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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불안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위계와 사회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주체들이 

감지한 위기의식이었으며, 세기말(fin de siècle)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패전에 따른 상실감,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정치체제의 태생적인 취약성이 복합된 결과이기도 했다. 삶/죽음, 질서/

혼란, 도덕/타락, 남성/여성, 중산층/소시민 등 분명한 것처럼 보였던 

‘경계’들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술가·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위협하는 불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냈고, 그 중 하나가 표현주의 영화였다.1) 

표현주의 영화는 공화국의 불안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였다. 

그것은 첫째, 영화가 당대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매체였기 때문이다. 1920

1) 표현주의 영화란 인간 내면의 감정 상태를 여러 전위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스
크린에 투사한 영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920년대 초 독일에서 제작된 영
화들 중 초현실적 또는 비현실적인 영상효과, 테마, 캐릭터 등을 사용하고 비
선형적이며 난해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진 일군의 영화들을 지칭한다. 크라카
우어가 “곧 출현할 모든 전후영화의 전형”이라고 평한 <칼리가리 박사의 밀
실>(das Cabinet des Dr Caligari, 1919)(이하 <칼리가리>)이 대표적인 작
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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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연 평균 2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영화관은 베를린에만 약 300관이 있었으며, 하루 평균 20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이 그곳을 찾았다.2)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는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표현주의 영화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려는 의식적인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세트를 

배경으로 초현실적 캐릭터들이 출현하였고, 그들은 비논리적 플롯과 

서사구조로 움직였다.3) 이 장면들은 이중노출(double exposure), 음화

(negative) 등의 혁신적인 기법으로 촬영 및 편집되어 인간 내면의 

불안을 스크린 위에 투사하였다. 셋째, 표현주의 영화는 당대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 그것은 ‘민족적·국가적 위기 

속에서 독일의 위신(prestige)을 세우고, 잘 팔릴만한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4) 계획된 장르이자 작품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흥행을 위해서라기엔 어둡고 음울하며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독일의 영화제작자들이 가장 ‘독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정서가 바로 

불안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현주의 영화의 성공은 영화의 

수용자-관객이 그 불안에 공감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장르는 출현과 동시에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다. 가장 먼저 

여기에 주목한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는 영화가 사회현실을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영화를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였다.5) 그는 표현주의 영화를 포함한 바이마르 영화에 

체제 순응적 보수성으로 이어지는 독일인의 집단적인 두려움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으며, 이는 나치 집권의 전조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영화와 사회의 상호성에 대해 주목한 최초의 시도이며 표현주의 영화를 

다루는 모든 연구에 인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 

2) 조원옥,「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8-1933) 상업영화의 정치적 성격」, 
『역사와 경계』, Vol.58 (2006), 270쪽.

3) George Huaco, 주윤탁 역, 『영화예술의 사회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
부, 1999), 21쪽.

4) George Huaco, 같은 책, 46-47쪽.  

5) Siegfried Kracauer,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Fil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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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명하다. 책이 출간된 1947년, 전후 독일 지식인의 지상과제는 

히틀러의 집권과 그에 따른 나치의 학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크라카우어가 책의 서문에서 밝힌 ‘히틀러 이전 독일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라는 연구목적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후 

표현주의 영화 관련 사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비판적인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크라카우어 연구의 한계, 즉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지적되었다.6) 하지만 그의 관점은 아직까지도 표현주의 영화의 유력한 

분석틀을 제공한다.7) 

아이스너(Lotte Eisner)는 독일의 비정상적 상황 때문에 표현주의 영화가 

출현했다는 크라카우어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표현주의 영화가 독일 

낭만주의 사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라인하르트(Max Reinhard)의 

연극과 표현주의 예술사조가 만나서 탄생한 전통적인 예술양식이라고 

주장했다.8) 그러나 아이스너의 연구 또한 표현주의 영화의 예술사적 

측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크라카우어의 정치적 접근과 아이스너의 예술사적 

접근을 벗어난 제3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현주의 영화를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고찰한 하케(Sabine Hake)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녀에 따르면 표현주의 영화는 ⑴ 예술사조의 측면에서는 독일 

