잘생긴 외모 뒤에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며 엄마의 우울한 표정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연기라는

것을 안나에게 알려준다. 어린아이인 안나는 부모를 우울하게 하거나 힘

들게 하는 데에 죄책감을 가지고 안절부절하지만 난쟁이는 그런 것쯤 무

시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충고하며 안나가 할 수 있는 – 약간은 당

돌하고 버릇없어 보일 수 있는 - 방법을 알려준다. 안나의 엄마는 자신

의 우울한 표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곧 다른 해결방

131) 로자 리들이 나스티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보다 ‘시민의 용기’를 가르치는 데에

더 집중한 것에 비해 난쟁이는 안나 개인의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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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찾는다. 부모들도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안나가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이득을 포기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조

종하기 위해 연기를 한다132)는 것을 알고 나서 안나는 이제 아빠의 한숨

도 태연히 넘길 수 있다.

안나는 아빠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주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안나는

생각했다. 엄마와 함께 주말을 같이 보내는 것보다 나쁜 일이 세상에 얼마든

지 많은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지? 아빠는 금방 적응할거다. 혹시 아빠가 적

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혼한 가족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안나는 벌써 오

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133)

어른들이 아이에게 금방 적응할거라고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똑

같이 안나는 부모가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어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이

들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난쟁이 덕에 자신을 얽매고 있던 ‘착하고 예

의바른 아이’의 굴레를 벗어 버리고 죄책감 없이 부모에게 받을 관심과

시간(=사랑)을 요구해도 된다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안나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다. 드디어 안나는 부모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바

보같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를 충분히 자주 볼 수 있잖아요!”134)

라던가 “난 탁구공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기분에 따라 이리 저리 밀쳐

보낼 수 없어요!”135) 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한다. 그리고

132) 『난 아빠도 있어요』의 펠리는 자신의 엄마의 장점으로 ‘엄마들의 잘 알려진

‘그러나 – 난 – 지금 – 너 – 때문에 – 슬프단다 - 트릭 den gewissen

mütterlichen Jetzt – bin – ich – aber – traurig – wegen – dir - Trick’’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참조. 『Vater』, 136쪽.

133) 『Der Zwerg』, 103쪽. ☞

134) 『Der Zwerg』,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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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난쟁이의 충고로 안나는 “‘정상적

인’ 아이 ein ‘normales’ Kind”가 된다.136)

1995년도 작품인 『TV-칼』에서 안톤의 부모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

이 있고 둘의 싸움에만 집중하느라 외동아들인 안톤에 대해 서서히 잊어

가기 시작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들의 용돈을 잊고 후에는 아들의 생

일마저 잊어버리는 등 아들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잊어간다. 외롭고

버림받은 안톤을 받아주는 이는 TV 속의 칼 아저씨이다. 이는 현대 사

회에서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과 가족과 친구의 역할을 미디어 매체가 대

신하는 것을 비꼬는 것이다. 칼 아저씨 즉 TV는 안톤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 해주는 조언자이자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 친구, 부모의 역할을 한

다.137) 그러나 칼 아저씨도 70년대의 로자 리들이나 80년대의 머릿속 난

쟁이와 비슷하다. 칼 역시 TV 속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안톤을 도와

주지만 TV 밖에 나와서는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 또한 안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빠의 돈을 몰래

가져다가 학교에 보상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환상의

황금보물 따위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뇌스틀링어의 환상 친구들은 놀라운 능력을 지닌 무결점의 선

하고 현명한 불사신 같은 존재가 아닌 오히려 주인공인 어린이보다도 부

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핸디캡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상적인 은밀한 교육자로서 주인공이 주체적인

존재로 홀로 서서 사회 혹은 가족 내의 권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그

135) 『Der Zwerg』, 102쪽.

136) 정상적인 아이라면 주말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양쪽

부모와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된 안나는 정상적인 아이라는 말장난이다.

참조. 『Der Zwerg』, 104쪽.

137) 칼 아저씨가 과연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지 혹은 안톤이 TV를 의인화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참조. 『Der TV-Karl』 im Unterricht, Praxis BELTZ, 2007.



- 74 -

에 대항할 수 있게 재교육을 시킨다.

비밀친구의 공개 또는 발각

로자 리들은 나스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스티가 수호천사라는 존재

를 간절히 원할 때 나타났기에 나스티는 로자 리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엄마의 경우 로자 리들을 발견한 후 ‘자신을 너무 약

하고 비참하게’ 느낀다. 그녀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숨어서 “불쌍한 안네마리, 불쌍하고 불쌍한 안네마리. 이제 너 정말

미쳤구나! Arme Annemarie, arme, arme Annemarie, jetzt bist du

tatsächlich wahnsinnig geworden!”라고 중얼거리는 것 뿐이다. 그녀는

극도로 당황하고 흥분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지 못한다. 아빠는 로자 리

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도 ‘자신의 생각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다. 바쁜 아침의 소동을 로자 리들이 나타나 정리하자 아빠는 ‘기가 푹

꺾인’ 모습을 보이고, 로자 리들의 칭찬을 듣자 아이처럼 ‘기쁜 듯 보였

지만 여전히 기가 꺾인’ 모습을 한다. 그러나 아빠는 로자 리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되고, 엄마 또한 로자 리들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인

다. 엄마는 이후에 로자 리들을 “내가 들어본 중 최초의 예의바른 유령

Das ist das erste anständige Gespenst, von dem ich gehört habe!”138)

이라고 평하며 자신의 오빠보다 로자 리들의 편을 들 정도가 된다. 로자

리들의 존재는 나스티의 부모에게 갑작스럽게 ‘발각’됨으로써 공포로 다

가오지만 무신론자인 이들은 곧 이성적139)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

138) 『Rosa』, 123쪽.

139) 이성적이기에, 자신이 본 것을 믿어 유령을 잘 받아들인다는 설정은 코믹하다.

더구나 아빠가 로자에게 로자 리들 덕에 자신이 믿던 것이 무너졌다고 투정하고

로자 리들에게 이성적이라고 칭찬을 받자 기뻐하는 모습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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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 난쟁이』에서 난쟁이가 부모님에게 드러나는 것은 ‘발각’이

아니라 안나와 난쟁이의 합의에 따른 ‘공개’이다. 그 상황에서 당황하여

창백해진 부모에 비해 아이와 난쟁이는 아주 차분하다. 난쟁이는 자기처

럼 조그만 것도 거인 같이 큰 부모님을 보고 아무렇지 않으니 곧 괜찮아

질거라고 위로하고, 안나는 엄마, 아빠의 볼에 입을 맞추고 괜찮을 거라

고 위로해 주면서 ‘갑자기 몸집도 커지고 힘이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든

다. 부모는 큰일이 생긴 듯 힘없이 앉아 있으나 어린이의 눈에는 따지고

보면 ‘겨우 난쟁이가 하나 더 생긴 것뿐’인 것이다.140)

3.2.3. 작품에 나타난 환상의 비밀공간

반권위주의와 관련하여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비밀은 『불꽃머리 프

리데리케』나 『로자 리들』에서처럼 마법적 위력이나 비현실적 존재 등

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특정 공간의 비밀스러움이나 상징성 혹은 비밀

공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도 그려지곤 한다. ‘비밀 친구’

외의 아동에게 ‘비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는 비밀 ‘장소’가

있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전에 나타난 자연속의 비밀공간(숲, 연못

가, 헛간 등)은 더 이상 아동에게는 현실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마텐 클

로트는 비밀 장소로서의 다락방은 70년대에 이미 시대에 뒤쳐진 지 오래

였다.141)고 논하였다. 그러나 뇌스틀링어의 『로자 리들』에서는 나스티

가 로자 리들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다

140)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아이가 오히려 부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

다. 『머릿속 난쟁이』에서는 치과에 간 엄마를 안나가 달래주자 의사가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달래 주다니, 완전히 바뀐 세상이네! Das ist ja die total

verkehrte Welt [...] Wo die Kinder die Mütter begleiten und trösten müssen!”

라고 말한다. 참조. 『Der Zwerg』, 152쪽.

141)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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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방이 이용되었다. 또한 『오이대왕』에서 구미오리들이 비밀스럽게 살

아가는 공간은 지하실이다. 『손안의 참새』에서 로테만의 환상적 비밀

공간은 화장실이다. 전쟁 후 예전의 주택들은 사라지고 새로 지어진 건

물들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사는 다세대주택이었다. 예

전과는 다른 도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형태에서는 지하

실이나 다락방 같은 이전 아동문학에서는 개인적인 비밀공간으로 사용되

던 공간들이 여러 가구들에게 공개된 공동 공간이 되었다. 여러 다양한

가구가 벽을 사이에 두고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며 다락방을 공유하고 가

장 개인적인 공간인 화장실마저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서 초등학생 어린이인 로테가 자신만의 화장실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획

기적이다. 더구나 그 화장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경쟁자는 베르거부인, 즉

성인여성이다. 이러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테는 일주일에 밀크캐러멜 3

개의 임대료142)와 계약서 작성을 통해 로테의 화장실은 공동의 배설공간

에서 온전히 로테 만의 비밀스런 공간이 된다. 『로자 리들』에서 도스

탈부인은 로자 리들에 의해 다락방에서 쫓겨난다. 뇌스틀링어는 이러한

상황 설명을 통해 아이들의 비밀공간을 어른의 침입이 금지된 어른에게

서 획득한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확정지었다.

당시 로테는 곧잘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곤 했다.

“재는 늘 화장실에 있어요!” 로테엄마가 주장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을 때만 가요!” 로테가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의 엄마는

깔보듯이 코로 숨을 내쉬면서, 눈을 한 바퀴 굴리며 눈꺼풀을 두 번 깜박였

다. 그 뜻은, 오 맙소사, 들었어요? 혼자 있고 싶대요, 글쎄. 왜 그녀는 혼자

142) 이 이용료는 엄격히 사실주의적인 이 작품에서 유일하고도 아주 작은 판타지

적, 부조리적 요소이며, 그저 지나가듯 언급된다. 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과시하

기 좋아하는 어린이 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간결법이며, 인지도가 이 책에 비할

수 없이 높은 『오이대왕』에 투입된 판타지 전체보다도 값진 문학적 경제성이

다.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3,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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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원하지요? 도대체 어린애가 혼자 있을 필요가 뭐지요?143)

어린이도 혼자 있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부

모, 어른들은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로테의 화장실은 이중적인 공간이다. 우선 공동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

기에 로테의 화장실은 로테만의 공간이지만 바로 옆의 화장실을 포함해

외부의 소리는 모두 들려온다.144) 로테가 숨죽이고 있는 로테의 화장실

과 달리 바로 옆 공동화장실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지지 않는 공

개된 배설의 공간145)이다. 이는 로테가 자신의 주위 환경을 모두 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늑하고 환상적인 공간인 로

테의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은 더러운 배설의 공동 공간인 것이

다. 로테는 추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 자신의 공간으로 숨

어들어간다. 로테의 화장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곳은 오직 로테만을 위한 환상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환상의 공간은 아니다.

