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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避펴-少{f-文學 理論考察

서론 

한 기 상1) 

(서울대학교) 

본고는 청소년문학의 개념파 특성을 개관하고， “兒함 및 좁少fF像2)에 대한 

인식의 변화룹 조망함으토써 독일청소년문학의 끈원을 살펴보고， ‘훌륭한 청 

소년문학’의 평가기준플 살펴본 다음， 맺음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독일청소년문학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로 한다. 

독일청소년문학의 개념 및 특성 

프랑크푸르트 대학 부설 청소년문학연구소 소장이며 청소년문학연구의 중 

심인물인 한스 하이노 에버스Hans-Heino Ewers교수는 청소년문학을 

“Textkorpus", 즉， ‘일정한 공통점내지는 서로 일치하는 일련의 특정들을 갖는 

텍스트 그둡’으로 파악하여， “각 시대에 나타난 문학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간주관적 인정을 받고 향유되며， 그럼으로써 하나의 문화생활의 전 

통으로 굳어진 문화적 사실”이라고 설명하였다. 에버스가 설정한 8개 항목3) 

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청소년도서: 학교수업이외에 그리고 수업에 병행되는 텍스트이외에 실제 

로 청소년들에 의해 읽혀지는 청소년문학 

2)의도적 청소년문학: 성인들이 적합하다고 권장하는 청소년문학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청소년도서로 추천되거나， 아예 청소년들을 

위해 출간된 청소년문학 

3)미인정청소년문학: 잠재적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청소년도서 

로 관철되지 못한 청소년문학 

4)긍정적 청소년문학: 청소년들에 의해서 소비된 문학의 일부로서， 청소년도서 

로 적합하다는 성인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청소년문학.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원 소속 외국어교육연구소의 200)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작성됨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llL수 

2) Winfred Kaminski:Wandlungen des Kindesbildes In:Einführung in 버e Kinder und Jugendliteratur, 
LiterdfÏsche Phantasie und gesellschaftliche Wirklic바ei t. 4.Auflage 19æ München 

3lHans Heino Ewers: Iitera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2(XX)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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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정적 청소년도서: 비록 적절치 못한 도서로 평가되지만， 청소년들에 의 

해 얽혀지는 모든 텍스트들， 즉 잠정적으로 적절치 못한 청소년도서룹 의 

미한다. 

6)공인된 청소년문학: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단 

과 인정을 받고 또 그에 걸맞게 포상된 청소년문학 

7) 비공인 청소년문학: 해당 권위가관의 무시나 부분적인 멸시에도 불구하 

고， 성인들(소수 출판사들에 의해 시장에서 판매됨으로써)이 적합한 청소년 

도서로 간주한 ‘상업성 청소년문학’ 

8) 특수 청소년문학: 원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학 

상기한 에버스 교수의 비교적 명료한 수분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논란의 여 

지를 남기고 있다 4) 예테 클링베리Göte Klingberg5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다 

섯 가지 정의로 요약 된다: 

1)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텍스트 2)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 텍스트 3)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창작한 문학 텍스트 4)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문학작품들에서 발훼한 텍스트의 본문 5)어린 

이나 청소년들이 읽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 

상기한 다섯 가지 정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만약 독일에서 

의 아동 및 청소년 문학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정의가 

보편적으로 유효할 것이고， 이는 좁은 의미의 청소년문학， 즉， “특수한” 청소 

년문학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는 외국문학의 번역 또는 편집이 포함된 경우 

도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텍스트들도 위의 4)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청소 

년들을 위한 교과서 집필의 경우는 내용을 선별함에 있어서 개인적， 주관적 

취향보다는 청소년들이 읽기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텍스트들을 선호할 것 

이다. 

따라서 청소년문학의 역사적 지형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청소년문 

학’이 아니라， ‘독일에서의 청소년문학’이라는 관점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견지 역시 이미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성격이 된 청소 

년문학이 편협한 ‘국가적’， ‘민족주의적 현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적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4) Kinder- und ]uugendliteratur. In: Das Fischer Lexikon Literatur. S.842 

5)스웨덴의 이론가로서，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문학을 nß개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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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이 희박했던 이상주의 교육에 반기룹 든 사실주의 교육은 ‘실제 

로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작품들이 무엇인가에 관해， 그라고 발달심리학자들 

의 경우는 ’직접 청소년들이 쓴 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청 

소년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개관하려면 무엇보다도 2)번， 즉 ‘지금 

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들’블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연적 

일 것이다.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을 목표로 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어떤 작품들을 청소년문학으로 간주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 “특수 청소년 

문학”에 속하는 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청소년문학의 특수성파 여러 가지 고찰 관점들， 예를 들어 성인들의 문 

학에서 선별한 특정부분 내지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편집하거나 개작 

한 텍스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청소년문학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엄밀히 구분 

하자면: ‘독일 청소년 문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고， 단지 ‘독일에서 

의 청소년 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학을 ‘민족주의적 현 

상’으로 간주해왔지만， 끈본적으로는 청소년문학의 텍스트들이 애초부터 상 

당히 ‘국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밖의 다양한 청소년문학에 관한 개 

념설명들을 개관해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라면， 비록 

성인문학의 부분발훼라고 하더라도 모두 총망라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해설을 첨가해서라도 얼마든지 권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청소년들에 의해 직접 창작되며 점점 더 연령적으로 

어려지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인터넷소설들이 오 

늘날의 청소년들의 현주소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성인들의 시각에서 설정 

한 이상적인 청소년 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청소년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기대하려면 이제는， 종래의 典範

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일예로， 케스트너의 ‘에밀과 탐정들’의 영상물의 경우， 

동상에 낙서하는 장난으로 묘사되어 있는 비교적 원본에 충실한 첫 번째 영 

화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홍미 거리가 못된다. 이 보다는 두 번째 

영화의 물개해방이 그리고 그 보다는 세 번째 영화의 옷을 훔치는 장면이 

훨씬 더 시대감각에 적합하다. 따라서 텍스트가 아닌 영상물을 우선적으로， 

아니면 영상물만을 접하고 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작품의 올바른 이해 

력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영상물을 통한 원작과의 비교고찰도 바람 

직하다. 원작과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른 원작의 

다양한 해석들로써， 이론적 잣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고전이나 성인문학의 발훼에서도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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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학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발견할 수 있블 것이다. 

독엘 청소년문학의 근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언식의 변화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의 저서인 <아동성의 역사 

Geschichte der Kindheit>6)는 70년대 증반 독일에서 청소년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읽지 않을 수 없었던 텍스트이다. 청소년들에 대 

한 ‘이념과 표상’이 같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그의 통찰에 의하면， 연령에 따픈 차별의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조차도 16세 

기 이후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교육을 받은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이’ 

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의 의마가 불투명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연령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불확실성’과 ‘지나친 정확성’은 혼란을 초래 

하기에 충분하였다.1)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극단적인 스칼라에 의하면 - ‘아동’과 ‘청년’의 구별조 

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18세기 깊숙이 들어와서까지도 - 소위 

‘청년가’는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개념 

이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부장적인 제 관계 속에서 ‘아동의 신성’과 연결시 

켜 규정되었기 때문에， 24세의 청년도 ‘아이’가 될 수 있었으며， 중세에는 아 

이들이 흔히 ‘성인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아동의 의마는 천사， 아 

기예수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모상에서 출발하여 세속화 과정을 

거쳐， 세월파 더불어 점점 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의미로 변했다. 