낭만주의와 괴테 문학, 표현주의 연극, 초기 멜로영화 등을 조합한 것이고, 

6) 크라카우어가 <칼리가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은 야노비츠
(Hans Janowitz)의 자서전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술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
다. 또한 1977년에 <칼리가리>의 원본 시나리오가 발견됨으로써 수정 후 시
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크라카우어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한편 쇠이네
만 같은 연구자는 크라카우어의 해석이 바이마르의 정치사를 과도하게 의식
한 거대서사이며, 이는 영화에 나타난 표현주의 양식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는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ietrich Scheunemann, 
“The Doble, the Décor, and the Framing Device: Once more on Robert 
Wiene’s The Cabinet of Dr. Caligari”, Dietrich Scheunemann ed., Ex-
pressionist Film: New Perspectives (Rochester, NY: Camden House, 
2003), pp. 125-156. 

7) David Bordwell, Kristin Thompson, Film Art: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Humanities, 2012).

8) Lotte Eisner, The Haunted Scre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1973/2008), pp. 348-354.



Homo Migrans Vol. 18(May 2018)

122

⑵ 영화사적으로는 초창기 기록영화에서 고전 무성영화로의 이행과정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⑶ 경제적으로는 국내외 시장을 위해 기획된 차별화 

상품이다.9) 하지만 하케의 연구는 정작 표현주의 영화가 ‘표현’하려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기존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은 표현주의 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며, 확인 가능한 표현주의 영화 중,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된 영화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10) 본 연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만연했던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고, 나아가 

매체와 감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문명 진보’의 반작용

신경증에 시달리는 롤로프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현실과 환각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자 의사를 찾아간다. 병원의 정원을 거닐며 둘은 

신경증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롤로프가 의사에게 병의 원인을 묻자, 

의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문명의 진보, 생존투쟁,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 부모의 죄악(die Sünden der Eltern).” 라이네르트(Robert 

Reinert)의 영화 <신경들>(Nerven, 1919)의 한 장면이다. 

“문명의 진보”가 신경증의 원인이라는 의사의 지적처럼,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유럽의 눈부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을 

출현시켰다. 운송·통신수단의 발달, 산업중심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의 

9) Sabine Hake, German National Cinema (New York: Routledge, 2008), 
pp. 26-58.; Sabine Hake, Popular Cinema of the Third Reich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2), p. 28.

10) 이는 아이스너의 표현주의 영화 분류를 따른다. 영화의 세부적인 목록은 다음
을 참조할 것. Lotte Eisner, The Haunted Screen, pp. 348-354. 목록에 포
함된 총 98편의 영화 중, 그녀가 꼽은 세 편의 ‘진정한’ 표현주의 영화는 <칼리
가리 박사의 밀실>, <아침부터 한밤까지>(Von Morgens bis Mitternachts, 
1920), <밀랍인형전시관>(Das Wachsfigurenkabinett, 19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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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확산, 부르주아적 도덕의 쇠퇴, 대중사회로의 전환 등 ‘근대화’

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변화는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불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리고 개인의 

기질, 그때그때의 기분에 불과하던 불안이 질병으로 자리매김했다.11) 

이러한 형태의 불안은 독일에서 보다 더 심각했다. 독일은 국제적 

긴장관계 속에서 서구, 특히 프랑스의 ‘문명(Civilisation)’에 대항하는 

‘문화(Kultur)’ 개념을 통해 다른 서구 국가들과 자신을 구분 지어왔다. 

‘문화’의 강조는 독일이 근대화의 측면에서 프랑스에 뒤쳐져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증하는 것이었다.12) 독일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근대화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길은 정해져있었다. 수용은 이루어졌고, 그 변화의 폭은 광범위했다. 19

세기 내내, 특히 1848년 혁명 이후부터 다방면에 걸친 변혁이 독일을 

휩쓸었다. 변화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정치적으로는 정파 간의 

각축,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대중단체의 마찰, 국가와 가톨릭교회 간의 

갈등 등이 발생했다. 경제적으로는 과잉생산 및 자본시장 과열, 농민·

지주와 기업가 간의 관세 분쟁 등이 나타났다.13) 근대화의 부작용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결국 발전을 의문시하고 부정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문화적 비관주의와 숙명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도 유기체처럼 생명의 

주기를 지니며 지금이 바로 몰락이 시작되는 전환의 시기라는 슈펭글러

(Oswald Spengler)의 주장은 당대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흰 배경에 거대한 손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림자가 배경을 쓸어내리자 

11) Peter Gay, 고유경 역, 『부르주아전』 (파주: 서해문집, 2005), 177쪽.