뇌스틀링어의 환상은 현실과 단절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그녀의 텍스트에서 판타지는 사회적 맥락 안에 있

어야만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판타지는 그녀에게 “가치판단을 배

제한” 것일 수 없으며, “도피를 위한 환상”을 위해, “무언가를 몽롱하게 지어내

는” 데 쓰이는 것도 아니다.146)

143) 『Der Spatz』, 3쪽. ☞

144) 계단실의 소음은 단지 화장실로만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로테가 눈에 보

이지 않는 것을 훔쳐보는 듯한 관음주의적인 감정을 선사한다. 참조. Heidi Lexe:

Pi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4쪽.

145) 옆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이모의 새 남자친구가 하는 혼잣말과 그가 내는 소음

은 로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참조. 『Der Spatz』,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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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는 그 안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외부의 상황을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다. 외부에서 로테의 화장실로 쳐들어와서 파괴할 수는 없지만 로

테는 화장실 안에서 창문을 통해 석회조각을 던진다든가 위협적인 노래

를 부름으로써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테의 화장실은 이처럼 현

실과 환상의 통로와도 같은 공간이다.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공간. 현

실과 환상의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로테가 아이와 어른의 중간인 사춘기

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자비네 푹스는 자신의 『크리스티네 뇌스틀링

어 작품논문집』에서 『손안의 참새』의 화장실을 도피처 Fluchtort로 특

징지었으나,147) 하이디 헥세 Heidi Lexe는 화장실을 ‘반대세계’도 ‘그녀의

환경에서 독립적인 장소’도 ‘도주를 위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도 아

닌 ‘가장 깊숙한 내면’이라고 평하였다.148) 로테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화장실로 도망가는 모습보다는 그곳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삼

고 혐오스러운 주변 환경과 구분짓고 꾸미고 싶어한다는 데에서 로테의

화장실은 자비네 푹스의 ‘도피처’보다는 하이디 렉세의 ‘가장 깊은 내면’

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하게 보여진다. 환상의 공간에서 로테가 하는 일

은 결국 욕한 편지를 쓰고 불태우거나 공상을 하거나 창문 밖으로 석회

를 던지는 일이다. 생산적이거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녀의 작

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뒷마당의 풍경도 아름다운 정원과는 거리가 멀

다. 정리되지 않은 공동쓰레기장이 있는 좁은 공터일 뿐이다. 그녀는 자

신만의 공간에서도 그녀가 혐오하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의 화

장실은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146)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1쪽. ☞

147) Sabine Fuchs: Christine Nöstlinger: Werkmonographie, Dachs-Verl. Wien,

2001. Berlin, Techn. Univ. 2000. 119쪽.

148)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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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 중 “가장 좋아 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었다. Am

liebsten aber tat sie gar nichts.”149) 화장실이라는 비밀공간이 좋은 것은

무언가 어른이 보기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즉 현실의 모든 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테의 화장실은 가족과 이웃으로 인해 갑갑한 환경 속에서 그녀의 자율성

을 지켜주며 그녀의 비밀들을 숨겨준다. 그것은 비밀일 때나 중요할 뿐, 밝혀

지게 될 경우 거의 눈여겨볼 가치도 없을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로테의 화장

실은, 낭만주의자들의 비밀장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상상이 날개를 펴는 공

간이다.150)

그러나 로테는 화장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도 현실을 떠나거나

먼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지 않는다. 단지 화장실의 타일들을 떠오르게

하거나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꾸미거나 장밋빛 이름표를 걸

어서 꾸밀 생각을 한다. 자신의 주위 환경이 추하고 싫지만 그곳을 완전

히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로테의 현실에 나타난 아름다운 슈를리를 로

테는 자신의 화장실로 데려온다. 슈를리와 함께 멀고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슈를리를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은 로테에게

자신의 화장실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

내가 사는 곳에는 뚱보와 말라깽이, 두 가지 종류 밖에 없어. 모든 뚱보는

다 똑같이 생겼어. 모든 말라깽이는 다 똑같이 생겼어. 모두 보기 흉해.

로테는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아

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을까. 집 주위에 정원이 있고 격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주택 같은.151)

149) 『Der Spatz』, 7쪽.

150)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7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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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로테가 자신의 주변환경과 인물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과

함께 바깥 세상과 바깥 세상의 인간들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의 감정이

나타난다. 그녀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추하고 역겨우며, 바깥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인물이 아닌 슈를리는 실제는 완벽하

지 않은 거짓말쟁이에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에서 나

타난 존재이기에 특별하다. 로테의 첫사랑은 슈를리 자체가 아니라 그녀

의 삶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나타난 새로운 존재에의 열망인 것이다.152)

로테는 슈를리를 처음 본 날 잠자기 전 아름다운 정원153)이 있는 주택을

상상한다.

붉은 장밋빛 밝은 창문에서 슈를리를 꺼내서 소나무 옆에 세웠다. 그는 거

기에 서서 미소지었고 그곳에 딱 어울렸다.154)

아름다운 슈를리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과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녀가 이전에는 자신의 부모가 멋지다고 생각해서 문디와 자신의 엄마

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한 문디를 발로 차주었다는 이야기에서 로테가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싫다

는 것을 알 수 있다.155) 로테는 슈를리를 로테의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

151) 『Der Spatz』, 34쪽. ☞

152) 하이디 렉세는 슈를리의 불확실한 출신모티브와 아름다운 외모가 로테의 마음

을 움직였다고 보았다. 참조.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4쪽.

153) 고전어린이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원은 자연과 친숙한 비밀장소모티브로 자

주 사용된다. 따라서 로테가 슈를리를 보고 정원이 있는 집을 상상하고 정원에서

처음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수영장에 함께 가기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모티브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은 쓰레기투성이 호숫가로 귀결되

고 이는 작가가 전통적인 모티브를 재생산시킨 것이라고 보여진다.

154) 『Der Spatz』, 3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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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줄 것 같은 왕자님 같은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현실의 슈를리는 어

른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힘없는 아이일 뿐이다.

비밀공간의 해체 – 현실 속으로

로테는 슈를리와 문디의 싸움이 있은 다음날 아침 여섯 시 반에 화장

실로 간다. 그녀는 놀이공원에서 가져온 풍선들이 쭈그러들고 상품으로

받은 작은 곰 인형이 못생기고 화난 표정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156)

꿈의 공간인 놀이공원에서 가져온 풍선과 인형들이 더 이상 아름다운 모

습이 아닐 때 로테에게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현실이 다가올 거라는

암시가 나타난다. 손안의 참새는 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예전

메르헨에 나타나는 외부에의 동경, 그 과정에서 겪는 모험과 성장 그리

고 귀향이 나타난다. 슈를리가 떠나면서 화장실은 로테에게 더 이상 비

현실의 공간이 아니기에 로테는 현실의 사람인 문디에게 그 공간에 들어

갈 수 있는 열쇠를 넘겨 준다. 문디는 ‘로테의 세상에 통합된 요소이며,

항상 코가 콧물로 막혀 있어서 복도 밖에서부터 숨 헐떡이는 소리가 들

리는 그 어떤 비밀도 없고, 로테의 비밀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존재’157)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슈

를리가 사라진 이후 문디는 로테에게 강하게 화장실로의 입성을 요구하

고 로테는 순순히 열쇠를 넘겨준다. 이는 『롤리팝 Lollipop』(1977)에서

롤리팝이 토미에게 마법의 롤리팝을 넘겨주고 『로자 리들』에서 나스티

가 로자 리들을 학교 전체를 위한 수호유령으로 보내주는 것과 외형적으

155) 하이디 렉세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인 일요일의 전경(일요일의 음식냄새

와 가족식사)도 로테에게는 모두 추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논했다. 참조.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3쪽.

156) 참조. 『Der Spatz』, 89쪽.

157) 참조.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3쪽.



- 82 -

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디에게 로테가 없는 ‘화장실’ 열쇠는 필

요 없는 것이다.

이 얼간이 바보 멍충아. 로테는 생각했다. 네가 안다면! 내가 이제 화장실

따위에 아무 관심없다는 걸 안다면, 넌 더 멍청한 눈으로 쳐다보겠지. [...]

“가져.” 로테가 말했다. “왜 열쇠를 나에게 주는데?” “네가 내 화장실을 원했

잖아”158)

비밀이 없는 문디는 로테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 문디는 로테의 화

장실이라는 공간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문디에게는 화장실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로테가 중요하다. 로테에게는 화장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서의 환상, 꿈이 중요하다. 문디는 로테보다 차원이

낮은 눈에 보이는 것, 실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문디의 집에 걸려있

는 현판 3개 중에서 문디가 로테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눈물이 맺힌 순

간 로테가 보고 있는 것은 “손안의 참새가 지붕위의 비둘기보다 낫다

Besser der Spatz in der Hand, als die Taube auf dem Dach!”159)라고

쓰여진 현판의 참새와 비둘기 속담 주위를 날고 있는 하얗고 파랗고 잿

빛으로 그려진 비둘기다. 이 작품에서 문디는 참새를, 슈를리는 비둘기를

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슈를리가 떠나고 로테는 처음으로 슈를리를 찾아 떠나려는 생각을 해

본다. 환상의 공간인 화장실을 벗어나 직접 멀리 떠나려는 최초의 시도

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곧 그 아이가 사는 곳이 로테의 힘으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로테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간다.

158) 『Der Spatz』, 92-94쪽. ☞

159) 얻지 못할 것에는 손을 뻗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테니까라는 의미의 독일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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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타일의 빨간 모서리를 허공으로 띄워 창밖으로 날아가게 둘 수 있었

다. 하지만 사람은 날지 못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둥실 떠오를 수 없다.