17세기에야 비로소 아이가 개체로서 묘사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이 가정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긴 옷이나 유니폼으로 특징 지워진 아이들의 복장을 

통해서 아동의 이미지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초기에는 

남자아이들 위주여서， 여자아이들은 오랫동안 성인들과 다를 바 없는 전통적 

인 생활방식 속에 뒤섞여 있었다. 그나마도 귀족이나 시민을 위한 개념이었 

고， 농부나 수공업자와 같은 평민들의 자식들은 서로가 숨길 것이 없는 공동 

생활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아리에스는 아이에서 어른까지의 변천을 

‘결백’에서 ‘몰염치’라는 정선적 변화로 설명하였다. 아이들 앞에서는 섹스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오늘날의 교육법적 카테 

6) Kaminski, 위와 같은 책，9-10쪽 

7)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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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도 그 옛날과 비교해보면 전혀 낯선 관점이다. 당시엔 예절교육이란 성 

인이 다 되어서라야지 그 이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죄책감을 일깨우게 된 이콘적 바탕은 장 게르송Jean 

Gerson파 그의 추종자들의 활발한 노력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예절을 갖추어서 그라고 객관적인 입장블 취할 것플 권장하였다. 또한 

아이들 간이나 어른들과도 구분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파로 나타난 것이 ‘도덕적 아동관’이고， 그래서 형성된 것이 ‘순진무구’라 

는 컨셈이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취약점들 

은 동시에 ‘신적인 순수성의 참된 반영’과 직결되어있다고 여겼다 8) 

다양한 사회의 변화파정을 거치는 동안 파거의 청소년에 대한 순수한 믿음 

은 사라지고 이제는 치열한 현실적 삶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우려가 청소 

년들의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곧 학교와 교사의 위상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요 단지 우선일 뿐이던 교사의 위 

상이 위계질서에 입각한 상위그룹에 소속된 행정가로 전락한 것이다. 아리에 

스는 이를 ‘상대적 관용’에서 ‘교육군사화’로의 전개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9)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인간의 생물학적 성 

장과정차원을 지양할 수는 없다. 다만 시대마다 다른 문화적 양상으로 인해 

해석을 달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어른들의 요구사항도 

시대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중세 말 인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Erasmus 

von Rotterdam는 그의 저 서 <Colloquia Familiarum>에 서 제 시 한 것 들과 18세 기 

후반기에 계몽주의적인 범애주의교육이 요구한 내용들과는 명백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일종의 ‘예절교육서’라고 할 수 있는 그의 <De civilitate morum 

puerilium>에서는 섹스나 신체에 관한 의문들이 상세히， 아무런 선입견 없이 

허심탄회하게 토론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18세기에도 섹스는 오늘날과 

별 다른 차이 없이 전적으로 사적인 일에 불과했으며， 공적으로는 인가를 받 

는 전제조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었다. 문화사회학자인 엘리아스N orbert Elias 

는 수치심을 경계로 삼아 수치심의 변화와 전개과정 및 향방에 따라 청소년 

의 개념을 이해하려하였다. ‘신체의 분비물’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던 그는 에 

라스무스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경미하였음을 간파하였다. 섹 

스와 연관된 수치심의 조숙은 사회적 관념상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를 구분 짓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에라스무 

8) 위와 같은 곳 

9)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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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교육지침서는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상인들의 행동거지， 즉 허용과 

금가사항을 이해시키는 청소년문학의 단초이자 잣대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학적으로 거콘된 것은 거의 언제나 시띤계층의 

아이들이었지， 프로레타리어나 농부집안의 아이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무 

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역사적 끈원은 제 3계급의 해방운동， 즉， 귀족과 교회 

로부터의 독립에서 출발한 시띤계급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마디로 

“교육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명제를 표방함과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 

가기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대두된 계몽주의 이후부터， 

아이들의 세계를 외부세계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때부터 청소년문학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 

계몽주의 - 낭만주의: 루소 -헤르더 - 장페 - 바이쩨 

독일에서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특히 제 2외국 

어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전에 없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소 

년문학은 사실상 새로운 연구 분야가 아니다. 계몽주의를 비롯하여 바이마르 

와 나치시대 그리고 중세와 그 이전의 시기에 관한 연구도 주목을 끈다. 후 

자의 경우는 청소년문학이 ‘교육학시대’만이 갖는 전유물이나 창조물이 아니 

라， 중세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청소년문학 

은 교훈적 양상을 탈피하지 못한 극히 제한된 종교적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더구나 아동문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아동문학이 아니었다. 내용의 선벌 

이나 출판， 구매 등 모든 것이 사실상 ‘어른들의 의도’에 따픈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권유된 아동문학’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출판된 책들과 실제로 청소년들이 얽기를 원하는 출판물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17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출판된 책들은 한결같이 교과서나 예절 책， 아니면 도덕책들이었다.1 1 ) 청소 

년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도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레싱을 포함한 캄 

페나 바이쩨와 같은 계몽주의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의 의미로서나마 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문학은 특히 “도덕과 박애정신에 입각 

한 인류교육"12)이었으며， 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학도 늘 그때그 

10) 위와 갇은 곳 

11) 어린이 책의 역사， 존 로 타운젠드 지음， 강무홍 옮김， 시공사， 1앉))， 18쪽 

12) Harenbergs Lexikon der Weltliteratur, Bd. 3, Harenberg Lexikon-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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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사회적 이상’에 초점블 둠으로써 청소년들을 “작은 성인"13)으로 간주 

한 것이 특정이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 

년문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상태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프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 또한 이미 교파서나 다름없는 개 

념이 된 ‘텍스드 역사’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소년문학연구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계몽주의 시대’룹 청소년 문학의 출발점으로 간 

주하는 해석도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에 이어 

서 독일문학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독일 관념콘 시대까지의 정선적 유산은 

오늘날의 독일청소년문학이 존재할 수 있는 진원지나 다름없다. 특히 루소와 

헤르더의 영향은 여전히 독일 문학교육의 끈간블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청소년 문학의 경향은 적어도 유럽권내에서는 주로 

계몽주의 시대의 경향에 대한 반작용 현상으로서 대부분 종교적 차원에서 

합리성에 근거하여 구상되고 실행된 교육적 가치관에 대항하는 이상주의적 

혁신성향을 띤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후진상태 

에 머물러 있었으며，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독일도 영국에서 정착된 자본 

주의와 프랑스의 진보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마침내 “봉건주의를 옹호하 

고 유지하는 이념적 역할을 했던 중세의 신학과 종교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는 가톨릭을 겨냥한 종교전쟁이자 봉건주의에 대 

