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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 지면서 45년 동안 동과 서로 분단되었던 독일
은 사실상 다시 통합되었다. 당시 독일과 세계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붕괴된 
베를린 장벽 앞에서 환호하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앞다투어 보도하 으며, 20
년이 지난 2010년 독일 정부는 통일 20주년 기념식에 한국의 통일부 장 을 

청하기도 하 다. 분단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는 한국은 독일의 통일 과
정과 그 이후의 상황에 많은 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서는 2010년 통일 기념일에 즈
음한 알 스바흐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20주년 특집기사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동⋅서독 출신을 막론하고 독일 국민의 84%가 통일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구서독 지역 주민 75%와 구동독 지역 주민의 

60%는 통일 이후의 삶이 그 이 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동독과 구서독이 분명 차이가 있고 그 을 인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 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서독 사이에 공통 이 있느냐는 물음에 1995년에는 26%, 2002년에는 
30%, 2005년에는 40%, 2010년에는 43%가 정 인 응답을 하 다. 과반수가 
넘는 51%는 구연방과 신연방이 속히 동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1)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8073).
1) Vgl. Umfrage. Deutsche sehen die Einheit positiv. In: FAZ vom 01. 10. 2010 (http://goo.gl/9lHB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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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정 인 지표만을 언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 구냐는 질문에, 서독 주민의 
60%는 동독인이라고 답하 고, 서독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7% 다. 이에 반
해 통일의 열매를 맛본 사람이 동독인이라고 생각하는 동독주민은 25%에 불
과하 고, 부분은 서독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하 다.2) 자신을 ‘2등 국
민 Bürger zweiter Klasse’으로 여기는 동독출신 국민들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 히 많은 실정이다.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 ‘머릿속의 장벽’은 
여 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장벽이 완 히 해체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되었다

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세계 인 여류감독인 도리스 되리 Doris Dörrie

는, 공교롭게도 독일 통일 20주년이 된 해인 2010년 코미디 화 <헤어드 서 

Die Friseuse>3)를 발표하 다. 부분의 화평은 뚱뚱한 여주인공이 좌충우

2) Ebd.
3) 틀 구조로 구성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주인공 카티 쾨니히는 의기소침한 

손님에게 자신이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미용사로 일하게 된 경위를 들려주

면서 손님에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영화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틀은 카티가 손님과 대화

하는 시퀀스이고 틀 속 이야기는 카티가 체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인 도리스 

되리가 구동독 출신의 싱글맘이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통일된 독일사회에 적응하며 살

아가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보여주듯이, 카티는 머리를 손질하러 온 손님에게 자신이 극

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왔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풀이 죽어 있던 손님

을 격려하는 이야기꾼 노릇을 하고 있다. 
카티가 손님에게 들려주는 체험기는 대략 이러하다.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

는 바람에 이혼하고 딸과 함께 베를린 마르찬 구역의 아파트촌으로 이사 온 주인공 카

티는 구직센터에서 소개받은 백화점의 미용실로 찾아갔으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용

사’라는 직업에 ‘아름답지 못한 외모’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 그 미용실 맞은편에 폐점한 아시아식당에 자신의 미용실

을 개점할 결심을 한다. 카티는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질케와 함께 양로원 노인들을 

상대로 이동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탈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서 미

용기구들을 압수당하기도 한다. 임대료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입국자들을 돕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 티엔과 친하게 된다. 그는 카티가 얻은 점포를 미용실로 개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사이 카티는 희귀한 질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수리가 끝나지만 개점 직전에 바닥재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미용실 

허가를 얻지 못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그녀는 마침내 젊은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사로 취직을 하게 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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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면서 외  아름다움을 시하는 사회  편견에 맞서 싸워나간다는 희극

 요소에 을 맞추고 있다. 일부 평자들이 사회  요소를 간단히 언 하

고 있긴 하지만, 주인공 카티 쾨니히가 구동독 출신의 싱 맘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의 구체 인 사회 ⋅역사  배경에 길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4) 
부분의 평자들의 견해처럼 통일이란 요소는 이 화에서 부차 이거나 

단순히 빈약한 배경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에 해 본 논
문은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 <헤어드 서>에서 구동
독 출신의 주인공이 일상에서 왜 좌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통일독일 사회의 후유증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 소재 영화로서 <헤어드레서>

Ⅱ.1. 통일 소재 화

독일의 재통일에 련하여 독일의 화계도 지속 으로 심을 보여 왔다. 
이 가운데 세인들의 주목을 많이 끈 작품으로는 <존넨 알 >(1999년, 안더 

하우스만 감독, 260만 객), <우리 같은 웅들>(1999년, 제바스티안 페터존 
감독, 19만 객), <굿바이, 닌!>(2003년, 볼 강 베커 감독, 657만 객), 
<타인의 삶>(2006년, 로리안 헹  폰 도 스마르크 감독, 237만 객) 등을 
손꼽을 수 있다.5) 그러나 독일 객들의 폭 인 호응을 얻은 이 작품들은 

주로 통일 이  구동독주민의 삶에 집 하고 있으며, 객으로 하여  구동독 

시 에 한 향수나 구동독 시 의 억압 인 상황을 일깨워 주는데 일조하고 

4) 주요 평들을 모아 놓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goo.gl/yXdEEn.
5) 흥행성적 및 관객 수에 대한 정보는 독일영화진흥청(FFA) 홈페이지(http://www.ffa.de)의 

<Marktdaten>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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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독일 화계는 통일 이후 변화된 새로운 독일에서의 사회 문제, 즉 구
동독주민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응해나가고 있는가에 

한 성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의 호응을 얻지 못하 다.6) 
독일의 재통일은 구동독인이든 구서독인이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당면한 

실이며,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사회  문화  갈등, 나아가 심리  갈

등은 여 히 머릿속의 장벽으로 남아있다. 체제는 통합되었지만 여 히 상존

하고 있는 이 앙 을 해소하기 해서는 구동독주민뿐 아니라 구서독주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당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들에 한 지속  성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  성찰을 해서는 흥행

에 성공한 화는 일반 에게 커다란 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작품으로 2010년에 개 된 도리스 되리 감독의 코미디 <헤어

드 서>를 들 수 있다. 도리스 되리는 < 니핑크 Keiner liebt mich>(1995), 
<내 남자의 유통기한 Der Fischer und seine Frau>(2005),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Kirschblüten-Hanami>(2009)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다. 
<헤어드 서>는 2010년 독일 흥행순  체 57 , 독일 화  9 , 객 동

원 수 617,252명이라는 비교  좋은 성 을 거두었다.7) 통일 이후 구동독주
민들의 일상을 그린 화 가운데서 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한 화인 셈

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제 13회 서울국제여성 화제의 개막작으로 상

되어 호평을 받기도 하 다.

Ⅱ.2. 팩션 화로서 <헤어드 서>

2010년 제60회 베를린 국제 화제에서 도리스 되리는 의외의 인물과 함
께 <헤어드 서> 포토콜에 등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여주인공 카티의 

6) 더 자세한 사항은 이준서: ‘통일 이후 통일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영화. 집문당 2006, 
특히 82-146쪽 참조. 여기에는 전환기를 다룬 영화들이 장르별로 고찰되고 있다. 

7) 독일영화진흥청(FFA) 자료 참고(http://www.f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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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델인 카틀  치 릭 Kathleen Cieplik이었다. <베를리  차이퉁>과의 인
터뷰에서 치 릭이 밝혔듯이 주인공 카티와 치 릭의 삶이 “일 일로 응”8)되

는 것은 아니다. <헤어드 서>는 기록 화가 아니라 팩션 화9)이다. 따라서 
당연히 화와 실의 삶이 일 일로 응되진 않지만, 시나리오가 그녀가 겪
은 체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화의 실과 실재의 실은 몇몇 

주요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카틀  치 릭은 구동독 출신의 미용사이며, 어릴 때 동베를린 마르찬 구

역으로 이사하 고 그곳에서 미용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미용사를 천
직이라고 생각하 으므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며, 쇼핑몰에서 미용실을 운 해 

본 경험도 있다.10) 특히, 치 릭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 화의 핵심 인 모티

가 된, 외모에 한 사회  편견에 한 일화는 그녀의 삶을 화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치 릭은 1997년 미용실을 개업하기 직  거  랜차

이즈 미용실의 어느 지 에 구직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그 미용실의 원장은 
면 에서 “미용사라는 직업은 아름다운 직업인데, 당신은 아름답지 못해요. 
Der Friseurberuf ist ein ästhetischer Beruf. Sie sind nicht ästhetisch.”11) 라고 
하면서 채용을 거부하 다. 외모에 한 사회  편견을 드러내는 이 말은 

화에서도 그 로 차용되었고 핵심 인 장면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  는 공통 에도 불구하고 차이 도 많다. 치 릭은 

카티처럼 다발성경화증은커녕 다른 병도 앓은 이 없었고, 남편이나 딸과 

8) Frank Junghänel: Wie Kathleen Cieplik aus Berlin in den neuen Film von Doris Dörrie geriet. 
Mein wunderbarer Frisiersalon. In: Berliner Zeitung vom 13. 02. 2010 (http://goo.gl/isEQCN). 