창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160)

하이디 렉세는 『손안의 참새』에서 비상의 모티브는 고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움직임을 통한 가능성의 확신이 아닌 ‘정지상태의 강조’라고 논하

였다.161) 타일은 날아갈 수 있지만 로테는 떠올라 날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현실을 벗어

날 수 없음을 깨닫고 현실로 들어오기로 결정한다. 로테는 슈를리와 화

장실을 함께 떠나보내면서 문디 곁에 남았다. 자의든 타의든 로테의 꿈

은 사라졌고 현실의 문디만이 남은 것이다. 꿈을 꿀 수 있는 유년시절의

사라짐. 이 상실감을 로테는 문디에게 전가시킨다.

그는 나에게 빚이 있어. 갚아야 해! 문디가 무슨 빚을 지고 왜 갚아야 하는가

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테가 아주 정확히 느끼는 것이 있었다. 만약 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울기 시작할거란 것을. 그러고 로테는 울고 싶지

않았다.162)

아동문학에서 보통 유년 신화는 평화로운 해결이 거의 허락되지 않는

다. 아무도 비밀의 세상을 스스로 떠나지는 않는다. 다들 추방되고 만

다.16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이야기는 구태의연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도서는 더 새로워질 것을 요청받는다. 뇌스틀링어는 새로

운 방식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에는 고통스러운 추방이 많지

160) 『Der Spatz』, 94쪽. ☞

161) 참조.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2쪽.

162) 『Der Spatz』, 95쪽. ☞

163)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1995,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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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로자 리들』의 경우 로자 리들은 자연스럽게 다락방에서 나스티

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지내며 또 자연스럽게 나스티의 집을 떠나 학교로

옮겨 간다. 『손안의 참새』에서 로테는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떠나버

린다. 물론 그 공간을 떠나기 전에 약간의 고통은 따른다. 나스티는 로자

리들을 떠나 보내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녀를 보내주지만 그 고통

은 불쾌하거나 처량하지는 않다. 로테가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화장

실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순순히 열쇠

를 넘겨준다.164) 『롤리팝』에서 롤리팝은 즐거운 마음으로 마법의 롤리

팝을 필요한 존재에게 넘겨주고, 『로자 리들』은 로자 리들이 나스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넓은 세상으로 떠나가고, 『손안의 참새』에서는 로

테가 성장의 고통을 겪고 화장실을 떠나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뇌스틀

링어는 『손안의 참새』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현

실적인 여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 아이가 성인과 경쟁하여 본인의 공간

을 획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녀가 스스로 비밀공간을 떠나게 만듦으로

서 전통적인 모티브를 새롭게 변형시키고 너무나 현실적인 아동의 현실

과 성장에 약간의 판타지를 섞어 아동의 위치와 존재감을 강조하였다.

164) 하이디 렉세는 ‘[로테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인 슈를리의 상

실이 로테에게 화장실을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논했다. Heidi Lexe.

Pippi, Pan und Potter zur Motivkonstellation in den Klassikern der

Kinderliteratur,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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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위주의 극복으로서의 성장

4.1. 비밀을 통한 성장

비밀 혹은 비밀친구는 전통적으로 어린이문학에서 중요한 주제 혹은

모티브를 이룬다.165)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어른들

의 세계와 구분 짓는다. 그 비밀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물건이나 동물일

지라도 ‘비밀’이라는 것을 아이가 가진다는 것 자체로 아주 특별한 것이

된다.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권위적인 어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의 핵심 모티브는 ‘자율성의 획득’

이다. 이러한 자율성의 획득은 바로 내적 ‘성장’과 연결된다. 뇌스틀링어

의 어린이문학 작품에서 역시 이러한 주제나 모티브를 자주 만날 수 있

다. 성장을 위한 비밀 혹은 비밀친구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스

틀링어의 작품에는 『오이대왕』, 『손안의 참새』, 『콘라드』, 『로자

리들』, 『머릿속 난쟁이』, 『TV-칼』 등이 있다.

아동문학에서 아동의 성장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이

며, 아동의 성장 및 변화에 따른 어른이나 주위의 변화 또한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아동만이 변화하고 성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내적 성

장을 이루어 내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더구나 성장을 위한 대부분의

비밀은 아이만의 비밀로 남지 않다. 특히 환상적인 비밀친구들은 아이들

165) 마텐클로트의 『Zauberkreide』은 1945년 이후의 독일 어린이문학을 폭넓게 조

망하고 경향을 살피는 저서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밀 친구는 수많은 작

품 예와 함께 독립된 한 장l(4. 별난 친구들, 환상적인 교육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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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비밀친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공개되어지며 부모들은

비밀친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가 된다. 나스티의 부모

는 처음에는 로자 리들의 존재에 충격을 받지만 곧 이성적으로 받아들이

고, 오히려 나스티가 로자 리들이 부모와 친해지는 것에 질투심을 갖게

될 정도이다. 머릿속 난쟁이의 경우도 엄마는 자신의 머리에 난쟁이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한다. 아이가 성장통을 겪는 과정의 일부

인 어른 대 아이라는 전형적 대립구도 때문에 비밀유지라는 고된 긴장을

견뎌야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도서에서 아이의 비밀은 옳지 않은 것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하지 않더라도 주인공인 이른바 올

바른 아이들은 비밀을 가지게 되면 괴로워하다가 숨겨온 것을 털어놓고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70년대에는 아이의 비밀이 지켜지다가 공개됨으로써 아이는 성장하고,

90년대에는 어른의 비밀이 아이에게 폭로되면서 아이와 어른의 동등한

관계가 그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 있는데 아이들의 비밀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지로 폭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이대왕』에서 볼프강의 비밀은

누나에게 공개된 후에 가족들이 알게 되고 문제가 해결 되었다. 『콘라

드』에서도 콘라드의 출생비밀은 키티와 에곤씨에게 밝혀지고 모두들 합

심하여 콘라드를 지켜낸다. 다만 이들의 비밀누설은 어른들의 폭력에 의

해 억지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혹은 다른 등장인물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공개하고 도움

을 요청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손안의 참새』 외에는 모두 비밀

이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방식이다. 이때 해결방식은 우월한 존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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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존재들이 머리를 모아 해결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반해 『손안의 참새』가 비밀모티브를 다

루는 방식은 수많은 어린이문학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궤를 같이하며 주

인공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전통적 유형성을 비껴가는

뇌스틀링어의 다른 작품들 속에서 비밀과 주인공의 성장이 이루는 관계

는 약간은 느슨하다.

『오이대왕』에서 볼프강은 솔직하게 잘못을 털어놓거나 고민을 상담

할 상대가 없고 이 때문에 가족에게도 기댈 수 없다. 그러나 오이대왕이

나타난 후 아버지 외의 가족들과 동지의식을 가지게 되자 볼프강은 누나

와 사이가 더욱 좋아져서 누나에게 고민상담을 하고 수학과외를 받게 된

다. 이전에는 누나가 우등생이기에 열등생인 자신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누나와 대화를 하면서 누나도 고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전까지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리며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자기 외부의 존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저런 해결책들을

제시해 보지만 본인들도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현

실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선입견일 뿐 그들은 현실을 정

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도모

하는 동안 어른들은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 엄마는 엄마대로 할아버

지는 할아버지대로의 이유를 들며 오이대왕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

게 한다. 그러나 오이대왕이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고 다니고 그 비밀에

자신들도 연관이 있자 모두 분노하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된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자신과 상관없을 때에는 공정한 척, 현실적인 척하다가, 자

신들에게 피해가 오자 움직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어

머니도 볼프강의 ‘수학선생님 사건’을 알게 되고 모두들 협력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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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리대왕 사건을 겪으면서 볼프강은 누나, 엄마, 할아버지와 사이가

더욱 좋아져서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오이대

왕은 온 가족의 비밀을 아빠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저지당한다. 강제

적인 비밀의 폭로 즉 지배를 위한 비밀의 관리는 부정적으로 다뤄지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고민을 상담하며 보듬어 주는 것, 비밀의

해결은 건강한 가정의 힘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어린이 문학에서 비밀

을 다루던 방식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를 살짝 변형시킨다. 가족 간의 비

밀이 없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엄마가 화를 냈다. 어머니는 그녀가 좋은 어머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정말 좋은 어머니이지만, 그것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엄마는 좋

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이해했다. 우리는 우리도 착한 자식이라

는 것을 엄마가 알아차리도록 그릇을 닦았다.166)

같은 70년대 작품인 『로자 리들』에서 나스티는 갑자기 친구들과 놀

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에게 TV에서 들은 멋진 문장인 “나는 사생

활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Ich habe ein Recht auf ein Intim-Leben.”167)

라고 외친다. 연약한 겁쟁이 나스티는 자신의 두려움을 부모,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었다. 나스티가 로자 리들과 함께 하면서 얻은

것은 어두운 곳, 개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만이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타

인에게 본인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용기이다. 또한 궤짝에 갇혀버린

로자 리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며 한밤중에 협박전화를

하고 학교를 빠지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다. 나스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자 리들 덕에 홀로서기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나스티는 로

166) 『Gurkenkönig』, 127쪽. ☞

167) 『Rosa』,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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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리들을 잃어버리고 나자 자신의 불행에 빠져있느라 더 이상 “학급의

투쟁 Klassenkampf”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8학년 a반에서 누군

가 교사의 설명 도중 “고루한 인종차별주의자로군! Bornierter Rassist

!”168)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남의 말을 하듯이 “8학년 a반 학생

들은 용기가 있나 봐! Die in der Achten sind eben mutig!”169)라고 말

을 하거나 자기 비하적으로 “나서면 멍청이가 되지! Blöde wird er sein

und sich melden!”170)라고 말한다. 나스티는 아직은 홀로 생각하고 투쟁

을 할 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샘이

나면 얼굴이 파래질 정도이고 아빠에게 “이기적인 외동아이

Egozentrisches Einzelkind”171)라는 소리를 듣던 나스티가 “그래, 우리

모두에게 멋진 일이야! Ja, das ist wunderbar für uns!”172)라고 말하며

로자 리들이 학교수호유령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로자 리들을 자신만의

비밀이 아닌 모두를 위한 존재로 떠나보냄으로써 나스티의 성장은 절정

에 이른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에서는 나스티의 성장보다는 로자 리들

의 성장이 더 극적이고 나스티의 성장은 약간은 내쫓기듯이 서둘러진 양

상이 보인다.

닐 포스트맨 Neil Postman 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어른들의 비밀을 아

이들에게 폭로하는 성인세계의 배신자이다. 어른들의 비밀은 일종의 지

식으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권

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어른들의

비밀을 떠들어댄다.173) 나스티는 나스티를 걱정하고 의심하는 엄마에게

168) 『Rosa』, 190쪽.

169) 『Rosa』, 190쪽.

170) 『Rosa』, 191쪽.

171) 『Rosa』, 198쪽.