한 도전이었다，"14) 

이처럼 자본주의와 진보적 사상측면에서 두 나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 

아온 독일에서 탄생한 19세기문학이야말로， 특히 낭만주의정신은 마침내 민 

족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의미 있는 민족 문화적 현상이다. ‘독어독문학 

‘의 탄생도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다，15) 따라서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 

었던 청소년문학 또한 당시의 루소를 모범으로 한 프랑스와 영국의 교육사 

상과 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 

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 교육관， 즉， ‘아이들의 영혼 

은 출생하기 전에는 세계원리와 일치 한다’는 소위 숙명론적이며 신비주의적 

인 新 플라톤적 교육관은 독일 청소년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 

르면 아이들을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전의 상태로 간주하여 신성시하였으며， 

이러한 신성과 직결된 아이들의 숙명적 이탈은 출생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純員無始性을 상실함으로써 비로소 세계원리로부터 

13) 위와 같은 곳:“kl잉ne Erwachsene" 

14) 강대석: 밝스주의 미학의 역사적 배경; 밝스와 현대， 문예미학 3, 문예미학회 1007. 12. 1-12쪽 

15) 한기상: 독일문학개콘， 학연사. 1앉ß.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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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다는 전통적 사상으로， 18세가 중엽 요한 게오르그 하만에 의해 현저 

하게 계승되었고， 그 이후 젊은 헤르더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 

한 전통적 교육관도 ‘자연으모의 귀의’를 주창한 루소의 ‘문화인류적 자연관’ 

에 의해 강력한 셔항에 부딪쳤다. 특히 영어권 어린이 문학의 경우， 합리적 

이고 자유로운 방식윤 원했던 료크에 필적할 만콤 지대한 영향플 끼친 루소 

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방식을 원했다. “그는 오토지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고귀한 야만인의 이상을 추구했다 "16) 때 묻지 않 

은 천성을 발견해서 소중히 기르는데 어린이들보다 더 좋은 대상이 없다고 

생각한 루소의 에빌 역사 <로빈슨 크루소>를 제외하고는 책이라곤 읽지 않 

은 시골에서 성장한 ‘야성적 아이’이다. 루소와 마찬가지로 헤르더 역시， 아 

이를 아이답게 만드는 요인은 자연 상태나 다름없는 유치상태가 아니라 ‘야 

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보는 ‘야성’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루소에게 진정한 아이란， 신체적 역량에 비해 정신적 힘(예리한 관찰력이나 

동정섬 또는 상상력， 환상력， 추상에 대한 사고력을 비룻한 가본 감성)이 미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차고 강한 내면을 가지고 별다른 불만을 느끼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에 반해 헤르더의 경우는 상 

당히 현대적인 사각을 갖는다. 그는 루소의 견해처럼 차고 강한 존재가 아니 

라 오히려 ‘환상적이며 강력한 감성과 상당히 동요하는 내변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였다. 헤르더의 가본논리에 의하면 인간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 

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멸망하지 않기 위해 서로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적인 연대감이나 소속감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의 신념을 가진 

존재이다. 말하자면 독립적이며 비사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루소式 어린이와 

는 정반대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의 <에밀> 이후에 등장한 

이와 같은 헤르더의 인간적인 어린이 해석 속에는 이띠， 강한 감성이라든지 

활발한 상상력과 환상 그리고 현실감의 결여 등과 같은 다분히 낭만주의적 

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계몽주의 시대의 ‘아동기’ 개념은 매력 

그 자체였다. 그 만큼 어린이는 ‘자연’과 같은 정표로서 때 묻은 역사와의 단 

절이자 새로운 출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 

었다. 일시적으로나마 오성에 의한 모든 문화와 지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어 이상적인 아동의 존재가치가 매몰될 뻔한 루소의 아동철학에서 나 

타나는 계몽주의적 감탄의 여지는 바로 생동감 넘치는 활력， 독립심과 모든 

권위에 대한 불선 등과 같은 아이들의 능력에 관한 그의 긍정적 평가에 기 

인한다. 헤르더의 이상적인 아동관에 따르면， 계몽주의 식 잣대로 다가가는 

16) 어린이 책의 역사，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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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주장은 반이성적인 미신으로 치부된다. 이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젊은 시절의 헤르더의 낭만주의적 아동관은 이미 문학교육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면서도 유치한 인간관이야말로 훌륭한 서사 

문학의 원천이자 원동력으로까지 칭송되어야 할 것이다. 물콘 여기서 이야기 

하는 문학이란 지식과 교양을 모르는 비록 수준이 낮고 유치하고 조야할지 

모르지만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문학을 의미한다. 감동적인 인간의 상상력이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낭만파 이상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17) 

루소의 다소 추상적인 프로그램을 기축으로 독일 청소년문학 교육의 구체 

적인 끈간으로 삼아 교육개혁블 실행한 선구자로는 바세도우와 캄페룹 들 

수 있다 18) 특히 캄페의 이콘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모 

운 문학 장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윤리적 책임감”의 강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학자였으며 알렉산더와 빌헬름 훔볼트 형제의 선생님이었던 그는 -

한때는 <로빈손 크루소>의 독일 해적판으로 악명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많이 읽혀졌던 인기 작가였다. 그의 많은 업적들 가운 

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무엇보다도 ‘아동성’의 개념이다. 그는 어린이의 존 

재는 “빈부나 주종관계가 아닌 純員無$한 신의 창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는 졸리코퍼의 이콘을 계승 진전시켜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삼아 인간학과 

교육학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 

은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자연’에 위배되는 짓이라는 것”이 

다.1 9) 이러한 견지에서 그는 또 그의 논문 <조기교육과 박식의 해악성에 관 

하여〉에서 ‘잘못된 교육’을 비탄적으로 지적하고 었다.20) 이와 같은 ‘부정적 

교육관’은 교육이 “시간을 낭비하고 었다’'2 1)는 결론을 내린다. 이점은 특히 

‘자연’을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 간주한 루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본원칙으로 6살 이전의 유치원시절과 12살까지의 초등학교생활까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캄페는 1786년에 이 이론을 확장시켜 자신의 논문 

인 <조기 아동교육의 해악성에 관하여〉에서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에 자연이 

17) Reiner Wùd: aa.o., S. æff. 