9) ‘팩션 faction’은 팩트 fact와 픽션 fiction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하

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장르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소설 기법의 하나로 간주되었

으나 요즘은 영화나 연극 등 다른 장르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참고: 두산 백과 ‘팩션’ 
항목 (http://me2.do/553d7yWR).

10) Vgl. Andreas Conrad: Kathleen Cieplik war das Vorbild zu Doris Dörries „Die 
Friseuse“. In: Tagesspiegel vom 18. 02. 2010 (http://goo.gl/EobIhj).

11) Holger Schacht: Waschen, schneiden, Seele streicheln. Kathleen Cieplik (41) ist das 
Vorbild für den neuen Film von Doris Dörrie: Besuch bei der “Friseuse”. In: Berliner 
Kurier vom 17. 02. 2010. (http://goo.gl/E9g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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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계를 유지해왔으며, 베트남 입국자를 도운 도 없었고, 질 와 

같은 동업자도 없었으며, 머리를 손질하는 도  죽은 고객도 없었다.12) 치
릭이 실에서 직  체험한 사건들은 다양하게 가공되어 스크린 속의 실에

서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다른 은 화는 치 릭이 

장기간에 걸쳐 체험한 사건들을 통일 직후의 몇 주간으로 압축시켜서 놓은 

이다. 제작 과정이나 제작의 동기나 의도가 어떠하든 화는 그 자체가 하
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간주되어야 한다.

Ⅱ.3. <헤어드 서>의 제작 배경과 의도

이 화는 도리스 되리가 25년 동안 감독생활을 하면서 다른 문 작가의 
시나리오로 화를 연출한 첫 사례이다. 카틀  치 릭의 미용실을 손님으로 

방문했던 어떤 남자가 치 릭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내인 시나리오 작가 라일

라 슈틸러 Laila Stieler13)에게 해 주었고, 그녀는 근처에 있는 치 릭의 가게

에 자주 들리면서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 쓸 생각을 하 다. 이 구상 
단계에서 슈틸러는 감독인 동시에 뮌헨 텔 비 ⋅ 화 학교의 교수인 도

리스 되리의 ‘창조  쓰기’ 강좌의 시나리오 심포지엄에 를 받았다. 슈
틸러는 자신의 구상을 되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해 두 사람은 많

은 화를 나 었다.14) 슈틸러가 구체화시킨 카티라는 캐릭터에 해 되리 

12) Vgl. A. Conrad: Ebd. Auch vgl. H. Schacht: Ebd.
13) 구동독 출신의 라일라 슈틸러는 시나리오 작가 및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벨스베르

크 영화대학교(Hochschule für Film und Fernsehen „Konrad Wolf“ Potsdam-Babelsberg)
의 동기생인 안드레아스 드레젠 감독과 호흡을 맞추어 그가 감독한 여러 영화의 시나리

오를 담당했다. 한국에서도 개봉된 드레젠의 영화 <우리도 사랑한다 Wolke 9>(2008)의 

시나리오도 슈틸러의 작품이다. 
14) <헤어드레서> 홍보자료에 실린 슈틸러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의 초고를 보면서 그녀

와 감독은 장면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의견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새 버전의 시나리

오를 다시 완성했다고 한다. 따라서 완성된 시나리오에는 되리 감독의 의견이 상당히 많

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Vgl. Interview mit LAILA STIELER. In: Der 
neue Doris Dörrie Film DIE FRISEUSE (Broschüre für die Pressebetreuung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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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 에 시나리오가 완성되자 되리는 이를 화화

하기로 결심하 다.
라일라 슈틸러는 1990년 동독 바벨스베르크 화 학교를 졸업하고 동독 

국  텔 비젼방송국(DFF)에 드라마투르크15)로 일하던 에 통일을 맞이하

다. 그 당시 그녀는 드라마투르크로서 통일된 독일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해 실존  기를 느 고 그래서 직업의 환까지 고려하 다. 그녀는 당시
를 회고하면서, “나는 내가 [서독인들과] 다름을, 내가 동유럽인이라는 두드러
진 각인을 확실하게 느 다”16)고 메사추세츠 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소재 

‘DEFA 화도서 (동독 화 연구소)’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그녀의 시나리오에 구동독이 공간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

유가 무엇이냐, 재에도 구동독의 이미지를 여 히 보존하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 슈틸러는 인간의 재는 과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무 성 하게 구동독과 구서독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독을 재 할 경우 그 이미지가 고착되지 않도록, 환원주의 으로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한다고 답한다. 그녀는 요컨  “구동독의 일상이나 모
순을 다루는 [동독을 배경으로 삼은 기존의 화와는 다른] 차별화된 화”17)

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사회에서 과거의 동독을 화로 담아낼 때, 추상 인 이데올로

기나 억압 인 체제 는 사라져버린 것에 한 향수에 을 맞출 것이 아

니라 이러한 무거운 주제들을 갑남을녀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사롭게 표 하고자 하는 슈틸러의 의도에 되리 감독은 충분히 공감하 고 

Constantin Film), München 2010, S.19.
15) 사회주의 체제인 동독에서 ‘드라마투르크’는 서독에서 시나리오작가가 가지는 위상과는 

달리 감독과 동등한,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원래 드

라마투르크는 학술적인 전문가로서 영화나 연극 또는 오페라에서 작품이 완성(무대에 

올리는 일)되기까지, 즉 기획⋅홍보⋅캐스팅⋅리허설⋅공연 후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

정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예술감독을 의미했다.
16) Hiltrud Schulz: Writing about Daily Life. Scriptwriter: Laila Stieler. Interviewed in 

February 2011. In: http://goo.gl/fPJcXa.
1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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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탁월하게 스크린으로 옮겨 놓았다. 구동독 출신의 여주인공이 통일된 독
일사회에서 간난을 헤쳐 가는 과정에서 흡수통합된 구동독인이 변화된 사회

에 얼마나 힘들게 응해 가는지, 서독인의 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제들
이 구동독인의 시각에는 어떻게 다르게 비치는지 등이 <헤어드 서>에서 가
벼우면서도 가볍지 않게 표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시나리오 작가가 통일을 

체험한 구동독출신이었다는 이 지 않게 작용하 다.18) 
물론 구동독을 낯선 으로 객 으로 찰하고 탐구한 감독의 능력과 역

할도 지 하 다. 되리 감독은 독일의 울타리를 넘어 독일과 세상의 소통을 
화에 담고 싶어 하는 감독이다. 그래서 그녀의 화에는 이국 인 소재나 공간

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많다. 작인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2009)은 머나
먼 동방 일본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헤어드 서>로 그녀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엄 히 말하자면 ‘독일’이라고 하기엔 무엇인가 충분하지 못
하다. 주인공 카티의 삶과 생활방식은 일반 인 서독출신 독일인의 그것과는 

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의 공간  배경은 ‘독일’이라기보다
는 ‘구서독의 동쪽인 동베를린’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Ⅲ. 웃음에 깃든 연민: <헤어드레서>와 통일 이후 구동독출신 

주민의 삶 

Ⅲ.1. 카티 쾨니히의 새로운 출발과 통일 독일 

<도이칠란트라디오>와의 담에서 도리스 되리 감독은 카티라는 캐릭터에 
해 두 가지 요한 요소를 언 하 다. 하나는 카티가 ‘구동독 출신’이며 
다른 하나는 그녀가 ‘베를린 주민’이라는 이다.19) 감독의 이 언 은 화를 

18) 여주인공 카티의 역을 맡은 가브리엘라 마리아 슈마이데도 구동독 작센 지역 출신의 배우이

다. 그녀가 베를린 방언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슈마이

데는 구동독 시절에는 연극배우로, 2000년 이후로는 주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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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카티가 동독에서 성장하 고 그

곳에서 사회화되었고 교육받았다는 것은 구동독 시  체험하고 교육받았던 

내용이 카티의 재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요한 잣 로 기능한다는 의미

이다. 딸 율리아의 나이나 는 카티가 질 에게  남편 미하엘에 해 이야

기할 때 만난 지 20년이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카티의 나이는 
마흔 후로 추정된다. 기성세 의 경우 기존의 사고방식이 쉽게 바 기 어려

우며 재에 미치는 과거의 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2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규정하는 것은 재이다. 과거의 향력
이 클지라도 재의 환경은 미래의 삶에 요한 작용을 한다. 카티는 재 
‘베를린 주민’이다. 구동독의 동베를린이 아니라 통일된 독일에서 동베를린의 
마르찬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해서는 일상에
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맞서 싸우고 극복해야 한다. 구동독 출신 주민들
은 통일 독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하여 재의 여러 가

지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극복해 나가면서 재의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든 

응해나가야 한다. 
주인공 카티 쾨니히는 구동독 출신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친구와 바

19) Vgl. Doris Dörrie im Gespräch mit Jürgen König. Doris Dörrie: Sie gibt jedem Tag 
eine Chance. Filmemacherin über “Die Friseuse”. In: Deutschlandradio Kultur vom 
16.02.2010 (http://goo.gl/SMuy2C).