172) 『Rosa』, 198쪽.

173)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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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에서 들은 말로 엄마를 공격한다. 또한 안톤의 환상친구로 TV

속의 칼아저씨를 설정하고 결국 TV 속으로 망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비

밀과 함께 어른들의 비밀의 폭로에 대한 비꼬기일 것이다.

『난 아빠도 있어요』에서 아빠와 딸의 동거는 딸보다는 오히려 아빠

에게 불편하다. 펠리에게는 특별히 지켜야할 비밀은 없지만 부모에게는

숨겨야 할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엄마와 아빠의 비밀 즉 어른들

의 비밀(부모의 이성친구들과의 관계)이 딸인 펠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극적인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아빠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는 것과

비난을 못참는 것, 그리고 여자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펠리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다. 또한 엄마가 뮌헨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

이 단순히 직장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모

의 이성문제는 단순한 비밀이 아닌 어른들만의 비밀로 아이들에게는 금

지된 금기이다. 그러나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금기가 자연스

럽고 유머러스하게 공개되고 해결된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상호

의존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아이

와 어른의 경계는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진정한 협력관계를 이룬다. 이

들의 가정에는 반권위주의 반란을 일으킬 계기란 것은 없고 동반자적인

가정이 실현되어 있다. 특히 펠리와 엄마의 관계는 마치 동성친구처럼,

아빠와 펠리의 관계는 상호 양육 혹은 상호 교육관계로 나타난다.174) 엄

마와 아빠는 아이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은 똑같은 권리

를 가지며, 서로 부딪힐 때는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며 해결을 보고,

필요하면 외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대화를 이끌어간다. 협상가정

Verhandlungsfamilie175)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174) 참조. Wild. Inge: In: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 1996.

175) 이와 같은 70년대를 전후하여 가정 내 권위구조의 변화를 사회교육학에서는

‘명령가족 Befehlsfamilie’으로부터 가족의 일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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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른과 아이의 성장

1968년 반권위주의 운동이 일으킨 변혁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아이

들만을 교육의 객체로 규정하던 확신이 사라진 것이다.

누군가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어른들이다. 아이들은 어

른들의 환상적 교육자가 된다.176)

어른만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불꽃머리 프리데리케』의 프리데리케가 아이들의 괴롭힘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이에 오히려 어른인 안나 이모는 자포

자기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력하는 프리데리케와 수고양

이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결심하고 자신도 방법을 찾아

노력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뇌스틀링어의 작품에는 아이로 인해서 변

화하는 어른의 모습이 나타난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아동의 성장은

부모 즉 기성세대와 기존의 사회구조에의 의문을 가짐으로써 시작되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전한다. 어른들의 반응은 일반적으

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프리데리케』의 안나이모, 『로자 리들』의 나

스티의 부모, 『콘라드』의 바톨로티부인과 에곤씨 등과 같이 변화를 받

아들이고 자신도 성장하거나 혹은 『오이대왕』의 아버지를 위시한 어른

들처럼 그 변화를 무시하고 눈감아버린다.

가족 Verhandlungsfamilie’으로의 이동이라 설명한다.

176)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14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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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의 바톨로티부인과 에곤씨는 콘라드를 위해 변화한다. 부인

은 좀더 책임감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에곤씨는 약간은 유연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난 아빠도 있어요』에서의 아빠는 딸과의 행복한 동거를 위

해 어른의 기득권을 포기한다. 그는 결벽증과 취향, 예쁜 외모의 여자친

구를 포기하며 약간은 어린아이 같은 성격도 바꾸고 딸을 보살피고 이해

하며 동지 같은 부모의 자리를 차지한다.177)

그러나 『오이대왕』의 아버지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도 기억상실

증에 걸린 척하면서 그러한 사건이 존재했다는 것, 즉 가족의 문제점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

한다. 어찌보면 『오이대왕』은 가장 현실적으로 어른들의 모습을 표현

하는 것이다. 아빠는 오직 가장 어린 닉하고만 사이가 좋다. 볼프강은 아

빠와 오이대왕과 사이좋게 있는 닉을 보며 예전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척 잘 대해준다. [...] 그때 난 정말 좋은 아빠

가 있다고 믿었다.178)

볼프강도 닉 나이 때는 아빠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느낀다. 볼프강은 두꺼

운 커튼이 처진 아빠의 창문을 통해 즐거운 닉과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

며 슬픈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닉이 불쌍하다고 아직은 아빠와 사이가

아주 좋겠지만 몇 년 안에 그 좋은 관계는 다 끝나버릴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생기는 순간 아

이와 가부장적인 어른과의 사이는 벌어지게 된다. 볼프강은 어느 순간

177) 잉에 빌트는 이는 딸의 외디푸스콤플렉스를 만족시켜주는 결말이라고 평했다.

참조. Wild. Inge: In: Vater - Mutter - Kind: zur Flexibilisierung von

Familienstrukturen in Jugendromanen von Christine Nöstlinger. 1996.

178) 『Gurkenkönig』, 101-10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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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에 안들어 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친구도

머리스타일도 말투도 옷도 성적도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아빠에게는 모두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르티나는 자기에게도 똑같았다고 했다. 누나는 아빠가 아이들도 고유한

견해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하기 떄문이라고 했다. 아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그런지는

마르티나도 알지 못한다.179)

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어른인 아버지는 변화하지 못하고 머물

러 있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

리는 한편 아이들이 어른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들

은 아이들을 본인의 취향대로 ‘교육’시키고 싶을 뿐 아이들이 스스로 성

장하는 과정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함으로써 관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마치 자

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인양 받아들인다. 그는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좋은 아빠였던 것처럼, 볼프강과 누나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믿

고 의지했던 것처럼, 또 닉이 현재 아빠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아이들에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남

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닉은 여전히 아빠를 전능

한 존재로 우러러 본다.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아빠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야.”180)

닉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은 구미오리들이 볼프강과 아이들을 크고

179) 『Gurkenkönig』, 102쪽. ☞

180) 『Gurkenkönig』, 4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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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 그들은 볼프강과 아이들이 아빠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볼프강과 누나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믿음 깊은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구미오리 앞에서는 당당하게 행동했지

만 아빠를 막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숨을 쉰다. 이들은

현실을 알고 포기를 안다. 그러나 이때도 닉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서

아빠의 행동을 막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닉은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

와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

른들이 과거만 바라보느라 현재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며 미래도 포기

할 때, 아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을 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쉽지! 방법이 없으면 나는 아래층 지하실 안에 앉아 있을 테야! 그럼

아빠도 수도관을 부수지는 못할거야! 내가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 난 아빠가 무섭지 않아!181)

그러나 어른들은 닉을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치부한다. 이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볼프강과 누나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오이대왕이

나타난 날 가장 어린 닉만은 흥분하지도 놀라지도 않는다. 닉은 아직 난

쟁이 요정을 믿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볼프강을 포함한 나이 든 어

른 및 청소년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

“불쌍한 어린애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두어라. 어차피 닉은 이미 더이상 삶

에의 분별력이 없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저 애 혼자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한테 말했다.182)

181) 『Gurkenkönig』, 143쪽. ☞

182) 『Gurkenkönig』, 13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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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해결할 사람도 이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닉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183) 아버지의 뇌진탕 후 가족들은

회의를 하지만 어머니는 본인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잡기에 오이대왕을

처리할 수 없고 인내를 가지고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할아버

지는 인내심과 선의만 갖고는 오이대왕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어른들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주의자와 대

안 없는 비판주의자의 모습만 보여준다. 결국 이들은 내일 다시 회의하

기로 결정한다. 대안 없이 인도주의적 가면을 쓴 대화만 오가는 것이다.

누나는 구미오리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누워있자

곧바로 데이트를 나가버린다. 할아버지 역시 외출해버리고 어머니는 수

면제를 먹고 잠들어 버린다. 어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허둥지둥하며

덮어버리고 외면하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나서는 듯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하자 완전한 해결이 이

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려고 한

다. 책임도 지지 않고 해결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모습에는 독일의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비판적인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는 오이대왕이 사라진 후 아버지가 기억상실에 걸린 듯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가졌던 질문에 기성세대들은

답해주지 않고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기성세대는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한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듯 묻어버리기에 급급하며 평온했다고 믿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에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볼프강 역시 방으로 가서 읽다만 소설책

183) 어른들의 이러한 우유부단함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버지(권력)와의 관계에 따

라서 오이대왕을 처리하는 일을 가장 어리고 순수한 닉이 떠맡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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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저 읽고 싶지만 시무룩한 닉을 혼자 두지 못한다. 모두들 이미 자

신들의 일상을 돌아갔을 때, 그래도 닉과 가장 가까운 나이대인 볼프강

만이 닉의 상태를 눈치챈다. 어른들은 자신만이 중요하고 그 외의 것에

는 감정을 주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진실을 외면하는 우유부단한 어른들

대신에 어리고 순수한 닉이 오이대왕을 처리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다. 그 과정에서 볼프강은 본인이 닉에게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우격다

짐으로 몰아붙이며 상처를 준다. 그러나 볼프강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

고 닉에게 사과한다. 볼프강은 어른과 아이 경계에 있는 셈이다. 완전한

어른으로서 냉정할 수도, 완전한 어린이로서 믿고 행동할 수도 없는 중

간 존재라 하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볼프강은 또 다시 성장한다. 그러나

볼프강까지만 성장할 수 있고 이미 볼프강의 나이를 지난 마르티나누나

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변화할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어른들은

당연히 성숙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 어른들이 오이대왕에

대해 불만만을 가지고 직접 처리하지 못할 때 직접 해결해버린 닉 역시

한 단계 성장한다.

나는 닉한테 “다 잘될거야.” 라고 위로하는 동요를 불러 주려했지만, 그러기

엔 닉이 어느새 너무 커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대신 “어서 잠자러 가

자.”라고만 말했다.184)

아마도 닉이 아빠와도 오이대왕과도 사이가 좋았던 것은 복잡하게 이

해타산을 따져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며 반응하고 사랑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말만 앞서는 어른들

보다 닉의 실천력이 훨씬 돋보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닉은 아빠처럼 오이대왕의 권력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이대왕이

184) 『Gurkenkönig』, 17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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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존재에 호감을 느끼고 재미있어 하기에 오이대왕을 좋은 장난감

ein gutes Spielzeug으로 여기고 볼프강과 마르티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닉은 모든 존재(아빠를 포함)에 겉모습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볼프강은 오이대왕이 좋다는 닉에게 충고라고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 못된 사람은 절대 좋아해선 안 돼!!”185)

하지만 볼프강 자신도 그 말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한다. 볼프강은 닉

의 진심어린 감정을 느꼈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어른의 관점에서 판

단하는 것 자체가 진정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없게 되었다. 뇌스틀링어

는 그녀의 대부분 책에서 교육적 질문 또는 더 나아가 세대간의 의사소

통문제를 언급하는데, 처음에는 해방을 추구하였고 점차 반교육적 입장

antipädagogische Einstellung으로 더 강하게 이동한다186)고 말테 다렌도

르프 Malte Darendorf는 주장하였다. 『오이대왕』에서 가장 주된 것은

반권위주의와 세대갈등이겠으나 반교육의 정서 역시 풍겨 나오고 있다.