18) Neue Samr피ung， 15. (1언5) Heft 5, Kindheit und Jugend im Werk Joachim Heinrich Campes, S. 뼈4-481: 

Pä없gogische Anthr어d앵ie und die ‘En떠eckung’ des Kindes im Z잉tal않r der Aufklärung, Von U1rich 
H맘π1afl!1 

19) 위와 갇은 곳 

20) 위와 같은 곳 

21)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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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연과 일치 

하는 교육관의 중요성과 이에 상응하는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2) 

이와 같은 정신적 배경은 밝시즘적， 사회주의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1960년 

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가져온 새로운 문학경향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형된 사회적 관심사’의 증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문학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훨씬 

협소하지만 19세기의 청소년문학 가운데 교육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청소년 

작품으로 칭송되었던 것은 캄페의 「로빈손 Robinson der JüngereJ 이다. 작 

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10년 동안 발간된 어린이 잡지들은 외국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온 번역물이 독일청소년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언제나 높았다. 따라서 독일작가들이 쓴 텍스트만으로 독일 

의 청소년문학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민족문학’이라는 시각적 편향을 극복하 

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문학’이 되어버린 청소년문학의 특성 

인 ‘국제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전 세계플 

강타한 ‘해리 포터’23) 그라고 러시아를 열광시킨 아스트려드 린드그렌(2002 

년 1월28일에 作故)의 『삐삐」 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24)그라고 여전히 전 

세계의 수많은 어른들과 청소년들로부터 아름다운 ‘동화’로 사랑 받는 r어 

린 왕자』 등등，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청소년문학이 명실 

공히 국적을 초월한 ‘세계문학’으로 부상하였다.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편 

협한 긍지와 자부심을 강력하게 고수해오던 민족문학의 경계선이 와해됨으 

로써， ‘독일 청소년문학사’를 “독일에서의 청소년 문학사"25)로 인식하는 ’자 

유로운 시대정신’의 제안이 올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별 국가의 청소년문학이 점차 ‘세계문학’ 속으로 흡수됨으로써 민족문학과 

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 온 

‘독일 세계명작’의 경우는， 유난히 ‘관념적’인 특성을 견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른을 위한 청소년문학’의 문화유산적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급변하는 

다매체시대를 맞아 영상물의 홍수와 함께 ‘세계문학’의 급류 속으로 빨려들 

어 가고 있다. 

22) 위와 같은 곳 

23) Mitteilungen des Instituts f파 Jugend버chforschung， Heft 212<뼈， S.48-49 

24) 용의 아이들， 54-61쪽 

25) Alfred Clernens Baurng삶tner，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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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경에 시작되었던 이러한 청소년문학의 효시는 2000년대로 접어들 

면 서 띠 디 어 블 통 한 ‘ 아동문화Kinderku1tlur’ 내 지 는 ‘ 청 소 년 문 화lugendkultur’ 

라는 용어와 함께， “미디어시대의 아동 및 청소년문학"26)이라는 새로운 차원 

을 맞이하였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통저l 와 감시 속에서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속에 폐쇄되어， 인터넷 체팅이나， 비디오， 카셋트， TV, 컴퓨터게임 등으 

로 개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모험적 청소년가와는 거리 

가 멀어진 채， 판타지라는 정신적 자유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청소년문학을 흔히 ‘교육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반하여 정작 

청소년 독자들 스스로는 정반대를 지향한다. 그림책， 소설， 코믹 또는 메르헨 

등 어느 것이든 이미 외부에서 조정됨으로써 수동적 수용이나 다틀 바 없는 

미디어가 지극히 교육적인 관심사를 지향하는 반면에， 개별적인 수용이 불가 

피한 독서는 문학이 갖는 장점인 해석의 자율성을 가짐으로써， 마치 지휘자 

와 같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판타지 속에서 능동적으로 재단할 수 있기 때 

문에 오히려 정도를 벗어날 수도 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예로， 

청소년들에 의해 창작되고 읽혀지는 인터넷 소설은 이미 지나친 흥미나 섹 

스 위주 또는 폭력이나 포르노， 인종차별과 같은 유해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 

어 올바른 검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할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삶의 실상이며， 바로 청소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상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 그 자체이다. 이러한 청소년문화의 기능은 한편으 

로는 “사회로의 영입훈련”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방과 시범을 통한 “청 

소년들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27)이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창조력， 상상력 등 

이 계발될 수도 있지만， 매스미디어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현혹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변 

화무쌍한 매스미디어에 무한정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이 

들 나름대로의 적응력도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와 채널을 통해 상숭 작용한 

다. 

청소년문화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어떤 특정 학문이냐 방법론이 

청소년문화에 속하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청소년문화는 일정한 “텍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콘텍스트의 문제”이며， ” 
청소년을 위한 문화“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문화“이다.28) 미래를 위한 긍 

정적인 청소년들의 창조정신， 독립성， 상상력(판타지)등은 청소년들이 속한 

26) Wi빼-ed Kar피nski， a.a.o. S.l2 

?J) 위와 같은 곳， 14-15쪽 

28) 위와 같은 곳，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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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적 가치관과 성숙 여하에 달렸다. 

한마디로， 청소년문학은 아이와 청소년에게만 특별히 규정된 문학일 뿐 아 

니라， 직접적으로 이 목표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성인문학， 빈증문학의 모든 텍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캄페나 바이세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을 중심으 

로 협의의 의미로나마 논할 수 있게 되었던 청소년이라는 문학장르는 특히 

도덕과 박애정신에 입각한 인류교육이었으며， 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청 

소년문학조차도 늘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청소년들플 

‘어린 기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었다. 

20세기에 와서 독일청소년문학은 문학교육 및 문학교수법적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했다. 60년대까지 독일청소년문학은 점점 교육적 차원 

을 벗어나 연구가치가 있는 테마로 받아들여졌다. 달라진 정치， 사회적 현실， 

즉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 계층의 수용은 성인문학 작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써 사회적 관점에서 감정이입의 가능성과 비판능력이 요구되 

었고 독일청소년문학의 심미적 기준도 상승되었다. 독일청소년문학은 흔히 

아동문학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약 200년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독일의 청소년 

문학은，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일종의 “총괄명칭 "29)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례이다.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 간의 엄격한 구벌이 명확하 

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연령과 성숙도의 심한 개별차이로 인한 불명확한 경 

계선깨0)이 특히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펙쥐빼리의 <어린 왕자>는 서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른을 위한 동 

화’임에도 불구하고 -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라는 중요한 요인이 

가세하여 - 청소년들을 위한 권장도서로 사랑 받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리 포터>와 같은 반대현상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르를 확대하여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철학 및 종교만화까지 포함 

하면 훨씬 더 넓어진다. 오랫동안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특수한 청소년문학’ 

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는 주로 “아동성의 발견 Entdeckung 

der Kindheit'’31)에 헌신함으로써， 연령， 행동- 및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에 대 

29) Karl Emst Maier jugendliteratur, Bad Heilbrunn, 1993, S.10 

30) 독어교육 16집 앉%쪽 참조 

31) Karl Emst Maier: jugendliteratur, Bad Heilbrunn, 1앉갱， 10.überdTb잉tete und erweiterte A따lage，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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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는 

‘끈본적으로 긍정적인 인본적 노력의 결산물"32)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청 

소년 세대에 합당한 요구와 삶을 새롭게 인정하고 평가하려는 기성세대의 

개입， 다시 말해서 “길들이기”이자， “가성세대로의 순응 내지 상응조치 "33)로 

해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과 복지를 촉진시키려는 긍정적 

의도가 오히려 때 이른 가상세대로의 ‘편입’과 ‘예속’을 초래할 수도 었다. 