20)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티엔과 함께 미용실 수리 작업을 하고 

귀가하는 도중 뒤에서 걸어오는 집배원을 슈타지로 오인하고 불안해한다. 그녀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안도하며 “비밀경찰이 아직도 있네 Die Stasi lebt.”라고 

말한다(01:21:40-22:21). 구동독에 대한 애증은 전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이혼을 

했다고 전남편 미하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이혼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삿짐에 들어있던 전남편의 옷을 빨아주는 애정이 아직 남아 있다

(00:29:36). 질케에게도 전 남편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자랑한다(00:39:42). 이러한 소

위 애증 관계는 사라져버린 구동독과 통일독일 사회에서 구동독출신의 독일인과의 관계

와 유사하며 결혼반지를 통해서도 가시화된다. 카티는 대출 문제로 은행에 가는 날 아침 

세면대에서 결혼반지를 빼려하지만 빠지지 않는다(00:32:33). 은행에서 나오면서도 반지

를 빼려고 시도해 보지만 실패로 끝나고 만다(00:34:22). 그러나 틀구조에서 속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시퀀스에서 세수하는 도중 반지는 저절로 빠져서 세면대의 배수

구로 들어가 버린다(01:44:48). 구동독과 남편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홀로서기가 가능하

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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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난 남편과 이혼을 한 다음 유년기를 보냈던 동베를린 마르찬 구역21)의 아

트 으로 사춘기의 딸과 함께 이사를 한다. 마르찬 구역으로 이사를 온 시
기는 화의 맥락으로 볼 때 통일이 된 직후로 보인다. 그녀는 지  모든 것

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미용기술을 배웠던 동독이라
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20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남편과도 이
혼을 하 으며, 이와 더불어 친구도 잃었고, 작지만 정원이 딸린 교외의 집도 
상실하 다. 더구나 직업도 없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딸과 지나치게 비
한 몸뚱이, 그리고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불치병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녀의 상황은 무장이 해제된 병사나 다름없다. 딸과 함께 마르찬 구역
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카티의 암담하고 열악한 상황은 통일 당시 부분의 

구동독출신 주민들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화 반에 걸쳐 구동독이나 구서독의 생활양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는 통일 등의 이념 문제는 직 으로 언 되는 것이 아니라 카티의 일상생

활과 그녀의 주변 환경을 통해 매우 사실 으로 드러나고 있다. 카티 쾨니히
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나 통일의 후유증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1990년 통일로 두 체제가 통합된 직후,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구동독 주민들 4명  1명만이 자리를 보존하 다. 통일로 인해 
실직을 했던 동독 주민의 약 1/3이 구직에 실패하 다.22) 요컨 , 동독시  

21) 카티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귀가한 다음 딸 율리아에게 어린 시절 이

곳 마르찬 구역에서 살았었다고 말한다(01:41:00).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SED)은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동베를린의 동쪽 끝에 위치한 마

르찬 구역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11층 이상의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

촌(Plattenbausiedlung)을 건설하였다. 동독의 은어로 ‘노동자들의 사물함 Arbeiterschließfächer’
이라 불린 이러한 주거형태를 독일인들은 선호하지 않았다. 통일직전에는 4.8%였던 공

실률이 1991년에는 16%, 2002년에는 15%에 이르렀다. 2004년부터 고층 아파트를 허물

고 최대 6층 높이의 계단식 아파트단지 형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Vgl. Marzahner Platte ist besser als ihr Ruf. In: Berliner Morgenpost vom 03. 12. 
2011 (http://goo.gl/uX17gU); Wie das moderne Marzahn entstand-Baustelle der Superlative 
Die größte Baustelle Europas. In: http://goo.gl/eSBtqO; Berlin Impressionen einer 
Metropole Stadtführungen. In: http://goo.gl/PZHEFo.

22) Vgl. Stefan Dietrich: 20 Jahre Wiedervereinigung. Wechselbäder der Einheit. In: FAZ 
vom 02. 10. 2010 (http://goo.gl/iJ1E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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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이 통일 이후 직업도 없이 자본주의 시

장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23) 카티가 처음 구직센터로 향할 때 그녀는 이
의자를 가지고 간다(00:09:09-38).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24) 마르찬 구역은 동베를린, 
즉 구동독에 속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다수는 구

동독 출신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화에서 철이나 쇼핑센터 안의 사

람들,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구서독지역과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Ⅲ.2. ‘뚱뚱이’ 카티와 사회  편견

주인공 카티는 뚱뚱하다. 얼핏 보아도 비만의 수 을 넘어 고도비만증 환

자처럼 보인다.25) 주인공 카티는 아름답거나 늘씬한 여주인공을 내세운 다른 
화의 여주인공과는 매우 다르다. 그 다면 주인공을 왜 ‘뚱뚱이’로 설정했
을까 라는 물음을 제기해 볼만 하다.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기 한 상황26)을 

만들기 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3) 국가사회주의 체제인 동독은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하였고, 부족

한 부분은 ‘두 번째 월급봉투 zweite Löhntüte’라 불린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동독시절 주민들은 실업이나 주거 문제 등 실존적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Vgl. Anne 
Seeck: 20 Jahre Einheit. Die deutsche Vereinigung und die Folgen. In: trend onlinezeitung 
10/2010 (http://goo.gl/avsuOh). 그 때문에 구동독 출신 주민들은 통일 이후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서 성과와 업적을 쌓기보다는 국가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이다. 
24)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구서독지역의 2배 이상이었다. Vgl. 

Statistisches Bundesamt: 20 Jahre deutsche Einheit. Wunsch oder Wirklichkeit. Wiesbaden 
2010, S. 45.

25) 카티 쾨니히 역을 맡은 가브리엘라 마리아 슈마이데는 이 역할을 위하여 몸무게를 늘였

고, 촬영 내내 팻수트(fatsuit: 뚱뚱하게 보이도록 보형물을 넣어 만든 속옷)를 착용했으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장면에서는 대역을 썼다. Vgl. Berlinale-Tagebuch II. Vorhang auf 
für Kathi aus Marzahn. In: Kölner Stadt-Anzeiger vom 14. 02. 2010 (http://goo.gl/Jxg5Qj).

26) 댄스클럽에서 무거운 몸집으로 경쾌하게 춤을 추는 장면, 누드 장면, 의자나 문에 끼는 

장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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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는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그녀는 스장에서 귀가 도  철 

안에서 에 앉은 사람에게 등 쪽의 지퍼를 내려달라고 부탁한다(00:06:28). 
지퍼에 손이 닿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옷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  곁에는 튼튼한 밧 이 놓여 있다(00:06:15).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자신
의 몸을 제 로 가  수 없다. 그래서 그녀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해 육 한 몸을 일으키려면 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서 자기공명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도, 물론 카티의 
폐소공포증 때문이긴 하지만, 가축병원의 기계로 검사를 받는다(01:38:34). 질
와 바에 갔을 때도 육 한 몸 때문에 힘겹게 용을 써서야 높은 의자에 올

라앉을 수 있다(00:37:50).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출입문에 몸이 낀다(00:28:24). 
한 크리거 부인의 미용실에서 면 을 마치고 일어설 때도 몸이 의자에 끼어 

단번에 일어나지 못한다(00:16:09). 카티가 이사 온 집은 구동독 시  건설된 아

트 인 마르찬 구역의 아 트 11층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
서 그녀는 11층 꼭 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육 한 몸을 계단의 난간에 

의지하면서 도 에 계단에 앉아 쉬기도 하는 등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매

우 힘겨운 노력을 해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00:51:27). 비만으로 인한 불편함이
나 고통은 이러한 일상 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카티는 “살집에 비해 키가 작은”(00:44:51) 체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  편견과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27) 카티
는 구직센터에서 이스트게이트 쇼핑몰에 있는 미용실을 소개받고 면 을 보

러 갔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 크리거 부인은 카티의 실력이 아니라 외모만 보
고서, 미용사란 아름다움을 다루는 직업인데 뚱뚱한 카티는  아름답지 못

하다고 말하면서 면 에서 퇴짜를 놓는다(00:15:27).28) 동양인 미용사도 카티

27)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감독 도리스 되리는 팻수트를 입고 베를린 거

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몸소 하였다. 되리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실험을 하면서 몇 시간 후에는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

히고 있다. 가게, 전철, 식당, 슈퍼마켓 등지에서 차별과 조롱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어떤 아이로부터 “비켜, 뚱땡이 돼지야!”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부유한 지역일수록 차

별의 눈초리가 더 심했다. Vgl. Interview mit Doris Dörrie zu DIE FRISEUSE. In: 
http://goo.gl/9cMY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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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롱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00:15:43). 인간을 인간다움이나 인간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으로 단하며, 비만인 사람은 사회 으로 경제

으로 열등하다는 의식이 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29) 이 사건은 이후 사
건 개의 환  역할을 한다. 미용사 자리를 구하지 못한 카티는 그 미용실 
앞에 있던 폐업한 국식당을 자신의 미용실로 만들 결심을 하게 되고, 임
료를 마련하기 해 갖가지 기행을 벌이게 된다. 
주인공을 비만한 체구로 설정한 까닭은 웃음을 유발하기 한 장치나 는 

비만인에 한 사회  편견을 환기하기 해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지 그
러한 효과만을 의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화는 코미디에 도덕성을 살짝 

버무린 삼류 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90년  독일 화계의 주류를 이루

었던 한 상업주의  코미디 화30)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28) ‘크리거 Krieger’는 ‘전사(戰士)’를 의미한다. 따라서 ‘크리거’라는 이름은 자본주의의 한 