불꽃머리 프리데리케는 얌전하고 소심한 왕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붉은 머리카락이 가진 마법의 힘을

통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아이들의 폭력에

마법을 통한 힘인 불꽃머리의 불꽃으로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대응한 결

과 변형된 다른 방식의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폭력을 해결하

185) 『Gurkenkönig』, 147쪽. ☞

186) 참조. Darendorf, Malte: Das Thema >Faschismus/Nationalsozialismus<.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Herausgegeben von Malte Darendorf,

Volk und Wissen Verlag. 199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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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프리데리케가 찾은 폭력적인

해결방법도 짧은 순간의 효과만을 본 것이다. 이제 프리데리케는 마법의

책을 읽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녀의 해결책은 이 도시

를 떠나 부모님이 계신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다. 떠날 준비를 위한 마법

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찾기 위해 프리데리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

력하고 시도하고 결국 이뤄낸다. 더구나 프리데리케 일행은 자신의 출발

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있고

강한 모습을 보인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에서 릴리베트는 자신을 과잉보호하는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지 못한다. 친구들도 릴리베트가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어머

니 때문에 진짜 단짝친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

인 신사가 도둑누명을 쓰자 그를 돕고자 어머니의 품을 박차고 나온다.

릴리베트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도둑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신사를 “그 신사라는 아이 Dieser Sir”라고 부름으로써 신사를

도둑으로 확정지어 다뤘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벗어나고자 결심한다. 릴리베트의 어머니가 릴리베트를 막으려는 방법은

고전적이다. 내가 죽거든 가라고 협박하고 눈물 젖은 눈으로 호소하고

원하는 물건을 사준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릴리베트는 그러한 것에 속아

서 자신이 놓쳤던 것들 – 롤러스케이트타기, 영화보기, 수영하기 등 –

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친다. 결국 어머니는 릴리베트를 잡아

두기를 포기하고 릴리베트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떠난다. 이때 그녀

는 자신이 훌쩍 큰 느낌이 든다.

릴리베트는 십분 동안 엄청나게 자란 것처럼 느껴졌다. 최소한 아침보다 머

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다.187)

187)『Der Denker』, 9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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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릴리베트만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 릴리

베트의 어머니는 릴리베트와 아버지가 당황할 만큼 변해서 딸에의 집착

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기 시작한다.

로자 리들이 궤짝에 갖히는 고통을 겪은 후 유령의 능력을 되찾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나스티에게는 좀약냄새같은 궤짝의 파슬리냄새는 로

자 리들의 과거 추억을 되살린다. 로자 리들은 궤짝 안에 누워서 그 냄

새에 목욕을 하고 싶어한다. 좁은 궤짝 안에 들어가는 것은 로자가 과거

를 다시 마주하고 극복해내는 의미일 수 있겠다. 마치 관속에 누워있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로자 리들은 다시 활기차고 능력있는 유령

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을 날고 몸을 늘리고 줄이는 유령의 능력도 되찾

는다. 결국 로자 리들은 나스티를 떠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

람들이 있는 학교의 수호 유령이 된다. 그녀는 나치시대의 사회참여적인

유령에서 폭격에 무너진 집에 납작하게 깔린 뒤 기운빠진 늙은 유령이

되었다가 나스티를 만남으로써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이제는 학교라는 공

간에서 가정과 학교, 선생과 학생, 어른과 아이를 다 아우르며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TV – 칼』에서 안톤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결은

모두 칼과 할머니가 해준다. 안톤의 부모는 서로 싸우고 비난하느라 정

작 자신들의 아들인 안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기에 안톤은 자신의 잘못

이나 생활에 대해 부모의 보살핌이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학교 화장실의 변기 파손이라든가 도서관 도서 분실 등의 소소한 일들도

칼이 직접 TV 밖으로 나와서 해결해준다. 결국 칼이 TV로 돌아가지 못

하게 되자 칼의 할머니는 정신병자로 몰릴 것이 뻔한 데도 해결책을 찾

아 헤맨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일들을 칼

과 할머니가 처리해 주기에 완전한 해결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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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은 해결되지만 안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가정은 결국 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톤은 껍데기뿐이었

고 이제는 완전히 파괴된 가정과 부모를 버리고 TV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 이전의 문제들에 안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갈구하며

칭얼거리지만 자신의 중대 문제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 고민하

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해피엔딩은 아니

다. 아이들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작가는 아동문학이라는 이

유로, 책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 하지 않는다. 아이

들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힘으로 가정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한 구슬처럼 죽을 때까지 함께 굴러다니는’188)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다.189)

『난 아빠도 있어요』의 펠리는 결국 아빠와 사느냐 엄마와 사느냐를

결정해야한다. 펠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기에 겪지 않았던 일을

이제 겪는 것이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돌아오면서 메스꺼운 속을 달래려고 스스로에게 말

했다. 우선 엄마는 너 없이도 잘 지낼 거야. 둘째로 부모가 이혼해서 그들 중

한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엄마를 택했다면 지금

아빠 때문에 속이 메스꺼울거야!190)

펠리는 이혼가정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리

고 그러한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펠리가 속이 이상

할 정도로 엄마와의 이별을 괴로워할 때 엄마는 처음에만 놀랄 뿐 곧 안

188) 『난 아빠도 있어요』에서 펠리가 한 말이다.

189) 계몽주의자이자 교육자이기를 원했던 에리히 케스트너의 『Das Doppelte

Lottchen(1949)』에서는 이혼했던 부모가 아이들의 힘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뇌스틀링어의 작품의 결말과 비교할 만하다.

190) 『Vater』, 18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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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찾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작품에서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

지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직업이 우선이다.191) 그

러나 엄마의 그러한 모습도 부정적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딸에게는 아빠가 있고, 아빠는 딸을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현대의 ‘협상가족’

으로 인한 권위구조 해체가 모든 당사자에게 타협의 자세와 관용을 요구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독립과 자유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힘겹

고 아픈 과정이었음을 거듭하여 자신의 아동청소년소설에서 보여주었

다.192) 까탈스럽고 예민한 아빠는 이제 딸과의 삶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

키고 그에 만족하게 된다.

“한시라도 너한테 시달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아빠가 중얼거렸다.193)

펠리는 아빠의 이러한 고백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Hab ich mir ja

gedacht!”194)라고 멋지게 대답한다. 아빠와 딸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함께 성장한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고전적인 해피엔딩이 아

닌 새로운 현실에 맞는 해피엔딩을 내놓았다.

『철학자가 개입하다』에서 철학자는 진짜 도둑을 잡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니다. 신사는 자신을 의심한 학급아이들에 대한 실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진짜 도둑도 친구가 없어 외로운, 친구가

191) 이는 에리히 캐스트너의 이인의 로테에서 쾨르너부인이 자신의 직업과 자주성

을 뒤돌아보지않고 버리는 것과 비교해볼만하다. 참조.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1995, 37쪽.

192) 참조, Isa Schikorsky: Schnellkurs Kinder- und Jugendliteratur, DuMont

Literatur und Kunst Verlag, Köln, 2003. 175쪽.

193) 『Vater』, 185쪽. ☞

194) 『Vater』,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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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주겠다는 나쁜 아이에게 이용당한 불쌍한 아이이다. 그 아이에겐 좋

은 친구가 필요하다. 철학자의 이러한 설명에 엄마는 “그 아이에게 너희

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렴! Zeigt ihm halt, daß ihr ihn auch

gern habt!”195)이라고 보편적인 모범답안을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틀에

박힌 해피엔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거다! 우리는 그 애를 이전에 좋아하지 않았었고 우

리는 그 애를 지금도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후 그가 안됐기는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

다.196)

등장인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작가도 억지로 착한 아이로 만

들지 않는다. 철학자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

하러 가기로 하면서 책은 끝이 난다. 더구나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

는 방법 또한 현실적이다. 철학자는 혼자 볼프강을 좋아하기는 힘들지만

혹시 친구들 중 한명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볼프강을

좋아하기가 좀더 쉬우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고상

하게 들리지 않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꺼내야겠다고 결심한다. 작가는

어떠한 결말을 내려주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론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프리데리케가 먼 나라에 잘 도착

했는지, 로테는 결국 슈를리를 찾으러 가지 않았는지, 안톤이 정말 망명

에 성공했는지, 일제는 또 가출을 했는지 혹은 기관으로 보내졌는지, 철

학자와 친구들은 볼프강을 좋아하기로 결정했는지, 오이대왕은 다른 집

의 지하실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작가는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작가는 결말을 열어둠으로써 독자들의 참여의식을 자극한

195) 『Der Denker』 189쪽.

196) 『Der Denker』189-19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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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자가 사건들을 자신의 현실에 대응시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뇌스틀링어 작품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뇌스틀링

어는 1984년에 청소년 문학이 젊은이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고 무엇을 깨닫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유익한

지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문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ich hab’ mir nie erwartet, daß man mit

Literatur Welt verändern kann.”197) 그러나 아이들은 방어력이 약하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의 선별이 중요하다고 밝힘198)

으로써 여전히 재교육에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2003년에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에게 조언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나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어른들의 꾸중과 칭찬을 통

해 아이들은 깨닫지 않는다. 경험과 고통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자란다

.”199)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확실히 하

였다. 그녀는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아이들만의 것도 아니고

어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도 아닌 자율적인 것이다.

197) Gabriella Wenke: Ich will Kinder nicht mit Büchern beglücken, Gabriella

Wenke im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In Eselsohr 1/1984, 10-18쪽.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32쪽.

198) 참조. Ich will Kinder nicht mit Büchern beglücken, Gabriela Wenke im

Gespräch mit Christine Nöstlinger. In Eselsohr 1/1984. 10-18쪽.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31쪽.