청소년문학에 대한 담콘들을 흑백논리로 종합해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하다: 하나는 사회사적인 해석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유익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ll(Lloyd de Mause)하는 의미로서 

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에 알맞게 순응시 

키기에 유리한 인간(아동)성， 즉 총체적으로 아동의 삶을 악화시키는 인간(아 

동)성 형성을 위한 도구ll(Phillipe Aries)로 서로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34) 그러나 이 두 견해는 ‘아동문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진리와 오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룹 거둘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반대로 이들이 청소년 

문학이란 현상을 위한 합당한 해명(해결책)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옳지 못하 

기 때문이다. 

볼가스트의 ‘특수 청 소년문학 불가론’과 그 이 후의 

독얼청소년문학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볼가스트가 내세웠던 미학적 고찰의 핵심은， 미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적， 문화 교육적 개념의 중심에 문학작품의 典範들이 위치하고 있다. 소 

위 ’선생님작가들‘에 의한 ’특수 청소년문학’ 범주로서， 교사를 중심에 두었 

다. 선생님의 존재는 청소년들의 정신과 경험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 

임과 동시에 ‘예술가’로서 이해된 것이다. 교육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독 

일청소년문학은 老少의 ‘의사소통-수단’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눈으로 세계 

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학교문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에 머무를 

32) 위와 같은 곳 

33) 위와 같은 곳 

34)KarI Emst Maier, a.a.O.: einer똥its， Juge때literatur als FI여빼ung und Unterstützung einer 
Kin예leitsfassung， die d밍1 Kinderleben zugutekommt und eine positive Entwicklung h윈"Vorbrin맑， und 
Jugendliteratur als ein Instrurnent, das eine Ki때뼈t schaffen 비1ft， die eine Entwicklung 야g비lStigt， 며e 

띠cht das Wohl des Kindes, sondern seine Einf뼈lng ur떠 Verτweckung im Auge hat; insgesamt eine 
Verschlec‘hterung des Kinderlebens, anderers영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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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았다. 왜냐하면 ‘관찰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세계’는 신변잡끼에 불과한 

일상적인 문학， 즉， ‘일상의 편린’에 지나지 않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정 

신의 미학법칙’을 지니고 ‘아이들처럼 보고’， ‘아이들처럼 창조할 수 있는 예 

술가’의 문학에서는 띤중문학의 전통에 걸맞게 다양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아이들의 일상세계’가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윤 일종의 “문화쓰레 

기”로 간주한 판비츠는 그러나， 과감하게 과거의 예숨작품들의 형식에 구애 

될 필요 없이， 이러한 ’X化片購’들을 선별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문학을 위 

한 재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것’이란 아주 “자 

연스럽게”생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안에서” 우리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 

에， 그림형제의 민중동화 조차도 순전히 ‘문어적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어 부 

적합하다고 보았다)5) 반면에 오토의 동화들은 소재와 언어가 모두 아이들이 

며， 서술형식 또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며， 진지하여’ 그야말로 “진정한 동 

화의 원 조wirkliche Urform des Märchens"라고 극 찬하고 있 다. ‘ 자선 의 유년 시 

절에 대한 회상’이 ‘예술작품의 이해와 창작을 위한 木質的인 動因’이라는 

단초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예술적 가치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데멜 

역시 ”아이들을 위한 문학은 아이다워야만 한다’， ‘아이들의 마음， 감수성은 

작품의 예술 특성에 민감한 것일 수는 없다“36)고 했지만， 정작 데멜이 예로 

든 詩作(<Fitzebutze-Gedicht>)은 데멜-전문가들과 교양 있는 성인들은 이 작품 

을 ’그렇지 못하다‘ 고 판단함으로써 ’아이들에 의해서‘나 ’아이들을 위해서 

‘에 대한 논의가 결정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비판적 시각 

을 보여주고 있다)7)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언어’로 씌어진， ‘아이들로부 

터 출발한 문학’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학이라고 가정할 경우는， 이러 

한 가준이 성인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성인문학의 범주가 너무나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어， ‘아이 

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나 일상’이 결코 희귀한 것이 못될 뿐만 아니 

라， 속어나 방언으로 씌어진 성인문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에 알맞은 언어로 쓰여 졌다는 끈거만으로는 청소년문학의 특수 

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서 청소년문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화 된 

개념규정과 복잡한 논의를 통해， 굳이 ‘교육적인 의도’를 깊이 심어놓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판타지나 상상력을 통한 ‘보다 자 

35) 위와 같은 곳 

36) Bernd DoIle-WI잉띠‘auff， Hans-Heino Ewers(바'Sg.): Theorien der Jugendlektüre, München 1900. S.42-43 

37) 위와 같은 책，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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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고 넓은 사고의 공간 확보’라는 문학의 본래의 사명에 위배되지는 않는 

가? 더구나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읽는 주체’의 수용 미학적 증요성을 감안 

한다면 기준설정에 더더욱 선중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어린 독자들은 교 

육적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그 단계에서 주요한 심리적 특정일 수 있는 욕구 

블 충족시키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좋은 아동 및 청소년문학’은 성인의 관점에서 도덕적 

으로， 미학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환상’을 

문학적으로 현실화한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8) 

여전히 성인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지정되는 경향이 강한 아동 및 청소년문 

학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문학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꼴 때， 불가스트의 ‘특수 청소년문학’에 대한 논쟁은 독일청소년문학이콘의 

개관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된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 

가， 루소의 취약점을 경고하는 격정적인 산문들과 사회 개학적-유토피아적인 

先見之明的 구상들과 함께， 볼가스드는 청소년문학 교육이론과 비평사에 중 

요한 획올 긋는 정신사적 의의룹 지니는 존재가 되었다. 

90년대 초반에 피력한 그의 기본입장은 이미 <우리 청소년문학의 곤궁에 

관한 논평들>(1 896)에서 다룬 그의 문학교육과 미학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관 

심표명， 즉， “문학향유의 문화가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수식어 

가 없는 청소년문학은 ‘일반문학 작품’을 의미하며”， “문학(시)적 감각은 바 

로 음악적 감수성처럼 가장 폭넓은 미학적 감관을 의미 한다” 는 그의 청소 

년문학관의 토대를 연상케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적으로 훌 

륭한 작품들과 일반적인 문학적 표준이 곧 성인이 되는 성장 세대들의 예술 

교육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볼가스트에 의하면， ‘특수 청소년문학’이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일 

반적으로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글”로 정의될 수 있다)9) 우리 청소년 

문학의 곤궁함과 청소년문학 독서의 비참함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고 미학적으로 가치 있는 문학이라기보다는 주로 ‘특수 청소년문학‘이라고 

강조한 그의 견해에 따르면， ‘특수 청소년문학’은 청소년들이 읽도록 권장되 

고 또 그들에 의해 읽혀질 문학에 포함될 자격이 없다.40) 과학과 사회의 발 

전으로 옥죄는 노동에서 탈출하여 자유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내-외적인 

38) 1ωdiger Stei띠잉n:Psycb뻐1머y디sche Ansätze der Jugendliterdturkritik im frühen 20. Jahrhur떠ert， In: 
Bernd Dol1e-Wei띠염uff， Hans-Heino Ewers(Hrsg.), 만leorien der Jugen버ek피re， a.ao. S.127-148 