가지 상징인 현대식 거대 쇼핑몰에서 사람들의 내적인 미가 아니라 외적인 미를 가꾸어 

주고 돈을 버는 인물에 대한 이름상징으로 볼 수 있다.
29) 독일에서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상당히 심한 편이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비만연구센터 교수인 힐베르트 Anja Hilbert는 독일에서 비만인은 일반적으로 “게으르

고, 의지력이 약하고, 규율을 준수하지 못하며, 비위생적이고, 책임감이 없으며, 어리석

고 미련스럽다는 등등”의 편견 때문에 곳곳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Susanne Rytina (Internetfassung: Ralf Kölbel): Faul, willensschwach, undiszipliniert. 
Vorurteile gegenüber dicken Menschen. In: SWR2 vom 13.05.2013 (http://goo.gl/IAC2hM).). 
그 까닭을 우리는 외적인 요소와 물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속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력과 수입이 낮은 사

람일수록 비만인 비율이 높다고 한다(Vgl. Max Rubner-Institut. Bundesforschungsinstitut 
für Ernährung und Lebensmittel (Hg.): Nationale Verzehrs Studie II. Ergebnisbericht, 
Teil 1. Die bundesweite Befragung zur Ernährung von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Karlsruhe 2008, S. 88-89.).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의 비만환자의 발생률은 

지위가 높은 계층에 비해 4배나 높다는 결과도 있다(Vgl.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Hg.): Adipositas Erkrankungen. Forschung-Diagnose-Therapie. Berlin 
2012, S. 5.). 요컨대, 학력, 수입,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미만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비만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

위가 낮기 때문에 경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

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인 학력과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미덕인양 

간주되고, 인간의 내면적 요소는 경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가진 속성이

며 그 부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이다. 
30) 1990년대 통일을 소재로 삼은 독일 코미디영화들은 동독과 서독에 대한 상투적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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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구동독 출신 주민으로서의 카티

과거는 재를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다

고 재가 으로 과거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재의 환경도 개인의 

형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카티의 경우 구동독에서 체득된 요소뿐 아
니라 통일된 베를린이라는 주변 환경에 어떻게 처하고 응해나가느냐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카티는 구직을 해서 나 에는 자신의 미용실을 개 하기 해서 사업계

획서, 시장분석, 재정계획, 수익가능성 등에 한 갖가지 서류를 가지고 료
주의 인 구직센터와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은행을 들락거린다. 구직센터의 담
당자는 허가 없이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보장법 조항을 들먹인다

(00:10:25). 은행에서 카티는 거만하고 불친 한 담당자에게 친 교육을 시킨

다(00:33:10-30). 우여곡  끝에 미용실을 개 하는 날, 노동청에서 검 나온 
조사 은 미끄럼방지조례를 반했다고 개 을 허락하지 않는다(01:35:02). 이
러한 료주의  행태나 복잡한 법규들은 구동독의 규정이 아니라 구서독의 규

정들이며, 구동독 출신의 독일인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결과 으로 볼 때 로부터의 그리고 외 인 변 이었기 때

문에 구서독의 질서를 구동독인에게 일방 이고 강제 으로 용하는 결과를 

래하 다. 통일 기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독이 선 하고 우 를 확보

하 기 때문에 상 으로 구동독 출신 주민은 박탈감과 열등감 그리고 생존

의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이 된 마당에서 구동독 출신들은 외
인 실업이나 생활여건 뿐 아니라 체득했던 기존의 문화  습과 습 마 도 

포기하고 구서독식의 생활습 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넣어야만 했다. 통일 
독일의 일상을 규정하고 있는 무수한 법규와 규칙들을 구동독 출신들은 새롭

게 습득하여 응해야 했다. 에 보이는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구동독 

지를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한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업성만을 겨냥한 코미디영화들

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웃음을 유발시키는 도구로만 활용하여 사회비판적 시각이나 

현실을 보는 안목을 둔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준서: ‘통일 이후 통일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영화. 68쪽 및 8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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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존재했던 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계들까지도 붕괴되어 버린 것이

다.31) 통일이 된 이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수 을 배우지 못

한 구동독인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쟁의 바다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나 진배없다. 
구동독인들이 단기간에 구동독시 에 체득된 습 이나 습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서독의 모든 제도나 규범에 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듭되
는 시행착오를 무수히 되풀이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는 
구동독 출신들의 고통과 차별이 웃음으로 포장된 카티의 좌충우돌하는 행동

에 내포되어 있다.32) 다발성경화증33)을 앓고 있는 비만증 환자인 카티의 모

습은 비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물

론이고, 외모에 한 사회  편견을 풍자하는 기능도 한다. 뿐만 아니라, 뚱뚱
이 카티는 구동독이 구서독에 흡수통합된 독일 통일의 출발선에 핸디캡을 안

고 서 있는 구동독 주민의 상황을 가시화한 것이다. 요컨  카티의 비만은 통

일된 새로운 독일사회에 내던져진 구동독 주민, 모든 것을 새로이 다시 시작
해야하는 구동독 주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한 암시이다. 
시각을 달리하여 카티의 이 아니라 객의, 특히 서독인의 으로 보기

로 하자. 몇 겹으로 주름진 살집은 카티의 원피스를 헤집고 밖으로 터져 나오
기 직 이다. 특히 카메라는 집요하게 반복 으로 카티의 맨살을 훑고 있다. 
카메라가 침 나 욕실에 있는 카티를 잡을 때는 출 이는 살집의 향연을 벌

31) 통일의 흡수통합적 성격으로 인해 구동독출신들이 물질적 정신적 변혁을 체험했다면 구

서독 주민들은 물질적인 부담만 지면 되는 것이었다. 구서독 주민들의 변화는 통일비용

의 부담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주민의 입장에서만 보

자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회복지수준의 축소는 구서독 

주민들에게 통일 이전의 독일을 그리워하는 베스탈기 Westalgie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2) 자기공명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카티는 “차별은 저의 또 다른 이름인 걸요. 

Diskriminierung ist meen zweiter Vorname.” 라고 한다(01:38:31). 카티는 무수한 차별을 

당해 온 사실을 웃음으로 감싸 넘긴다.
33) 카티가 다발성경화증 환자로 설정된 것이 개연성을 저해한다는 평(Vgl. Abini Zöllner: 

Kopf hoch. Waschen, schneiden, leben: “Die Friseuse” erzählt eine Geschichte der 
Selbstbehauptung. In: Berliner Zeitung vom 18. Februar 2010 (http://goo.gl/Am2bKJ).)도 

있지만 그러한 평가는 영화의 역사적 배경을 등한시한 탓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

다>에서 알리의 위장병과 유사하게 카티의 다발성경화증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생존

을 위한 “스트레스”가 외면화된 것이다(01:37: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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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듯하다. 이것은 늘어지고 출 이는 살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함도 아니고 실주의를 표방하기 함도 아니다. 카티의 드는 결
코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답지 못한 살집과는 달리 그녀의 혼
은 아름답다. 카티의 살집은 서독인이 구동독인을 보는 편견을 가시화한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로 그 편견 때문에 카티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일
상에서 의자나 문에 끼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힘겨운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34) 

<헤어드 서>는 여주인공 카티가 베를린에서 새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진한 베를린 사투리와 직선 이고 극 인 행동 그리고 뚱뚱한 몸매로 인해 

많은 웃음을 유발한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는 
카티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그녀도 좌 하고 물도 흘린다.35) 이러한 장면들
은 객들로 하여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좌 할 때마다 그녀는 오

뚝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도 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화에서 웃음은 어려
운 상황을 임시방편 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한 수단만으로 작용하고 있

지는 않다. 웃음은 정 인 미래와 행복한 결말에 한 암시로 기능한다. 
이 화에서는 그밖에도 행복한 미래에 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다. 우선 에 띄는 요소로는 아 트 의 상공을 날아가는 새들(00:07:53, 
01:31:47, 01:39:13)이나 무지개(00:19:48)가 반복 으로 등장하고 있는 을 

들 수 있다. 새나 무지개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나 약속 는 평화의 상징으
로 쉽게 읽힐 수 있다.36) 

34) 크리거 부인의 미용실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고 일어설 때 카

티는 의자에 끼인다(00:16:11). 창업지원센터를 찾은 카티는 이동미용사가 되라는 조언

을 듣는다. 이동미용사가 되면 브라질도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카티는 자신의 미용

실을 베를린에서 창업하기 위해 도움을 얻으러 온 것이다. 엉뚱한 조언에 화가 난 카티

는 창업지원센터를 나가다가 문에 낀다(00:28:24).
35) 크리거 부인에게 취업을 거부당한 다음 카티는 쇼핑몰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는 장면

(00:16:35-59); 양로원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후 카티는 계단에서 멍하니 주저앉아 실의

에 잠기는 장면(00:51:23-50); 미용실 개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카티는 미용실에 혼자 앉

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01:35:38-57) 등. 
36) 삭막하게 치솟은 아파트 건물들의 홍수 위로 날아가는 새떼나 무지개는 구약 창세기

(6-9장)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나 약속의 징표로 등



웃음에 깃든 연민－  하나의 통일 소재 화 <헤어드 서> 185

한, 카티가 마를 극도로 싫어하며 항상 다채로운 염색에 커트머리를 
좋아한다는 도 정 인 미래에 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는 머리