199) 김윤덕. 조선일보 인터뷰. 2003년 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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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70년대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반권위주의가 크리

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그녀의 대표적 작

품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반권위주의를, 또 그를 형

상화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된 코믹과 환상을 살펴보았으며 아

동문학의 주요한 축이 되는 비밀과 성장모티브를 고찰해보았다.

작가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작품의 등장인물과의

관계에 적절한 거리감과 동질감을 준다. 그녀가 사용하는 코믹과 환상기

법은 모두 현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녀는 언어유희와 풍자로 권위

적인 존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

한다. 그들은 극히 제한된 작은 권력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불안해하며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폭

력적이거나 퇴행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녀의 환상 또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환상의 조력자들은 뛰어난 능력을 지

니지 못했고 상황판단을 잘못하는 등의 부족한 존재들이다. 주인공들 또

한 대부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

들도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어떠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능력과 자신 스스로 변화하는

의지와 자존감을 지녔다. 작품에 나타나는 비밀공간들도 현실과 동떨어

진 장소가 아니다. 작가는 비밀공간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성

장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작품 속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

해 작가는 독자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기를 기대한다. 작가의 환상은

암울한 현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어떻게 더 잘 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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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관자로 침묵하지 않고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

켜야하는 가를 보여준다. 『오이대왕』의 볼프강, 『로자 리들』의 나스

티, 『머릿속의 난쟁이』의 안나는 모두 익숙해져있던 순응하고 침묵하

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

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자비네 푹스는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아동

과 청소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분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200) 이

말에 작가가 아동이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방식이 명확히 나타난다.

뇌스틀링어는 재미와 교훈 양쪽을 다 잡은 보기 드문 작가로 단순히

재미나 흥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생각해볼만한 거리, 현대 사회의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그녀는 모두들 잊고 싶어 하거

나 혹은 어둡게만 다루었던 과거 나치시절과 전쟁에의 기억에서부터 현

대 사회의 각종 문제들 – 이혼, 가출, 왕따, 외로움, 성 등 – 에 대해

다루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의 감추고 싶은 치부들을 적나

라하게 내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다양한 코믹기법과 환상을 이용하여 적

절한 비판과 대안 그리고 재미를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심각하고 어두

운 주제의 작품을 접하더라도 책을 덮고 난 후에는 웃음과 희망이 남는

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들은 아이들에게 달콤함만을 주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자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

싼 세상의 관계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녀는 무엇보다 “당연히 아이와 어른은 같은

세상에 살고있다 Natürlich, Kinder leben ja auf derselben Welt wie die

Erwachsene.”201)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작가이다.

200) 재인용: Sabine Fuchs: Zu Gast bei Christine Nöstlinger. Mosaik 4/86. S.36.

In: Darendorf, Malte: Das Thema >Faschismus/Nationalsozialismus<.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Material, Herausgegeben von Malte Darendorf,

Volk und Wissen Verlag. 199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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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과거에 매달리며 집착하는 고루한 작가가 아

니라 현대의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며 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표현하

고자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작가이다. 변화하는 세상과 아이

들에 항상 발맞추어 나아가고자하는 그녀의 작품들은 70년대부터 2000년

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변화,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작

가 자신만의 고유한 문학적 특성을 잃지 않고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판

타지작품은 판타지작품대로, 현실적인 작품은 현실적인 작품대로 각각

그 나름대로 많은 의미와 분석거리가 담겨 있다. 각 시대의 현실과 주요

고찰거리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난 작가의 작품은 수업의 교재로 쓰임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비록 그녀가 ‘교육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책을 주선

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202)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녀의

다양한 작품들이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다른 듯 닮

은 모습을 보인다. 침략국과 피해국의 모습으로 극과 극인 듯 보이지만

부족한 듯한 과거청산 문제와 과거 비판, 자기반성, 그리고 사회와 정치

에서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세대갈등이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세대

간의 투쟁, 권력 다툼의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

라의 현실이고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 나타나는 모습과는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닮은꼴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그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어린이용 오락거리로서가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문

학작품으로 우리에게 수용되고 연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 Herlinde Koelbl: Manchmal muss man eben in Therapie gehen. In: Die Zeit,

2011.11.09.

202) 참조. Kinder trainieren das Grauen. In: Christine Nöstlinger: Geplant habe

ich gar nichts, Wien. 1996. 122쪽.



- 107 -

후 주(Zitate)

2.1.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12) Es wäre allzu einfach, Kinderbücher nur nach dem Vergnügen zu

beurteilen, das sie ihrem Publikum bereiten. Oder nach ihrer

“Einfühlung in das kindliche Wesen” (so die Psychologen), ihrer

“Altergerechtheit” (so die Didaktiker) oder ihrer “bildhaften

Verdichtung” (so die Ästheten). Kinderbücher sind Erziehungsmittel,

sind Instrumente der kindlichen Sozialisation. Und als solche sind sie

zu untersuchen. Damit wird nicht ein zusätzlicher “Aspekt” der

Kinderbuchforschung postuliert. Es wird vielmehr behauptet, daß all

die Teilaspekte, die die traditionelle Kinderbuchforschung voneinander

isoliert hat, hierher zurückzuführen sind und hier ihre Stichhaltigkeit

unter Beweis zu stellen haben: in ihrer Funktion für die Sozialisation

des Kindes (Richter/Vogt 1974, 9).

15) Die in der Gesellschaft der 50er und 60er Jahre verdrängte Frage

nach kollektiver und individueller Schuld an den Verbrechen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gimes wurde in den 70er Jahren aus einer

umfassenden ideologiekritischen Perspektive beleuchtet. Mit großem

Nachdruck wurde die Aufarbeitung der jüngeren Vergangenheit und

insbesondere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gefordert. Die

Nachkriegsgeneration wollte von Eltern und Großeltern wissen, wie

sie sich gegenüber dem Unrechtsregime und gegenüber den Ju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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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alten hatten.

2.2.1. 작품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17) Mir ist die Gliderung wurscht! Und weil ich jetzt gerade den

Gipsfuß habe und sowieso nicht schwimmen gehen kann, schreibe

ich es halt auf.

18) “Ich nehme mir vor, nicht mehr ‘der Papa’ oder ‘die Mama’ oder

‘der Niki’ zu schreiben, weil ich in der Deutschstunde gelernt habe,

dass das Dialekt ist und unschön klingt.”

22) “Weil sie nichts weiß und dumm sein und jemandes braucht, der

sie sagen, was tun sollt!“ hat der Gurkenkönig erklärt.

26) Opa ist fast siebzig und hat vom letzten Schlaganfall einen

steifen Fuß und einen schiefen Mund. Aber mit dem schiefen Mund

kann er noch immer eine Menge gescheiter Sachen sagen. Mehr als

viele andere Leute mit ganz geraden Mündern.

28) Der Opa hat behauptet, ab einem gewissen Alter kann man

seinen Kindern nichts mehr vorschreiben oder befehlen.

29) Und der Opa hat gesagt, er weiß gar nicht, was er bei Erziehung

vom Papa falsch gemach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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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hre Mutter war keine Frau zum Fragen. Ihre Mutter wußte

nichts. Ihre Mutter wußte nur, was man tun sollte, und nicht, warum

man es tun sollte. Ihre Mutter wurde böse, wenn man Sachen fragte,

die die Mutter nicht wußte.

2.2.2. 아동문학의 새로운 인물유형

34) Die Mutter sind bis zur Korrektur durch die Emanzipations-

bewegung fast ausschließlich Hausfrauen und die Zentralsonnen der

Familien: liebe- und verständnisvoll, geduldig, fromm und heiter. [...]

Das idealisierte Mutterbild wird in der antiautoritären Kinderliteratur

energisch demontiert. Mit gereizten, schimpfenden Müttern versuchen

die jüngeren Autoren der Realität vielfach überforderter Frauen

näherzukommen. Christine Nöstlinger, die es gewagt hat, mit Lotte

Prihoda ein unsympathisches Kind in den Mittelpunkt einer Erzählung

zu stellen, hat vor allem in ihren früheren Büchern überwiegend

unangenehme Mütter dargestellt, denen ihre Kinder die

konventionellen Zärtlichkeiten so gern verweigern wie Tomi Ungerers

Katzen bengel in Kein Kuß für Mutter. Die Frau, die früher das

warme Herz der Familie zu sein hatte, wird in solchen Büchern wie

im alltagspsychologischen Diskurs nicht selten zur Wurzel allen Übels.

37) Von einzelnen zaghaften Vorläufern abgesehen, gehörte es zu den

Errungenschaften der 80er Jahre, die “heile” Familie endgültig au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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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literatur zu verabschieden und durch realistischere

Darstellungen zu ersetzen. Damit reagierten die Autoren mit

Verzögerung auf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en, die durch

verschiedene Reformen in der Familienpolitik und die Aktivitäten der

Frauenbewegung für die Gleichberechtigung in den 70er Jahren

angestoßen worden waren. Weitreichende Auswirkungen hatte vor

allem die Modernisierung des Ehescheidungsrechts: die Abschaffung

des Schuldprinzips löste eine regelrechte Scheidungswelle aus. Heute

bestimmt die Trennung der Eltern den Alltag vieler Kinder, denn fast

jede dritte Ehe wird wieder geschieden. Von der traditionellen Vater

– Mutter – Kind(er) - Familie über den Patchworkhaushalt bis hin

zu allein Erziehenden und homosexuellen Partnerschaften bilden die

verschiedensten Lebensformen den ebenso selbstverständlichen wie

von zahllosen Schwierigkeiten bestimmten Handlungsraum von

Alltags- und Familiengeschichten.

2.3. 권위주의 비판방식의 시대별 변화양상

52) Breche ich Tabus auf? Das glaube ich nicht. Ich verstoße

vielleicht gegen ein Übereinkommen einer gewissen Sorte von

Pädagogen, Verlegern und Autoren und sonstwie kindertümlich

befaßten Personen, die da glauben, was Kinder lesen sollen, darf mit

dem Leben, das Kinder führen, nichts gemein haben.

54) Indem N. die Familiensituation als einfach zu versteh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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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orie politischer Verhältnisse einsetzt, verdeutlicht sie zugleich,

daß sich autoritäre Strukturen in der Familie noch gehalten haben,

während man in der Politik schon fortgeschrittener ist. Die Kinder

nehmen sich die Gurkinger als Vorbild für die Durchsetzung

demokratischer Verhältnisse in ihrer eigenen Familie. Die

Aufbauarbeiten der Gurkinger im Keller und die Vereitelung der Pläne

des Gurkenkönigs zeigen zugleich, daß nicht die Zerstörung, sondern

nur die Veränderung der Familiensituation erreicht werden soll. N.