39) 까leorien der Juger떠lektüre， a.a.O. S.9-10 

40)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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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육’은 ‘향유’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향유에 대 

한 볼가스트의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예술의 비전문적인 연습 

혹은 수공예품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고， 다픈 한 가지는 예술작품에 몰두하 

는 것이다. 그는 문학작품의 존재이유도 향유라고 보았다. ‘미학적 향유’란， 

‘{없聽’이나 ‘有息’가 아닌， ‘끊임없는 사유’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12 

살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미학적 표현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서향유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41) “아이들은 순수하 

게 소재에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한 볼가스트는 먼저 아동들의 독서욕구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문학에서 생기는데， 그 

런 문학은 문학교육을 향한 문학적 모범에 대한 미적 요구에 모순되는 것이 

며， 아이들의 읽을거리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질과 이것에 대해 준비 

되는 미적인 요구들은 대부분 천양지차가 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또한 

미적으로 의심스러운 문학작품들이 고도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을 가지 

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고 하였다. 물론 그는 아이들의 문학적 취향을 지 

르는 교육에 반대하는 논거로 미적 판단능력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미적인 

열등감에 대해， 또는 아이들의 즐거움이라는 심리적 토대에 대한 물음에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의 관심은 “독서가 문학 미학적 교육에 기여하려 

면 어 떻 게 꾸며 져 야만 하는가? 이 었다."42) 

쉴러에게 ‘사회 엘리트들을 위한 미적 향유’가 필연적이었다면， 초등학교 교 

사였던 볼가스트에게는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의 문학향유’가 목표였다. 그에 

게 ‘문학교육’이란 인간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수단이자， 민족교육의 일부분， 

즉 ‘민족문학의 정체성형성의 수단’이었다. 이처럼 미래의 사회에서 극도로 

근대적이고 극도로 반 근대적인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미래의 해방된 인간’은 고도 산업사회의 생산과 군집화에 등을 돌리고， 

자유로운 개별 인간으로서 예술 활동에서 ‘유희적이고 自다目的的인 성격’을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볼가스트는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문학적 생 

산과 분배의 완전한 변화를， 예를 들어， 문학시장의 완전한 폐기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문화 상품생산 즉 모든 상품화된 도구들은 사라져야만 한다고 

하였다.43) 이러한 ‘特練 좁少年文學 不可論’은 善惡、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예 

술교육 구상과 미래의 독일 민족문학에 대한 “볼가스트-비전의 산물"44)이라 

41) Thoorien der ]ugendlektüre, a.a.O. S.19-2O 

42) 위와 같은 곳 

43) 위와 같은 곳 

44)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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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에서 합의된 여러 계명들과 모든 사회적 계승을 동 

합한 문화를 창출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에 따르면， 청소년문학작품과 성인들 

을 위한 문학작품의 분리는 곧 ‘불행’이다. 예술작품의 개념규정에 있어서도， 

그는 낭만주의적인 띤족 문화적 담콘 내에서의 띤족적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은 당연히 일반문학에 속하며， 아이들과 청소년들 

에게 추천될 수 있는 문학텍스트 역시 ‘중요한 민족문학작품’이거나 ‘민족 

문화적 표준에 합당한 작품’이어야만 했다. 여하튼 볼가스트의 논의의 핵심 

은 ‘순수 미학적인 관점’이다. 그에게는 ‘특수청소년문학’ 자체가 예술적 작 

품에 대한 경멸이었다. 

그는 보수적 엘리트로서 당시의 교육풍토로서는 낯선 “특수-청소년문학에 

대한 원칙적인 거부"45) 의사를 밝혔으며， 청소년문학위원회와 함께 청소년문 

학비평가로 나섰다. 

‘특수-청소년문학’에 대한 볼가스트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 

도한 바로 그 논쟁점이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청소년 도서”를 위한 촉매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볼가스트 자신도 나중에는 종래 

의 자신의 불가론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한 정신적 일치를 나타내는 아동 

도서를 요구하는 전환기를 맞는다，46) 

볼가스트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소위 ‘진정한 청소년문학의 

존재’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작가는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의 마음’으로 글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 

현방식은 세기 변환기의 교육개혁적， 예술이론적 담론에 속하며， 낭만주의와 

도 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엔 ‘청소년문학이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하지 

만， 동시에 청소년다워야 한다’(Emst Linde)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청 

소년문학의 평가에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의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는 근원적인 미해결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문학의 평가를 규명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연구가 문학사에서도 여 

러 차례 변천되어왔다. 계몽주의시대에는 ‘유용성’과 ‘즐거움’(유쾌， 안락함) 

내지는 ‘교훈’과 ‘담소’ 간의 연결문제로 대두되었고， 18세기 말에 벌써 “천 

박한 담소(즐거움)"와 청소년문학의 대량생산에 대한 경고가 목청을 높였 

다，47) 

45) Theorien der Jugendlektüre, a.a.o. S.23 

46) Isa Schikorsky, aa.O. S.'ð7 

47) Kaminski, a.a.O. S.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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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테 다렌토르프Malte Dahrendorf( 1977)에 의하면， 저질 소설에 대한 경고는 

교육적 의도가 배경이었다. 배후에 숨어있는 교육학적 이념은 계몽주의적 가 

치인 이성과 덕행의 확산이었다. 그 이후에는 ‘정말로 아이답다’라든지 아니 

면 ‘판타지’의 심리학적 요인들이 강조되었는데， 이때 ‘판타지’는 단순하게 

긍정적인 내용들을 중개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을 뿐， 청소년문학의 이미지 

는 마치 전쟁선동자， 심복， 충복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일관되었다. 

이와 반대로 볼가스트는 1896년에 ‘경향에서 자유로워질 것’ 파 ‘미학적 평 

가’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이중적 의미인 “비고의성”을 요구하였다: 첫째는 

경향부재라는 의미의 비고의성이고， 둘째는 심리학적으로 독자에 대한 배려 

를 포기하는 비고의성， 오로지 예술과 문학윤 염두에 둔 고의성을 요구함으 

로써 교육학자들의 특권을 문제 삼았다. 

교육학적인 비판요인을 제외하고는 독자심리적인 요인과 예술성이 관건이었 

다. 무엇보다도 전후에는 아동 및 청소년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첫째는 심 

미적 척도， 둘째는 아동을 위한 적절성， 셋째는 서구적 가치관들이었다，48) 

이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저질문학인지 아니면 가치 있는 중요한 아동 및 

청소년문학인가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크 

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인 아동 

및 청소년문학-비평을 허용하는 정도에 불파했다. 