모양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장 이 있지만 변화가 없다. 단조로운 색상의 마
머리는 경직되고 획일 인 구동독의 사회에, 화려하고 다채로운 커트머리는 
다양성과 자유가 표출되고 보장되는 서구의 민주사회에 비유될 수 있다.37) 
통일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남기 해 구동독 출신의 독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라져버린 과거에 집착하고 고착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미래를 

하여 스스로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일이다.38) 

장하는 무지개를 연상시킨다. 
37) ‘파마’는 원어(영어 ‘퍼머넌트웨이브 permanent wave’에서 유래한 단어. 독일어는 ‘다우

어벨레 Dauerwelle’)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한 일시적인 머리모양새

(‘고데’)와는 달리 약품과 열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아도 모양새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

도록 한 머리를 말한다. 파마기술은 독일인 카를 네슬러 Karl Nessler가 1906년 처음 세

상에 선보였다. 오프닝타이틀은 노랑, 파랑, 빨강 등 다채로운 색의 머리칼을 자르고 염

색하는 장면을 현란하게 클로즈업하여 보여준다. 이어지는 틀에 해당하는 시퀀스에서 카

티는 파마를 고집스럽게 원하는 손님을 설득해서 염색을 하고 커트머리를 해줌으로써 

침울해 있는 손님의 마음까지도 밝게 만들어준다. 이동미용사로서 질케와 함께 양로원을 

찾아갔을 때 ‘늘 하던 대로 파마에 은회색 염색’을 원하는 페터스할머니에게 파마를 자

주하면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의 부인인 ‘마르고트 호네커’처럼 머

릿결이 상하고 염색도 잘 되지 않으니 커트 머리를 하라고 설득하지만 실패한다. 
38) 크리스티아네 퀼은 <존넨알레>(1999) 영화평의 도입부에서 ‘동독의 수도’ 견학을 목적

으로 한 수학여행의 체험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동독은 잿빛이었다. 잿빛 장벽, 잿빛 거리, 잿빛 하늘, 창백한 잿빛 얼

굴.” 또는 “그곳에서는 [=동베를린] 50년대 흑백영화 속으로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Christiane Kühl: Sex und Substitutionsdrogen, In: taz vom 7. Oktober 1999, S. 15. 과장

되긴 했지만 구동독의 색깔이 회색 또는 단조로운 색이라는 보고는 사회의 경직성과 연

관이 있는 듯하다. 일례로, 한국에서 자동차의 색깔이 무채색이나 청색 일변도였던 시기

에서 빨강, 노랑 등의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게 된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생각해 

보라. 카티가 다채로운 단발머리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구동독 출신과 구서독 주민의 

이질성이나 구동독적인 것은 무조건 열등하고 따라서 배척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

니라 비만에 대한 편견처럼 통일독일사회에서 구동독적인 것에서도 구서독이 배워야 할 

요소가 있고, 구서독에도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씨나 베씨처럼 

서로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서로의 장점을 조화시켜나가

야 온전한 하나의 독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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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카티와 질

카티는 부부와 모녀 계의 기, 이혼, 외모의 단 , 사회  편견, 문화 충
돌 등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불치병까지도 다독이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녀
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 쾌활하고 정 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편견 때문에 겪게 되는 갖가지 멸
시와 차별을 웃음과 으쓱이는 어깻짓으로 해소하고, 물질 으로는 무장해제 

상태임에도 인 자본주의의 마수에도 놀라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

한다. 항상 미래의 행복을 해 낙 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쓰러져도 오
뚝이처럼 방 털고 일어난다. 그녀의 낙 주의는 생존 략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차별과 기에 처하는 수단인 그녀의 익살 뒤에는 때때로 고단함과 

실망과 좌 과 물과 고통이 웅크리고 있다. 그녀의 웃음에는 한 실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물겨운 노력이 깃들어 있다. 카티가 보여주는 웃음 뒤에
는 내일의 희망을 향한 엄청난 열정과 불굴의 에 지가 은폐되어 있다. 이 
이 주인공과 화를 한 코미디로 락할 험을 방지하고 있으며, 객에

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 
체감하는 지속 인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극 으로 처하는 “개
척자 정신”39)을 보여 다. 과연 이 게 강인한 유형의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면 카티를 구동독출신의 주민 일반과 동일시할 수 있

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그녀의 동독인 친구인 질 는 체념 이고 소극 이다. 남편에게 구타

를 당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속이야기의 
마지막 시 스에서 카티가 ‘우주비행사 거리 Allee der Kosmonauten’를 걸어
갈 때, 카메라는 길가의 간이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입국 거간꾼 조
와 지나가는 카티를 멍하니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질 를 잡는다(01:44:13-44:19). 
길지 않은 장면이지만 간이식당의 통유리창에 좌우로 거리를 지나가는 자동

39) Interview mit Regisseurin Doris Dörrie. In: Der neue Doris Dörrie Film DIE FRISEUSE 
(Broschüre für die Pressebetreuung von Constantin Film). München 2010,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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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철이 질 의 얼굴과 겹쳐 비침으로써 마치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카티는 단 한번으로 그 일에서 손을 떼었지만, 질 의 

경우는 쉽사리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체포될 것 같은 인상을 

다. 그럴 것이 질 는 자신의 삶을 극 으로 개척하는 인간형이 아니라 

알콜 독자인 남편의 구타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 인 인간형이기 

때문이다. 
구동독체제에서 성장한 부분의 사람들은 카티보다는 오히려 질 와 같은 

유형에 가깝다.40) 그 다면 구동독 주민 체를 카티와 같은 유형으로 간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유토피아 인 발상일 수 있다. 통일은 구동독 주민들에게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꿈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은 냉혹하며 마법이 통하는 동화속의 세계가 아니다. 
구동독 출신의 통일독일 시민에게 일상은 힘겹고 할 뿐 기 이나 마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41) 
일이 잘못되거나 수포로 돌아가서 좌 하더라도 카티는 다음날 아침이면 

행복해질 기회를 잡기 해 다시 을 잡고 일어나서 일상의 정 로 뛰어든

다. 뚱뚱이에 불치병까지 앓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하루를 내일의 행복을 
해 열심히 살아가는 카티와 같은 극성과 노력 없이는 통일 사회에 안착하

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야만 존하는 머릿속의 장벽을 해체할 수 있고 나아가 

40) 클라우스 슈뢰더는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동독 시절에 익혔으며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동방식의 특징을 ‘종속성, 순응성, 소극성’의 세 가지로 보고 있

다. Vgl. Klaus Schroeder: Deutschland 2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Warum 
nicht zusammenwächst, was zusammengehört (Vortragsmanuskript). Vortrag an der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São Paulo (PUC-SP) vom 19. November 2010, S. 5.

41) 마술사 시퀀스(00:43:44-00:46:03) 참조: 쇼핑센터의 관리자에게 2주일 만에 찾아온 카티

는 사업계획서와 돈을 내놓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녀는 잔금을 내일 10시까지 치르겠

다고 말하고 나오는데 건물 입구에서 묘기를 부리는 마술사를 만난다. ‘지갑이 불타는 

바람에 자본가가 되지 못한’(00:43:50) 그 마술사는 나뭇잎으로 50유로짜리 지폐 두 장

을 만들어 보이고 그 지폐를 사람을 공중에 띄우는 묘기에 참여하는 자원자에게 준다고 

한다. 카티가 자원자로 나서서 무대로 올라가고, 마술사는 최면을 걸면서 카티를 공중에 

띄우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결국 카티는 떨어져서 발목을 다치게 된다. 마술과 달리 현

실은 냉혹하다. 마술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절룩거리는 다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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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칠 팔기의 오뚝이 같은 카티는 구동독 

주민 일반을 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형이다. 

Ⅳ. <헤어드레서>와 동과 서의 변증법

Ⅳ.1. ｢행복한 한스｣: 물질과 행복의 계

틀을 이루고 있는 첫 시 스(00:01:27-03:55)에서 카티는 디스크를 앓고 있다
면서 풀이 죽어 있는 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다. 자신은 거의 모든 것
을 다 잃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행복한 한스’에 비유한다.42) 카티
가 왜 ‘행복한 한스’에 자신을 비유했는지 살펴보자. 

｢행복한 한스｣는 그림 동화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43)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한스가 가진 것은 어들지만 그의 행복감은 어들지 않는다. 한
스는 칠 년 동안 일하고 받은 덩이를 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

간다. 귀향 도 에 그는 덩이를 말과, 말을 소와, 소를 돼지와, 돼지를 거
와, 거 를 무거운 숫돌과 바꾸었다가 그것마  잃어버린다. 하지만 한스는 
행복해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 익숙한 시각으로 보자면 한스는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러나 한스는 확고부동한 낙 주의자이다. 물질의 경제 인 가치는 어들지만 

그는 바  다른 상에서 더 나은 정신 인 행복을 찾는다. 물물교환의 상
자가 모두 사기꾼이며 자신들의 물질  이득을 해 한스를 속일지라도 그는 

불행해 하지 않는다. 한스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덩이에서나 숫돌에서나 마

42) 카티: 저도 최근에 많은 걸 잃었거든요. 거의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럼에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기지만 때로는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행복한 한스처럼 말이죠. (00:03:30-44)

43) Vgl. Jacob und Wilhelm Grimm: Hans im Glück. In: Brüder Grimm: Die schönsten 
Kinder-und Hausmärchen (http://gutenberg.spiegel.de/buch/62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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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다. 자본주의  경제의 에서 보자면 실패한 물물교환이지만 그는 

그것을 정 이고 낙 인 사고를 통해 정신 인 행복으로 바꾼다. 한스가 
주목하는 것은 물질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물질의 경제

 가치가 어들지라도 애통해 하지 않는다. 
숫돌마  잃고 난 다음에 한스는 물질과 소유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

니라 정신 인 것이, 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행복을 가져옴을 인식하고 

무소유의 행복을 느낀다. 에리히 롬의 말을 빌자면 한스는 소유지향  인간

이 아니라 존재지향  태도를 가진 인간이다. 
틀을 이루고 있는 첫 시 스는 틀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시 스(01:45:10-46:46)

와 연결되며, 여기에서도 카티는 그러한 자신을 “행복한 한스 Hans im Glück”(01:45:55)
에 비유한다.44) 카티는 재 남편도 남자친구도 없고, 가게도 사라졌으며, 딸
도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손님에게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카티도 한스처럼 낙 주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며, 가진 것을 모두 
상실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한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물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본래 가지고 있던 낙천 인 성격 탓도 있지만 티엔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확고해 졌다고 볼 수 있다. 