Klärt nicht nur über die moderne Kindheit auf, sondern setzt sich für

die Recht des Kindes ein. Hier enthüllt sich die emanzipatorische

Funktion ihres Buches, das Hilfestellung zur Entwicklung des

Selbstbewußtseins bieten soll.

55) Immer wenn Anna vom Papa oder von der Mama angeschrien

wurde, kletterte sie auf einen Stuhl und schrie von dort aus zurück.

Sie fand das gerechter so. Wenn Menschen einander schon anbrüllten,

dann sollten sie sich wenigstens dabei in die Augen sehen können.

Auf die “Kleinen” hinunterzubrüllen, fand Anna, ist ja keine Kunst.

58) [...] endlich – endlich - endlich, alle Erziehung sein zu lassen.

Hören wir auf, Kinder unentwegt zu formen und zu stutzen, ihnen etwas

vor- zureden und einzureden, sie gerade oder krumm zu biegen, sie zu

fördern oder zu hindern – und was alles Erziehung sonst noch sein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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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언어유희

66) Der Namenwitz ist gerade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

beliebtes Mittel der Komik, da die Umbenennung von

Autoritätspersonen dem Kind und Jugendlichen einen entlasteten

Umgang mit Autorität ermöglicht.

74) Auch der Wiener Dialekt trägt zur humoristischen Stimmung bei.

N. ist der Ansicht, daß sie ihre Dialoge nur im Dialekt verfassen

können, wenn sie authentisch schreiben wolle (Lange 1995). Diese

Authentizität schält sich vor allem bei dem mitreißend geschriebenen

Bericht der zwei Kollegen des Vaters heraus, der durch die ständige

Abfolge von Dialogen die Struktur eines Minidramas aufweist.

79) “Aber ich teile mit dem Jokel!”, rief die Jula.

“Mach, was du willst, das ist deine Sache!”, sagte der Medizinalrat.

“Danke!”, sagte die Jula.

“Wieso danke?”, fragte der Medizinalrat.

“Weil es auch Großväter gibt, die so geizig sind, dass sie ihre Enkel

zum Geiz zwingen!”, sagte die Jula. “Ich bin dankbar, dass du nur für

dich selber geizig bist!”

80) Der Jokel freute sich. So viel Geld hatte er in seinem ganzen

Leben noch nicht gehabt. Jetzt war er wohlhabend; zumindest am

Montag-, am Mittwoch- und am Freitagnachmit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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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권위적 존재와 사회 풍자

84) “Weil er halt krank ist”, sagte die Hermann-Mutter dazu. “Wenn

man krank ist, dann wird man ein bisschen komisch.”

“So ist er aber auch, wenn er gesund ist”[...]

“Weißt du, unser Burli ist eben ein Einzelkind.”

“Das bin ich auch”, sagte Anna.

“Aber er war leider nicht im Kindergarten”, sagte die Hermann-

Mutter. “Darum tut er sich halt ein bisserl schwer mit anderen

Kindern.”

“Ich war auch nicht im Kindergarten”

86) Sie setzte sich im Bett auf, beugte sich vor und schaute durch

die offene Kabinetttür den Eltern beim Ausziehen zu.

Sie sind häßliche Menschen, dachte sie. Sie sind zu dick und zu klein.

Ihre Gesichter sind zu rund und ihre Nasen zu groß. Sie haben

Fettbäuche, und am Hintern haben sie Grübchen im Speck.

88) Sie duckte sich, entging der heruntersausenden Hand, flüchtete zu

ihrem Vater und wimmerte herzergreifend. Der Vater zog sie auf den

Schoß, klopfte ihr beruhigend auf den Rücken, murmelte “aber –

aber - aber” und drückte ihren kopf gegen seine Schulter, damit ihm

ihr Kopf die Sicht auf das Fernsehbild nicht verstellt.

89) Er freut sich so, weil er nie in den Spritzwagen gefallen ist.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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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noch immer stolz, weil er nicht der Blödeste von allen war, vor

zwanzig Jahren.

90) Familie und Schule sind die gesellschaftlichen Institutionen, von

deren bis dahin unhinterfragter Macht und normativen Instanz sich

der Jugendliche zu lösen beginnt, wobei mitunter aggressive Komik

eine wichtige Rolle spielt. Familie und Schule sind folgerichtig auch

in vielen Texten Christine Nöstlingers die Bereiche. In denen

jugendliche Ablösungsprozesse ihre adäquate literarische Realisation in

bissiger Komik finden.

93) Der Haslinger hat sich zu einem großen Globus gestellt und hat

den Globus gedreht. Er hat gesagt: “Sie haben sich während meiner

Abwesenheit sehr verbessert, sehr verbessert!”

Dann hat er gesagt, dass er ein alter Mann ist, und krank ist er

auch. Und siebenunddreißig Schüler in einer Klasse sind viel zu viel.

Und früher war er auch lustiger. Und er kann sich leider nicht um

jeden Einzelnen kümmern.

94) Er hat nicht mehr so müde ausgesehen. [...] “Sehen Sie, sehen

Sie, junger Mann! Ohne Fleiß kein Preis!”

97) “Ein toll freundliches Haus”, hatte er gelobt. “Ist hell und riecht

auch gut. Die Schulen, wo meine ehemaligen Köpfe hingegangen sind,

die waren zappenduster und haben gemuffelt wie ein Hasenstall!”

Annas Lehrerin fand er auch in Ordnung. “Nette Frau”, sagte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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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üllt nicht herum, stellt kein Kind in die Ecke und haut nicht mit

dem Rohrstock auf die Finger! Sehr friedlich, die Frau!”

Der Zwerg konnte es kaum glauben, als ihm Anna sagte, dass Lehrer

Kinder nicht schlagen dürfen.

98) Mathe bei der Blaumeise hatten wir, und Lust, die Blaumeise zu

ärgern, hatte ich nicht. Das irritierte die Dame. Alle paar Minuten

schaute sie verunsichert zu mir.

103) Damals geschahen noch viel fürchterlichere Sachen, als dass ein

bisschen Essen in der Luft herumschwebte. Und außerdem, sagt sie,

war man damals ans Mundhalten gewöhnt. “Man hat sich doch nichts

zu sagen getraut!” sagte sie. “Nicht, dass man den Krieg nimmer

will. Und den Hitler nimmer will! Und eben auch nicht, dass

Marmelad’ herumflogen ist!” Außerdem hätte die Frau Wokurka ja

eingesperrt werden können, wenn sie davon erzählt hätte. Entweder,

weil man sie für verrückt gehalten hätte oder weil sie Speck und

Eier gehabt hat. Sogar den Zucker zum Marillen- Einkochen hätte

man ihr vorwerfen können, denn die paar Dekagramm Zucker, die

man auf die Lebensmittelkarte bekommen hat, die haben zum

Marmeladekochen nicht ausgereicht.

106) Anna war ein ungemein verplantes Kind. [...] Warum das so

war? Weil Annas Eltern geschieden waren.

107) Mein Schulfreund Lorenz - früher war er auch m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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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freund - hält es für “drittelnormal”, geschiedene Eltern zu

haben. Weil sich jedes dritte Ehepaar scheiden lässt. Aber alle Kinder

von geschiedenen Eltern, die ich kenne, wären lieber

“Zweidrittelnormal”. Nur mir war es bis vor acht Monaten - genau

gesagt: bis Mitte April - völlig Wurscht, dass meine Eltern

geschieden sind. Ich bin nämlich diesbezüglich relativ gut dran: [...]

Wenn er eine liebe Mama und einen lieben Papa hat, wäre es

unmäßig, auch noch zu verlangen, dass die beiden einander lieben und

dass man zu dritt - wie eine glückselige Kugel - durch das Leben

rollt. Obwohl das natürlich schon wunderschön wäre!

109) Ich habe das einmal für einen ganzen Monat ausgerechnet und

herausbekommen, dass ich mit meinem Papa mehr Zeit verbringe als

meine Freundin Lizzi mit dem ihren. Dabei ist die ein

Zweidrittel-Kind. Aber ihr Vater kommt unter der Woche erst spät

heim, setzt sich mit einer Flasche Bier zum Fernseher und schläft

ein. Und jedes Wochenende geht er angeln! Und der Vater meiner

Freundin Polli, ebenfalls Zweidrittel-Kind, widmet ihr zwar jede

Menge Zeit, aber die macht er ihr durch Keppeln, Nörgeln und

Alles-Verbieten mies.

Dass die Lizzi und die Polli papamäßig schlimmer dran sind als ich,

ist mir schon seit Kindergartentagen klar!

110) Natürlich waren der Papa und ich zur Hochzeit eingeladen. Der

Papa war sogar bereit, die Einladung anzunehmen. “Ich lass mir den

Dingsda doch nicht entgehen”, erklärte er. “Man muss schließ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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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sen, welches Mitglied der Familie zuwächst!”

3.2.1. 사회적 환상

116) Na, Ich schreibe halt sehr gern phantastische Geschichten. Und

ich glaube, daß Phantasie nicht ohne soziales Engagement und ohne

politisches Engagement wirken kann. Das klingt zwar so, als ob man

neidisch auf große Erfolge beim phantastischen Kinderbuch in letzter

Zeit wäre. Aber ich meine halt schon, daß es ein bissel mehr

Engagement in der Phantasie-Literatur geben müßte. Und das

versuche ich nun.

117) So muss sich der Autor eben abrackern. In “einfachen” Sätzen

ihrem Qualitätsanspruch zu genügen und Spannung, Sprachwitz und

Nähe zur Wirklichkeit liefern

119) Ich möchte nicht “Erlebnisse” sagen. Sagen wir “Erfahrungen”.

Ich kann nur schreiben, was ich weiß. Es liegt mir nicht, mit dem

Eskimo in den Iglu zu kriechen oder mit dem Indianer Büffel zu

jagen. Ich kann mir auch nicht vorstellen, ob ein römischer Legionär

unter Fußblasen ähnlich oder anders als ich gelitten hat. Meine

Phantasie hat da keine Ansatzpunkte.

121) Jetzt könnte ich ja sagen, daß ich die phantastischen Aspekte als

Hilfskrücken betrachte, die dem kindlichen Leser die Wirk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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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er erfassen helfen. Das wäre auch gar nicht gelogen. Aber primär

machen mir phantastische Aspekte Spaß.

128) Das ist nicht gut für die Leute, [...] das ist gar nicht gut, wenn

sie so etwas sehen! Ich muss etwas unternehmen!