정작 “아동 및 청소년-양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는 이들의 도웅만으로 

는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문학에 관한 논의의 

새로운 변화모색으로서 제시된 것이， 70년대 이후 다렌도르프에 의해 제시된 

‘밝시스적 유물론적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적’인 평가기준이 통용되 

었다，49) 

그녀로 인해 독자들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점들과， 독자들의 언어능력 그리 

고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시장예속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논의할 가치가 있 

게 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문학이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조직의 요체로 묶 

여짐으로써， ‘텍스트 중심의 평가기준’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모든 것의 기준 

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초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통찰치 못했던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녀의 

비판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창조성， 감수성의 발전과 의사소통능력의 확장을 

통해서 독자 개개인의 독립적인 자율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였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아동 및 청소년도서에 나타난 현실성훼 

48) 위와 같은 곳 

49)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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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라든지， 현실성위축 또는 현실성왜곡으로 인식될만한 것이 무엇인가?， 

흑은 역으로: 하나의 텍스트 또는 하나의 삽화가 어린 독자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파 소임전개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였다. 그러나 

이마 암시되었듯이， 그와 같은 일정한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평가기준이 존 

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소들과 공익기관들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아동 및 청소년문 

학의 감별과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문 

학의 감별파 평가를 학교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청소년문학-매체-공동연구기관， 즉， 옛날의 청소년도서 통합위원회를 언 

급할 수 있다. 나아가서 ‘청소년문학 연구팀’ 그리고 이 그룹에 의해 조직된 

‘독일청소년문학상’을 들 수 있는데， 이 그룹은 독자교육촉진을 업적으로 남 

겼으며 문학교육을 청소년들이 해야 할 문화적 연구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독일 청소년문학아카데미’는 문학미학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노력과 이데올 

로기적인 편협에 대항한 행보의지로 알려져 있다. 1992년까지 마치 상극처럼 

존재하면서， ‘붉은 코끼리. 아동도서미디어 연구팀’이라고 불렸던 이 그룹은 

비판적 앙가즈망 시각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문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린이문화의 대안을 목표로 삼았다. 

상가한 단체들은， 비록 각기 지향점과 관심사의 성격이 다르고， 또 평가기 

준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촉 

진을 위해서는 공통된 이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아동 및 청소년문학 

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일예로 독일 여의사협회가 그녀들의 “은빛 

깃털Si1beme Feder"로써， 질병과 건강에 관한 계몽을 지원하려 했을 때， 

SPD-CharlottenburglBerlin과 그들의 반파시스주주의적 청소년미디어상으로 알 

려진 “빨간 두건Das rote Tuch"은 거의 무관심한 자세를 나타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하멜른의 쥐잡이-문학상’은 또 다른 예가 되는 것이， 이 문학상 

은 아동 및 청소년 동화와 판타지문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질을 문제 삼을 때는， 언제나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있는가 

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언제나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평가에는 교육학적， 심리학적， 정치적 그리고 미학적 척도와 선입견이 개입 

된다. 그리고 늘 상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척도간의 관계가 문제로 남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동 빛 청소년문학은 평가 

되고 판단된다. 평가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이어K.E.Maier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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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것처럼， 문학적 관점 즉， 테마， 내용설정， 형태분석과 구조분석， 언어 평 

가에 대한 문제로써， 그리고 특수계층의 언어， 엘리트 또는 동속적인 표현내 

용이나 형식과 같은 사회적 환경여건에 따라 제약되는 사안들로써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50) 교육학적-기능적 관점 하에서는， 텍스트의 교육적 중요성 

에 대한 문제제가가 안성맞춤으로 보인다， 즉， 추측에 불과한 학습과정의 영 

향이나 실질적인 학습과정의 영향， 의도적이거나 원치 않은 학습과정의 영향 

에 대한 문제 그라고 이것이 개인이나 사회를 고려했을 때， 또는 독자심리학 

적으로 꼴 때， 중요한 것은 책파 독자의 관계， 즉 독자를 작가의 대화 파트 

너로 바라보는 관계이다. 이콘적 관점에서는 서로 다픈， 이 단계들은， 실질적 

인 일상에서는 서로 맞물려 였으며，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리해서 

고찰한다는 것은 부적 절하다. 

결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문학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는， 

독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불필요한 요구 없이， 독자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과 독자관계를 위한 미학적 선재요구와 교육학적 지배 

사상 그리고 심리학적 상관성에 대한 생산적 경쟁관계"51 )이다. 이것이 가능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청소년문학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맺는 말 

대략 200년에 걸친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두 

가지의 전통적인 과제， 즉 ‘유용성’과 ‘즐거움’사이룹 시이소처럼 움직였다，52)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한 양상을 유지 했다”라 

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문학이 오랜 세월 동안 성인문학의 그늘 

에 가려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애초부터 청소년문 

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강조되어 온 점은 청소년문학과 교육의 관 

계， 즉 학교수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도서들의 대부분이 교과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과서가 바로 아이들과 

교사들 간의 대화채널이자 동시에 그것이 청소년문학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50) 위와 갇은 곳 

51) 위와 같은 곳 

52) Winfred Kar미nski: 위와 같은 책 S.14l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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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캄페의 로빈손<Robinson der Jungere: 직역하면 

로빈손 2세， 즉， 새로운 로빈손>이， 전통적인 독일문학작품도 아니고， 영미문 

학 작품인 <로빈손 크루소>를 모방한 편역-번안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청소년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전문 

지식이 아니라， ‘모험’과 일상에서의 ‘이탈’ 때문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 

히 설명될 수 있윤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권장된 독일명작들은 대 

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들이 읽어야 할 청소년 문학작품인 경우가 적 

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그리고 인터넷 

파 멀티미디어에 길들여진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고려할 때 - 물콘 

생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지만 - 장편의 完i혈을 위한 인내심을 가대하기가 

쉽지 않다. ‘문학적 선지식’을 요하는 문예학적-문학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명 

작이 오히려 청소년문학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도 있다. 

’아이들은 어픈들의 스승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등의 잠언이 

말해주듯이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세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핀-타지의 세계 

이다<해리 포터> 속의 비현실적인 소재가 불러일으키는 전 세계적인 열풍 

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끌라는 환상의 매력은 물질만능 

으로 치닫는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해준다. 그 

러나 독일 내에서는，<해라포터> 못지않게，<티피Tippi> - 한 어린 소녀의 아 

프라카 체험， 즉， 동불과 대화하는 티피의 눈에 비친 ‘야생의 세계’를 사진들 

과 함께 묘사하고 있어， 아이와 동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생생 

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을 엮어 놓은 작품 - 가 각광을 받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칫 망상과 방종으로 이어지기 쉬운 판타 

지 과잉이 초래할 수 있는 현실과 상상의 괴리， 新舊와 老少 間의 극단적인 

긴장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 즉， 환상의 이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른들， 특히 지식인- 전문가들에 의 

한 끊임없는 연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관심， 예를 들면 전문기관들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홍책’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구벌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려는 일반적인 독일 청소년문학의 경 

향에 역행하여， 구분이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학적 특 

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청소년문학과는 달리 ‘세계문략을 지향하는 아동 

문학에서는 어디까지나 ‘읽는 즐거움’이 “문학의 즐거움"53)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53) 페 리 노들먼 Perry Nodelman, 어 린 이 문학의 즐거 웅 l(까le Pleasure of Children‘s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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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는 대부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어린이 책의 목적이 “가르치려는 것이 아 