Ⅳ.2. 동에서 서로 1: 티엔과 카티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에서 마르찬(<헤
어드 서>)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느냐는 질문에 도리스 되리는 “먼 동
쪽에서 가까운 동쪽”45)이라고 의미심장한 답을 하 다. 동베를린을 “가까

44) 되리 감독은 <도이칠란트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스가 물질적으로는 계속 잃어가지

만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행복은 상실하지 않듯이, 카티도 “존재가 전적으로 자신의 의

식을 규정하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인물, 즉 주어진 상황이나 물질에 결코 맹목적

으로 순응하지 않는 매우 정신적인 인물이라고 여주인공 캐릭터를 분석하였다. Doris 
Dörrie im Gespräch mit Jürgen König. In: Deutschlandradio Kultur vom 16.02.2010.

45) Peter Zander: Warum Doris Dörrie Marzahn amerikanisch findet. In: Berliner Morgenpost 
vom 12.02.2010 (http://goo.gl/fcDPn2). 가까운 동베를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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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쪽”이라고 한 까닭은 되리 감독이 마르찬을 “외부의 시선으로”46) 찰

했으며, 즉 구동독인과는 다른 서독인의 시선으로 탐구했다는 의미이다. 이것
은 되리 감독이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구동독과 구서독의 이질성이 
여 히 상존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객 인 시선으로 찰하 다는 

뜻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이 화의 배경이 베를린이 아니라 함부르크나 쾰른
이 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되리 감독은 그 다고 말한다. 오씨－베씨 문제
가 겉보기에는 사라진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 히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독일인들이 엄연히 서로 구분된다고 감독은 답한다. 
되리 감독의 이러한 견해는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벽 붕

괴 20주년 여론 조사 결과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간주하는 구동독인들이 
57%(2002년)에서 35%(2009)으로 감소추세47)이기는 하지만 여 히 지 않

은 수이며, 같은 조사에서 구동독과 구서독이 2009년 재 얼마나 서로 근
했느냐는 질문에 해 상당히 근 했다는 견해는 25%이며 요원하다는 응답
은 37%에 이른다. 2009년 4월의 알 스바흐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차이 이 우세한가 는 공통 이 우세한가 라는 질문에 해 

차이가 크다고 답한 구동독 주민은 63%, 구서독 주민은 42% 다.48) 되리 
감독의 견해처럼 머릿속의 장벽은 여 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감독이 <헤어드 서>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화 반에 걸쳐 양 으로도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요소는 객에게 독일 통일의 미래상에 해 숙고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카티가 살고 있는 아 트 은 바닥과 지붕이 연결되어 미래  인상을 풍

기는 거 한 쇼핑몰 근처에 있다. 그녀가 미용사로 취직하려고 했던 크리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당시 되리 감독이 딸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되리 감

독은 딸이 20세가 된 오늘, 다시 말하자면 통일이 된지 20년이나 되었으니, 동－서 갈등

도 극복되어야한다고 말한다. 
46) Ebd. 
47) Thomas Petersen: Auch die „Mauer in den Köpfen“ fällt. In: FAZ vom 25. 11. 2009 

(http://goo.gl/wDSJLP). 
48) Für die Mehrheit im Osten überwiegen heute wieder deutlicher die Unterschiede. 

Allensbach Berichte vom 2009 / Nr.7. (http://goo.gl/JzQl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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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미용실도 이 쇼핑몰 안에 있다. 갖가지 소비재와 150여개 다양한 가
게가 몰려있는 이 쇼핑몰은 자본주의의 진열장이자 소비의 성이라 할만하다. 
이 쇼핑몰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이스트게이트 Eastgate’49)인데, 이 명칭은 마
치 자본주의로 진입하는 ‘동쪽의 문’을 상징하는 듯하다. 카티는 이 쇼핑몰
에 입 하기 하여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그녀
는 다른 ‘동쪽의 문’으로 들어간다. 나 에 그녀는 베트남타운의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는 것이다. 
카티는 이스트게이트 쇼핑몰 안의 아시아 간이식당이 있던 자리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장하려고 한다. 포의 계약 을 마련하기 해 폴란드에서 독일

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티엔 일행)을 돕는 과정에서 이들을 자신의 집으
로 데려오게 된다. 집으로 들어온 일단의 베트남 입국자들을 보고 놀란 카
티의 딸 율리아는 아버지에게로 도피하다. 남편에게서 율리아를 데리고 가

라는 화를 받고 집을 나가기 에 카티는 티엔(정일 )에게 외출하는 동안 
집안의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태도는 크리거 부인이 외모
만으로 카티를 퇴짜를 놓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자 티엔은 오히려 웃
으면서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답한다(01:09:23). 낯선 외국인을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카티의 이러한 태도는 “우월한 서독인 Besserwessi”50)

이 구동독인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와 유사하다. 그러한 카티를 미소를 지
으며 차근하게 안심시키는 티엔의 태도는 우월한 입장에서 가르치려드는 오

만한 카티를 도덕 으로 압도한다. 
카티와 티엔 일행은 며칠 동안 좁은 아 트에서 서로 부 끼면서 생활하게 

된다. 피곤에 들어 소 에서 앉아 잠든 카티를 티엔 일행은 신발을 벗기고 

49) 이스트게이트 Eastgate: ‘동쪽문 또는 동대문’이란 의미를 지닌 동베를린 최대의 쇼핑센

터. 2005년 개장했지만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1990년 초반으로 설정되었다. Vgl. 
http://goo.gl/w0W4XU. 

50) 두덴 사전은 “Besserwessi”를 구서독인들 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구동독인들에

게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ttp://goo.gl/iK37gp). 일반적

으로 서독인의 눈에 구동독인은 배은망덕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학습하려 들지 

않으며, 자존감도 결여된 징징거리는 존재로 비치며(Jammerossi), 구동독인은 서독인을 

우월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Besserwe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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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뉘여 주기도 하고, 카티는 티엔과 함께 베트남타운 리틀하노이에 가서 
갖가지 신기한 아시아 상품들을 구경하고, 아시아 음식도 먹어보고, 식자재를 
사와서 춘권을 비롯한 아시아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다. 나 에 율리아는 

퇴원한 카티에게 티엔에게서 배운 춘권을 만들어 주며 모녀간의 정을 나 기

도 한다. 외부인들이 벨을 르면 불법체류 사실을 은폐하기 해 ‘문화 교
류’라는 명목으로 베트남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티는 이
에 가졌던 아시아인에 한 편견을 버리고 상호 이해하고 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 에는 티엔과 친해지고 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티엔은 부인
이 있는 런던으로 곧장 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카티를 성심성의껏 도

와 다. 같이 입국했던 일행이 떠난 다음에도 티엔은 남아서 음식 이었던 

가게를 미용실로 개조하데 헌신 으로 도와 다. 
카티와 티엔은 계산 의 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01:26:45-27:18). 티

엔은 계산 가 입구에 있는 것은 의에 어 난다고 하지만 카티는 독일에서 

다 그 게 한다고 맞받아친다. 입구에 계산 를 놓는 것이 자본주의  에

서는 합리 일지 몰라도 돈을 앞세우는 것은 인간 이지는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그녀는 티엔의 견해를 수용하여 가게의 왼쪽 뒤편 모퉁
이에 계산 를 놓기로 한다(01:29:05). 이러한 문화  차이에 기인한 의견의 

상충은 서로에 한 이해와 용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티엔과 카티의 계는 타자에 한 상호 근과 이해의 가능성을 상징 으

로 보여주고 있다. 카티나 그녀의 딸 율리아가 입국한 베트남인을 처음 보
는 과 구동독인을 2등 국민 는 열등국민으로 보는 서독인의 은 유사
이 있다. 열등한 치에 있는 입국한 아시아인 티엔과 우월한 입장에서 가
르치려드는 유럽인 카티의 계를 도시켜 구동독 출신 주민과 ‘잘난’ 구서
독인으로 두 치를 이시켜 생각해 본다면 객들은 머릿속에 있는 동－서

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환언하자면, 티엔
과 카티의 계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계 이고 우월한 치가 아니라 평