130) “Bücher, die ich meine, sollen nicht beschwichtigen, sie sollen

beunruhigen und wecken, neugierig sollen sie machen, auf Menschen

und Dinge, auf das Unbekannte im Bekannten, sogar auf das

Unmögliche, Bücher können zu neuen Gedanken herausfordern, denk

weiter, rede weiter, erzähl weiter. Trau deiner Phantasie, aber lasse

sie die Wirklichkeit nicht vergessen. Das sind Leitlinien, auf denen

Sätze für Kinder geschrieben werden können, und dies alles nicht

ohne Witz, vergnügen, Libe, Anschauung und Erfahrung, Genauigkeit,

Leidenschaft, Vernunft. Und das in einer Sprache, die Empfindungen

nicht verkleinert.”

3.2.2. 반권위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환상의 존재

133) Anna hörte ihn seufzen. Ganz tief seufzte er. Anna dachte: Was

seufzt er denn da so? Es gibt noch was schlimmeres im Leben, als

die Wochenenden mit der Mama zu verbringen! Er wird sich schon

daran gewöhnen! Und wenn er sich nicht daran gewöhnt, kann mann

auch nichts machen.

Dass man in “geschiedenen Familien” Probleme nie zur tot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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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friedenheit aller lösen kann, das hatte Anna längst kapiert.

3.2.3. 작품에 나타난 환상의 비밀공간

143) Damals saß sie oft auf dem Klo.

“Immer sitzt sie auf dem Klo!: behauptete ihre Mutter.

“Nur wenn ich alleine sein will, gehe ich aufs Klo!” erklärte sie, und

ihre Mutter schnaubte verächtlich durch die Nase und verdrehte die

Augen-einmal im Kreis herum-mit einem doppelten Lidschlag. Das

heiß: O guter Gott im Himmel, so hör dir das an, allen will sie sein,

wozu will sie denn allein sein, was braucht denn ein Kind allein zu

sein?

146) Christine Nöstlinger hat immer wieder betont, dass Phantasie in

ihren Texten in einem sozialen Zusammenhang stehen muss.

Phantasie kann für sie nicht “wertfrei” sein, nicht dazu dienen

“nebulös etwas [zu] erfinden”, um sich “wegzuträumen”.

150) Lottes Klo schützt in der familiären und nachbarschaftlichen

Enge ihres Milieus ihre Autonomie, birgt ihre Geheimnisse, die,

würden sie entdeckt, kaum des Beachtens wert wären: nur als

geheim sind sie wichtig. Nicht zuletzt ist ihr Klo, wie die heimlichen

Plätze der Romantiker, der Spielraum ihrer Phantasie.

151) Da, wo ich wohne, da gibt es überhaupt nur zwei Sorte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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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en und die Dünnen. Alle Dicken sind gleich. Und alle Dünnen

sind gleich. Alle sind häßlich!

Sie fragt sich, wo die schönen Menschen wohnten. Und ob die

schönen Menschen in den schönen Häusern wohnten. In den Häusern

mit den Gärten herum und den Gitterzäunen davor.

154) Dann holte sie den Shurli aus dem rosaroten, hellen Fenster

herunter und stellte ihn neben den Tannenbaum. Er stand da und

lächelte und paßte genau dorthin.

158) Du lausiger, verdammter, schäbiger Erpresser, dachte sie, wenn

du wüßtest! Wenn du wüßtest, wie wurscht mir das Klo ist, dann

würdest du noch blöder schauen. [...]

“Da hast”, sagte sie.

“Wieso gibst mir den Schlüssel?”

“Du willst doch auf mein Klo!”

160) Die roten Ecken der gelben Fliesen konnte man durch die Luft

schweben lassen, zum Fenster hinausfliegen lassen. Aber selber blieb

man sitzen, selber schwebte man nicht, selber flog man nicht zum

Fenster hinaus.

162) Das wird er mir büßen, das wird er mir büßen! Was der Mundi

büßen würde und warum er büßen würde, war ihr nicht klar, aber sie

spürte ganz genau: Wenn ich darüber nachdenke, dann fange ich zu

weinen an. Und weinen wollte sie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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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밀을 통한 성장

166) Die Mama wurde böse. Sie hat gemeint, sie ist eine gute Mutter

und wir haben allen Grund dazu, ihr die Wahrheit zu sagen. Wir

haben gesagt, dass sie wirklich eine gute Mutter ist, aber das ist

kein Grund, ihr alles zu sagen. Und weil die Mama eine guter Mutter

ist, hat sie das auch verstanden.

Wir haben dann das Geschirr abgetrocknet, damit die Mama merkt,

dass wir gute Kinder sind.

4.2. 어른과 아이의 성장

176) Wenn jemand erzogen und belehrt werden sollte, dann die

Erwachsenen. Kinder werden die phantastischen Erzieher ihrer Eltern.

178) Mit kleinen Kindern ist der Papa sehr lieb. [...] Und ich habe

geglaubt, ich habe einen herrlichen Papa.

179) Martina sagt, bei ihr war es genauso. Sie meint, das kommt

davon, weil der Papa nicht begreifen kann, dass Kinder normale

Menschen sind, die eigene Ansichten bekommen und selbstständig

sein wollen. Der Papa verträgt das nicht. Warum das so ist, weiß die

Martina auch nicht.

180) “Klar wird der Papa das machen. Der Papa kann doch a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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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Na, klar ist das leicht! Wenn sonst nichts hilft, dann setze ich

mich in den untern Keller und bleibe unten! Dann kann der Papa

keinen Rohrbruch machen! Mich will er doch nicht ersäufen!” [...] “Ich

habe keine Angst vor dem Papa”

182) Die Mama hat gerufen: “Lasst doch den armen, kleinen Kerl in

Ruhe! Er kennt sich sowieso schon nicht mehr aus im Leben!”

“Da ist er aber nicht der Einzige in unserer Familie, dem es so

geht!” habe ich zur Mama gesagt.

184) Fast hätte ich “heile, heile, Segen” zum Nik sagen wollen, doch

ich habe mir dann gedacht, dass der Nik dazu schon zu groß ist.

Darum habe ich nur gesagt: “ Komm! Gehn wir schlafen!”

185) “Alle kann man nicht mögen”, hat ich gesagt. “Die Gemeinen

darf man überhaupt nicht mögen!”

187) Sie hätte das Gefühl, als sei sie in den letzten zehen Minuten

enorm gewachsen; mindestens um einen Kopf größer als am Morgen

kam sie sich vor.

190) Flau war mir im Magen. Um das flau Magengefühl zu

bekämpfen, sagte ich mir, während ich zurückmarschierte: Erstens

kommt die Mama ohne dich besser zurecht, zweitens kannst du

nichts dafür, dass deine Eltern geschieden sind und du dich für einen

von ihnen entscheiden musst! Hättest du dich für die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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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chieden, wär dir jetzt wegen dem Papa flau im Magen!

193) “Wär nicht auszuhalten”, murmelte er, “dich nicht rund um die

Uhr am Hals zu haben!”

196) Aber das ist ja das Problem! Wir haben ihn vorher nicht gern

gehabt und wir haben ihn jetzt auch nicht gern. Seit ich das alles

von ihm weiß, tut er mir zwar Leid, aber ihn GERN HABEN ist

nicht d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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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Analyse der Antiautorität

in den kinderliterarischen Texten

von Christine Nöstlinger

Kim, Ki-Joo

Diese Arbeit basiert auf der Analyse der Antiautorität in den

kinderliterarischen Texten von Christine Nöstlinger.

Christine Nöstlinger, 1936 in Wien Österreich geboren, ist eine der

beliebtesten und einflussreichsten Kinder- und JugendbuchautorInnen

der Gegenwart. Sie veröffentlichte über 100 Bücher und gilt als

politische und gesellschaftskritische Persönlichkeit, was sich in ihren

Werken widerspiegelt. Anfang der siebziger Jahre galten sie und ihre

Werke als Paradebeispiel für den Paradigmenwechsel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Sie zeigte in ihren Kinder- und Jugendromanen

immer wieder, dass die Ablösung autoritärer Strukturen durch die

moderne “Verhandlungsfamilie” ein mühsamer und schmerzhafter

Prozess ist.

Sie sieht alltägliche Dinge, die wir übersehen, in einem neuen Blick.

Sie zeigt die Veränderung von Dingen, die früher frag- und kritik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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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zeptiert wurden. Sie benutzt die Komik und die Phantasie für die

Schilderung des Generationskonflikts, die Kritik am Autoritarismus

und an der Wirklichkeit der Welt. Ihre Weise der Komik ist nicht das

“heile Lachen”, sondern eine “Komik des bösen Blicks”. Sie benutzt

das Sprachspiel, den Witz und die Satire zur Kritik der

Alltagsprobleme. Und ihre Phantasie, die man eine “soziale Phantasie”

nennen kann, verliert nicht den Bezug zur Wirklichkeit der Welt. Sie

benutzt die phantastischen Aspekte als Hilfsmittel, um dem Leser die

Wirklichkeit besser begreifbar zu machen. Außerdem verwendet

Nöstlinger auch Haupttheme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das

Motiv des Geheimnisses und des Wachstums, aber sie verwandelt

und gebraucht die Motive, um die Vorstellungen von der

Überwindung der Schwierigkeiten autoritärer Strukturen in einer

neuen Weise zu verwirklichen.

Sie stellt die dunkle Vergangenheit und die Realität durch Phantasie

und Humor dar. Dadurch gibt sie dem Leser Freude und Hoffnung

und zeigt die positive Welt und die Möglichkeit. Meisterhaft

beherrscht Nöstlinger ihre realistischen Themen: Kind, Großstadtkind,

Familienprobleme, Generationskonflikt in der zwei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Sie spricht nicht über eine große Veränderung. Allerdings fordert

sie implizit die Leser auf, um ihr Alltagsleben zu reflektieren und ihr

Verhalten zu ändern. Sie sagte, dass sie keine Erzieherin sei und

nicht daran glaube, dass man Kinder wirklich erziehen muss oder

erziehen kann. Sie nimmt die Kinder und Jugendliche sehr ernst, aber

analysiert sie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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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Nöstlinger will mit den modernen Kindern kommunizieren,

deren sich ständig wandelnde Alltagsrealität zeigen und eine sich

entwickelnde Schriftstellerin sein.

Ich hoffe, dass ihre Bücher in Korea nicht bloß als eine einfache

Unterhaltung für Kinder und Jugendliche wahrgenommen, sondern als

generationenübergreifende Literatur akzept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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