니라 끊임없이 즐거움을 주는 것"54)에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아동문학은 17 

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 

급되었다. 중세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았거나 상상하고 있는 ‘아동기’， 즉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만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인생의 한 단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55)， 

아동기에 대한 개념들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연6)에 불과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작성된 초기의 어린이용 텍스트들은 너무나 ‘설교적’ 내지는 필요 

이상으로 ‘억압적’이었다. 그 후 합리주의 소설이 주도적이었던 19세가 초까지도 논 

리를 찬양하고 판타지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제한된 이해력과 짧은 집증력， 선 

하고 소박한 천성， 상처받기 쉬운 감성 등을 감안하여， 아동도서는 간단한 텍스트? 밝 

고 화려한 그림과 행복한 결말을 담고 있어야하‘ 며，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한다. 어 

린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나 ‘판타지’를 무척 좋아한다. 특히 인간처럼 행동하는 동물 

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린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경험세계와 관련 있 

는 책을 좋아한다. 모방가능성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특히 폭력)’이나 공포에 

질릴 우려가 있는 무서운 것들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아동기에 대한 일반 

적인 가설과 관련된 아동문학과 아동기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들."57)은 모두 어린이 

의 특성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어린이 도서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었다. 

이 모든 특성들의 종합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이에 적 

합한 텍스트 선정’이다. <현재 독일 내에서 잘 알려진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 

(www.l앓forum.bavern.d~， h때/www.1ugen빼erattπ.0때www.vol뼈.ch.歐버tur/빼빼e.httr피， 

http'/rez없sionen.zeit.de/Jugendbuch， h때/'www.iugend빼chtipps.de)이 제시 한 청소년도서목록에 

의하면， 12세부터， 14세부터， 16세부터 등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에 세 단계의 연령을 

기준으로삼고 있다.> 

시대에 따라 주제도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가족’， ‘학교’， ‘자연과 환경’， ‘아웃사이 

더’， ‘다문화’， ‘제 3세계’， ‘철학’ 등등 같은 어휘임에도 종래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 

난 주제들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독일 청소년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있 

mture,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1앉졌(2001) 

54) 위 와 같은 책， 하비 다턴Harvey Darton의 주장 

55) 위와 갇은 책， 아리에스Philippe Aries의 주장 

56) 위와 같은 책， 143쪽 

57) 위와 같은 책， 137-179쪽; 英美의 보편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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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결론적으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책윤 골라주는 어른은 무엇보다도 ‘아동기의 특성’ 

플， 정소년들에게는 개성과 지적수준에 합당한 개방적인 좋은 작품들을 권장도서로 

선택케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명백성’이지만 바로 이점이 또한 ‘가장 위 

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점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59) 아울러 청소년문학연 

구가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어린 독자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교육적 의미에서라가보 

다는 二L 단계에서 주요한 심리적 특정일 수 있는 “욕구 충족."60)에 있기 때문에， 좋은 

아동 및 청소년문학이 성인의 관점에서도 도덕적으로1 미학적으로 좋은 것이면 금상 

첨화겠지만， 청소년문학은 무엇보다도 “어린 독자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환상을 문 

학적으로 현실화한 작품"61 )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시장원리에 입각한 성 

인들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지정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문학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문학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한 청소년문학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독일 청소년문학의 진흥책 및 청소년문학과 관련된 영역의 상 

업적， 심리적， 정신분석적 연구결과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58) Gunter Lange(Hrsg.):Taschenbuch der Kinder- ur피 Jugen버iteratur， BaItmannsweiler, 2(뼈， S.684-700 

59) 페리 노들먼， 위와 같은 곳: 부분적으로는 논리와 방법론에 관련된 피아제 이론틀， 예를 들면， 섬각할 정도의 
아동과소평가 그리고 겉으로 드라나는 실제행동이 잠재력올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주장에 대한 ti..훨詳論은 생 
략한다.) 아무튼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 발달단계의 특정이 아년 다른 방식으로는 행동할 수 없다는 장 피아제 
Jean Piaget와 에 릭 에 릭 슨Erik Eriksα1의 심 리 발달이 론，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등은 수많은 출판인과 전문가들의 권장도서 선정작성의 토대가 되었다. 

60) Rüdiger Steinlein: Psychoan머ytische Ansätze der Jugend1iteraturkritik im fr파len 2O.Jahrhundert, 
in Theorien der Jugen예ek빠， a.a.O. S.짧쟁2 

61)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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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kleine Studie zu Theorien der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sol1 versucht werden, einen Uberblick über die 

Begriffsbestimmungen und die begriffliche Entwicklung der Kindheit zu schaffen 

und verschiedene Theorien der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Diskussionen und Definitionen zusammenzufassen. Zu verschiedenen 

Begriff능erklärunge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werden vor allem die 

Theorien der Theoretiker wie Göte Klingberg, Hans-Heino Ewers, Winfred 

Kaminski, Maria Nicolajeva, Reiner Wild und Heinrich Wolgast behandelt. 

Diese Arbeit geht, literaturgeschichtlich betrachtet, aus dem sogenannten 

‘pädagogischen Zeitalter’ , in dem "Kinderliteratur Literatur von Erwachsenen 펴r 

die Kinder war"(R.Wild); Von Kinder- und Jugendliteratur’ wie z.B. <Harry 

Potter>, <Tippi> und <Pippi Langstrumpf>, welche heutzutage zur ’Weltliteratur’ 

gehört, war zu jener Zeit gar nicht die Rede. 

Unter anderem wegen der sogenannten 당sthetischen Schwäche' und des 

’Mangels an Darstellungen der gesellschaftllichen und politischen Realität'’(H. 

Wolgast) wurde die Kinder- und Jugendliteratur wie Trivialliteratur behandelt und 

kritisiert. Diese Arbeit geht vor allem von der Annahme aus, daß Kinder und 

Jugendliche von heute die Grenze zwischen ‘Nationalliteratur’ und ‘Weltliteratur’ , 

die aus welchen GTÜnden auch immer von Erwachsenen gezogen wurden, für 

unbedeutend und unnötig halten. Mit dieser V orwegnahme als Resultat kann man 

darauf hinweisen, daß si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bei der Auswahl der 

Lektüre keine Rolle spielt. Und es kommt auch gar nicht darauf an, aus 

welchem Land der Autor stammt. Ihnen geht es hauptsächlich um 

Bedürfniserfüllung, d.h. ’Vergnügen’, Komische und interessante Figurencharaktere 

oder vie1mehr um ’Phantasie’, ’Spannung’ oder ‘Komik’. Sie legen darauf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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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ößten Wert. 

In diesem Zusammenhang soll die bisherige Kinder- und Jugendliteratur, 

besonders diejenige, die in Korea von koreanischen Germanisten im allgemeinen 

fiir Kinder und Jugendliche geeignet gehaltene und empfohlene Literatur, nicht 

nur als Kinder- und Jugendliteratur sondern auch als Erwachsenenliteratur 

betracht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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