등한 치에서, 그리고 물질보다는 정신 이고 문화 인 측면에서, 서로가 공
통 에 기반해서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 하려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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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다면 상호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Ⅳ.3. 동에서 서로 2 : 카티와 구서독

<헤어드 서>에 한 어느 인터뷰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가 아니라 동
독과 서독 사이에 이해의 문제가 종종 있었다.”51) 라고 답한 되리 감독의 
말은 <헤어드 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말의 시사 을 제공해 다. 문화
가  다른 아시아와 유럽도 소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같은 국민

인 동독주민과 서독주민 사이에 이해의 문제가 생기는가? 서로가 다름에 
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과 인식의 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통일된 새로
운 독일에서 구동독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의 입장과 처지를, 구서독주민들은 
동독주민들에 해 상호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스클럽에서 카티는 클라우스(하이코 핀코스키)를 처음 만나게 되고 클라

우스는 카티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클럽을 나온 후 클라우스는 카티에게 고  

스포츠카를 보여주며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지만 그녀는 정 히 거 한다

(00:04:33-06:15). 클라우스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녀의 이상형이 아니기 때
문에 그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어도 카티는 인간 계에서 물질이 가장 

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용실을 개장하려던 장 빛 꿈이 수포로 돌아간 다음 카티는 개  

직  휴업한 가게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 와 에 맞은편 미장원의 주

인인 크리거 부인이 와서 사과를 하면서 “미용사 Friseurin”(01:43:29)로 고용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카티는 “당신 가게에서 머리를 자르느니 차
라리 제 손가락을 자르겠어요.”라고 답하면서 단호히 거 한다(01:42:43-45:10). 
이 답은 당장의 일자리나 수입보다는, 외모만 보고 자신을 평가했던 크리거 
부인에게는 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카티의 자존심의 표 이자 인간

인 품 를 지키려는 노력의 표 이다. 
이어지는 장면은 ‘우주비행사 거리’52)라는 거리 표지 이 화면 가득 클로

51) Interview mit Doris Dörrie. In: Der neue Doris Dörrie Film DIE FRISEUSE,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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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업(01:44:04)되고 카티가 이 거리를 걸어가는 시 스이다. ‘우주비행사’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 했던 새의 이미지와 연 되며53) 정 인 결말에 한 복

선으로 기능한다. 이 거리를 걸어가는 도  카티는 가 “안녕하세요, 쾨니긴 
부인! Hallo, Frau Königin”(01:44:34)이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다. 카티가 
도와주었던 베트남 입국자 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독일어에 능숙하지 못
하기 때문에 카티의 성 쾨니히 König를 ‘여왕’이라는 의미의 ‘쾨니긴’으로 잘못 
발음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로이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언어  오류를, 물질은 잃었으나 정신  행복은 상실하지 않은 행복한 한스처럼, 
카티가 자신의 미용실을 개 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지

만 인간 인 자존심과 품 를 지켜낸 카티에 한 찬사로 읽을 수 있다.
카티는 미용사54)를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생각

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용사라는 직업에 해 자부심과 재능을 가지
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 모양에 해 조언 해주길 마다하지 않으며, 
길을 갈 때도 행인들의 머리모양만 에 들어올 정도로 머리를 다듬는 일에 

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모 때문에 구직센터에
서 소개 받은 미용실에서 퇴짜를 당한다. 미용실 주인은 카티에게 잔인할 정
도로 솔직하게 아름답지 못한 몸매 때문이라고 말한다. 구동독에서는 경험하
지 못한 일이다.55) 이것은 독일사회에 만연한 ‘뚱뚱이’에 한 사회  편견을 

52) 동베를린의 리히텐베르크 구역과 마르찬－헬러스도르프 구역을 가로지르는 5.4Km에 달하

는 이 거리의 명칭은 1978년 소련인 발레리 비코프스키와 동독인 지그문트 옌이 우주선 소

유즈-31호를 타고 8일 동안 우주를 비행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53) 각주 36)참조. 새나 우주비행사는 지상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존재

이며 자유와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카티가 

세수하는 장면이며 틀구조에서 속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카티가 그토록 

빼려고 시도했던 결혼반지가 저절로 빠져 배수구로 들어감으로써 속이야기에서 전개된 

갈등이 해소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4) 미용사는 동독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여성들에게 가장 선호된 직업이었으며(Vgl. Barbara 

Stiegler: Die Doppelverdienerin: zur geschlechtshierarchischen Verdienstdifferenz. Bonn: 
Friedrich-Ebert-Stiftung Library 1999 [Electronic ed.: http://goo.gl/6FKlBV], S. 8.), 평균

성적이 ‘수’가 되어야 미용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Vgl. Biografien und Rollenbeschreibungen. 
In: Der neue Doris Dörrie Film DIE FRISEUSE, S. 26.).

55) 카티는 구동독 시절 미용사 견습생으로 일할 때, 물론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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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면보다는 외 인 요소를, 내실보다는 포장을 더 
시하는 자본주의  서독사회에 한 우회 인 비 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미용사를 ‘ 리죄린 Friseurin’이라고 함에도 카티는 구식 표

법인 ‘ 리죄제 Friseuse’ 고수한다.56)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단하고 평가하
는 크리거 부인이 사용했던 ‘ 리죄린’이란 명칭이 식이든 세련된 인상을 

풍기든57) 간에 내면 인 아름다움을 더 시하는 카티는 ‘ 리죄린’이 되기
를 거부하고 동독 시  교육받은 직업의 명칭 로 ‘ 리죄제’로 남고자 한다. 
그녀는 서독의 자본주의  분 기에 무조건 편승하고 응하려는 것이 아니

라 비록 낡고 ‘ 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 인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존하고자 한다. 
돈과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 인 품 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카티는 

 행복한 한스이다. 그녀의 태도는 물질과 외양에 부지불식간에 종속되어
감으로써 인간 인 품 와 자존심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자본주의  생활방식

에 익숙한 구서독인들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내면보다는 외면을 정신보다 물질을 시하는 자본주의의의 병

폐를 치유하거나 는 어도 그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헤어드 서>에서 티엔과 카티의 계는 카티와 서독 사회와 유사하다. 자

들이 존재 자체는 물질 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신은 후자들보다 

우월하다.58) 자들과 후자들이 상호 편견을 불식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동독을 방문한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머리를 손질하기도 했었다

(00:36:14-27). 그러나 통일된 독일사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미용사로 취직하

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56) 언어학자인 게르하르트 뮐러는 오늘날 ‘프리죄제’보다 ‘프리죄린’이 더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양자는 큰 의미차이 없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Vgl. Gerhard 
Müller: Friseurin anstatt Friseuse. In: Der Sprachdienst (Wiesbaden), Heft 2/2004, S. 
49f. Durchgesehene, erweiterte und ergänzte Fassung ist http://goo.gl/GwY22t);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리죄제’는 낡은 표현이고 다소 폄하적인 의미를 지니며 ‘프리죄린’이 현

대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간주된다. 실존 인물인 치플릭도 영화 캐릭터 카티처럼 

여전히 ‘프리죄제’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Vgl. A. Conrad: Ebd.).
57) 창업지원센터에서 담당자는 카티와 이야기하던 도중 카티가 미용사를 “프리죄제 

Friseuse”라고 하자 그 표현이 “촌스럽다 unentwickelt”고 조언한다(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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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용을 베푼다면 동과 서는 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

을 것이다.59) 

Ⅴ. 미완의 통일과 <헤어드레서>

장벽 붕괴 20주년에 즈음하여 독일 수상 메르 은 통일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60)면서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삶이 균형을 이루기 해서 독일 

국민들이 지속 으로 노력해  것을 호소하 다. 통일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사이에는 실업률과 삶의 질, 그리고 골 깊은 정신 인 

심리 인 차이가 여 히 존재하고 있다. 그럴 것이 통일로 인하여 구동독 주민
들은 과거의 체제나 경험을 반추하고 반성할 시간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새로

운 체제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규범을 익히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58) 하이너 뮐러를 비롯한 몇몇 독일 좌파지식인들은 구서독은 물질과 문명이, 구동독은 문

화가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Vgl. Richard Herzinger: Die 
obskuren Inseln der kultivierten Gemeinschaft. Heiner Müller, Christa Wolf, Volker 
Braun-deutsche Zivilisationskritik und das neue Antiwestlertum. In: Die Zeit vom 4. 
Juni 1993, S. 76. 

59) 마르찬은 2004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를 허물고 6층 이하 계단형태의 다양한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키고 교통, 문화, 상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독일, 특히 구서독의 아파트촌에는 주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낮

은 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그래서 주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실업률과 범죄

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마르찬 아파트촌에는 감독관과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이웃에 

살도록 했던 구동독의 주거정책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 

독일사회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구서독의 다른 아파트촌과는 달리 마르

찬의 아파트촌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우호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구동독의 문화와 구서독의 문화가 통일 이후 

발전적으로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gl. Wie das moderne Marzahn 
entstand-Baustelle der Superlative. Die größte Baustelle Europas. In: http://goo.gl/eSBtqO; 
Vgl. auch: http://goo.gl/7cBzhb usw.

60) 20 Jahre Mauerfall. Merkel: Einheit „noch nicht vollendet“. In: FAZ vom 09. 11. 2009 
(http://goo.gl/P3OO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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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 통일되었지만 분리되어 있다. 동과 서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
 장벽과 갈등이 여 히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갈
등은 진정한 통일을 향한 진통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앞당
기기 해서는 심리  장벽이나 동⋅서 갈등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징징 는 동독인(Jammerossi)과 잘난 척하는 서독인(Besserwessi)이라는 
개념은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20년이란 시간이 흘 고 동과 서의 차이에 해 냉철하고 객 으로 성찰하

고, 여 히 진행 인 통일의 과정을 앞당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화 <헤어드 서>는 시간 때우기용 오락물로서 객의 웃음만을 발하

려는 화가 아니며, 단지 외모에 한 사회  편견에 한 비 만을 보여주

는 화도 아니며, 억척스럽고 정 이고 극 인 여성상을 찬하려는 

화만도 아니다. 화는 뚱뚱이 카티를 통해 구직센터에 장사진을 이루고 서 

있는 구동독 출신의 실직자들,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집까
지 힘겹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아 트 주민들의 상황을 시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구동독출신 주민들의 새 출발이 쉽지 않으며 상승
을 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자신의 몸무게조차 제 로 가

기 힘들 정도로 비만한 카티의 몸뚱이와 그 몸뚱이가 당하는 일상의 불편과 

사회  편견은 통일 이후 구동독출신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며, 카티의 비 한 

살집은 바로 구동독출신 주민들이 통일 이후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이다. 
20여 년  통일의 출발선에 선 서독인과 동독인은 다른 조건과 다른 상황

에 있었다. 구동독인들은 핸디캡을 안고 통일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 구동독
인들은 카티처럼 거동하기 버거울 정도의 살덩이를 짊어지고, 는 되리 감독

처럼 팻수트를 껴입은 상태에서, 게다가 카티는 스트 스를 받으면 언제 발병

할지도 모르는 다발성경화증도 앓으면서 서독인들과 같은 출발선에 섰던 것

이다. 카티의 비만은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이다. 외모에 한 편견을 가진 
서독인들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뚱뚱한 카티의 내면을 알아보지 못한다. 크리
거 부인처럼 그들은 미용에 한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가시 인 외모로 

단한다. 되리 감독은 핸디캡을 안고 출발선에 선 구동독인들이 처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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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카티는 징징거리는 동독인이 아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과실도 있지만 극 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실과 맞서 나간다. 
이상 인 인물 유형이긴 하지만 구동독인들이 카티처럼 행동한다면 ‘징징
는 동독인’이란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독의 몰락은 역설 으로 서독의 몰락을 의미한다. 구서독 역시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고 통일된 독일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통일은 완결되지 않
았으며 새로운 독일상은 아직 형성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씨－베씨 갈등
이나 오스탈기나 베스탈기61)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논쟁이나 갈등, 서
로에 한 불평은 상호 공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같지만 다른 독일, 
통일 되었지만 분리된 독일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해서는 서로가 공
통 을 토 로 삼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 을 수용해야 한다. <헤
어드 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그리고 외견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카티와 티엔도 서로 소통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티와 티
엔처럼 구동독과 구서독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미덕을 수용하고 서로 용

을 베풀어 새로운 독일상을 만들어가야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국문화, 특히 동양의 문화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되리 감독은 <헤어드

서>에서 구동독 출신 주민의 애환을 타문화를 찰하듯이 낯선 시각으로 날카롭게 
그려냈다. 물론 그들의 지난한 일상을 웃음으로 버무리는 과정에서 몇몇 아쉬운 
이 없진 않지만, 되리 감독은 <헤어드 서>에서 통일이라는 소재를 새로운 방식으
로 다루면서 구동독과 구서독 사이에 가교를 놓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1) 서독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동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 구서

독 시절의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닌도르프는 서독지역 주민의 

2/3가 통일 이전의 독일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비록 오스탈기가 자주 회자되고 있지만 

베스탈기가 훨씬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Vgl. Jörg Niendorf: Ein Fall von Westalgie. Es 
ist an der Zeit, einmal über den Westen zu reden. Der kommt ja wieder. Und warum? 
In: Berliner Morgenpost vom 11. 11. 2012 (http://goo.gl/cYKHUf); ‘베스탈기’ 라는 용

어는 199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Vgl. Alexander Ludewig: Ostalgie 
und Westalgie als Ausdruck von Heimatsehnsüchten. Eine Reise in die Traumfabriken 
deutscher Filme. In: Gunther Gebhard, Oliver Geisler, Steffen Schröter (Hg.), Heimat. 
Konturen und Konjunkturen eines umstrittenen Konzeptes,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07, S. 141-160, hier S. 1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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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Mitleid im Lachen. Noch ein Wendefilm 
Die Friseuse von Doris Dörrie

Hwang, Seung-Hwan (Seoul National Uni)

Auch 20 Jahre nach dem Mauerfall ist die Deutsche Einheit für die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noch nicht vollendet. Deshalb hat sie zu 
weiteren Bemühungen aufgerufen. Deutschland ist vereinigt aber dennnoch 
getrennt, weil es die mentale Mauer und den Konflikt zwischen Ost und 
West noch gibt. Doch die jetzigen zahlreichen Unterschiede und die immer 
noch existierende unsichtbare Mauer zwischen beiden sind nur die 
Geburtsschmerzen von der zukünftig noch zu erwartenden vollendeten 
Einheit. Um sie zu erreichen ist es von Nöten, die mentale Differenz 
zwischen Ost und West noch einmal unvoreingenommen zu reflektieren. 
Hierauf macht die Friseuse (2010) aufmerksam.

Dieser Film von der Regisseurin Doris Dörries ist nicht nur eine 
Unterhaltungskomödie, um die Zeit totzuschlagen, oder das Publikum zum 
Lachen zu bringen. Er ist auch nicht nur eine Sozialkomödie, die Kritik an 
den sozialen Vorurteilen über vom Aussehen orientiertes Verhalten ausübt 
oder Toleranz und Intoleranz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zeigt. Und er ist 
auch weder bloßer ein Lobpreis einer bejahenden, übermütigen, aktiven und 
selbstständigen Frau, die sich ein Stehaufmännchen nach der Wendezeit 
behauptet. Sondern er ist auch vor allem ein gelungener Wendefilm. 

Durch das Alltagsleben der korpulenten Kathis zeigt dieser Film das Leben 
der strapazierten Ostdeutschen in der Wendezeit. Kathis Übergewicht und das 
alltägliche Ungemach oder das soziale Präjudiz, das durch ihre Korpul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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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vorgerufen wird, weisen auf die Situationen der Ostdeutschen in der 
vereinigten deutschen Gesellschaft hin. Der Winkel der Kamera verfolgt 
hartnäckig Kathis Körper, besonders ihre üppige Nacktheit. Ihre üppige 
Körperfülle ist das Gewicht des Lebens der Ostdeutschen nach der deutschen 
Einheit. Anders ausgedrückt, ihr üppiger Körper gestaltet einen Blickwinkel 
oder Vorurteil des Westdeutschen gegen die Ostdeutschen.

Anders als die Westdeutschen standen vor 20 Jahren die Ostdeutschen mit 
einem Handikap an der Startlinie der Einheit. Die Ostdeutschen standen wie 
Kathie mit Adipositas und Multiple Sklerose, oder wie die Regisseurin Doris 
Dörrie mit fatsuit an der Startlinie. Kathis Übergewicht symbolisieren das 
Gewicht des Lebens, das sie in der vereinigten deutschen Gesellschaft zum 
Leben geduldig ertragen muss. Die Westdeutschen wie Frau Krieger, die ein 
Vorurteil gegen diese äußere Erscheinung haben, wissen nicht um die 
Begabung und Inbrunst von der dickfleischigen Kathi.

Der Untergang der DDR bedeutet auch den der BRD. Jetzt existiert nur 
ein vereinigtes Deutschland. Aber die Vereinigung ist noch nicht vollendet 
und das neue Deutschlandbild ist im Werdegang. Es hilft nichts, sich in 
dieser Lage dem Ossi-Wessi-Konflikt, der Ostalgie oder der Westalgie zu 
überlassen. Dieser Konflikt, diese Debatte oder gegenseitige Beschwerden 
helfen nicht dem gegenseitigen Zusammenleben. Um nicht ein vereinigte aber 
getrennte Deutschalnd, sondern ein echtes vereinigtes Deutschalnd zu 
erreichen, müssen Ost und West auf der Basis gegenseitiger Gemeinsamkeiten 
ihre gegenseitige Differenz anerkennen und ihre gegenseitigen Vorzüge 
aufnehmen. Doris Dörries Film zeigt, dass die Ostdeutsche Kathi und der 
Vietnamese Tien, ein scheinbar zueinander nicht passendes Paar, einander 
kommunizieren und eins werden können. Wenn Ostdeutsche und 
Westdeutsche auch, wie Kathi und Tien, sich einander zusammenraufen und 
gegenseitig ihre Tugenden mit Toleranz aufnehmen, dann können sie ein 
neues Deutschlandbild schaffen und eine wahre Einheit erreichen.

Durch die Friseuse, in der auch die exotische, bes. die asiatische 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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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ndelt wird, hat die Regisseurin Doris Dörrie das harte Leben der 
Ostdeutschen nach der Wende aus einer fremden Sicht humorvoll und scharf 
gezeigt. Die Regisseurin hat eine Brücke geschlagen, indem sie den Stoff 
Wendezeit in neuartiger Form behande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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