12) ‘문화’와 ‘문명’의 대립구도는 전쟁의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문명’에 대한 ‘문화’의 승리라고 여겨졌고, 반대로 제1차 세계대전은 
‘문명’의 승리로 생각되었다. 西川長夫, 한경구, 이목 역,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문명·국민국가』 (서울: 일조각, 2006), 157-163쪽. 

13) Otto Dann, 오인석 역, 『독일 국민과 민족주의의 역사』 (파주: 한울, 1996), 
156-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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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이 등장하고, 다시 한 번 쓸어내리자 사라진다. 로비존(Arthur 

Robison)의 <그림자들>(Schatten, 1923)에서 등장인물이 소개되는 

도입부 장면이다(도판 1). 손 그림자는 ‘운명의 손아귀(Die Hand des 

Schicksals)’라는 오랜 은유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다시 내릴 수 있는 운명의 힘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노스페라투>의 노교수는 “너무 서두르지 말게 

젊은이! 누구도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네”라고 아침인사를 

건넸다. 1923년 공화국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결말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에 깊게 사로잡혀 있었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외적인 힘’으로 운명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조종자·피조종자의 모티프로 나타난다. 독일의 

어느 소도시, 장날의 한 공연천막 안에서 나이든 신사가 관객들에게 

어떤 상자를 소개하고 있다. 상자를 열자 눈을 감은 젊은 청년이 서있다. 

노신사는 청년에게 깨어날 것을 명령한다. 청년의 얼굴이 원형의 

스포트라이트 속에 클로즈업된다. 그는 서서히 눈을 뜬다. 확대된 동공과 

비공, 그리고 살짝 벌어진 입은 그를 현실세계로 소환하는 주인의 명령과 

이를 거부하는 내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다(도판 2). 비네(Robert 

Wiene)의 <칼리가리>에서 몽유병자 체자레(Somnambulist Cesare)새

<도판 1> <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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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어 그는 두 팔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손가락을 

벌린 채 느리게 걸어 나온다.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조금의 미동도 없이 

똑바로 선 그의 자세는 인형을 보는듯하다.15) 이처럼 생기와 자유의지가 

거세된 캐릭터는 베게너(Paul Wegener)의 <골렘: 그는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Der Golem: Wie er in die Welt kam, 1920)(이하 <골렘>)16)

에도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랍비로부터 삶을 부여받은 흙인형, 

골렘이 바로 그것이다. 장작 패기에서부터 살인까지, 골렘은 조종자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다. 

몽유병자와 골렘은 절대적인 권위(조종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성은 군인을 연상시킨다. 1910년대 독일의 병사들은 

“시체와 같은 복종(Kadavergehorsam)”17)을 위한 강도 높은 제식훈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인에 대한 거부감을 마비시켜서 

전투의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려는 것이었다.18) <칼리가리>의 각본가 

야노비츠, <골렘>의 감독 베게너와 각본가 갈린(Henrik Galeen)이 

14) <칼리가리>가 영화의 고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체자레’가 몽유병자 캐릭터
의 대명사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은 체자레를 연기한 파이트(Conrad Veidt)
의 힘이 컸다. <칼리가리>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영
화잡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항상 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배우였다. <칼리가리>를 본 한 평론가는 그가 몽유병자를 연기하
기 위해 태어난 배우이며, 신체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극찬했다. Joseph Gar-
ncarz, “The Star System in Weimar Cinema”, Christian Rogowski ed., 
The Many Faces of Weimar Cinema: Rediscovering Germany’s Filmic 
Legacy (Rochester, N.Y.: Camdon House, 2010), p. 119.

15) 프로이트의 두 제자, 아브라함(Karl Abraham)과 자크스(Hanns Sachs)
가 <칼리가리>의 자문을 맡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이 특정한 
심리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보여준다. Richard McCormick, 
“Private Anxieties/Public Projections: “New Objectivity”, Male Subjec-
tivity, and Weimar Cinema”, Women in German Yearbook, Vol.10(1994), 
p. 8.

16) <골렘>은 크게 흥행하였다. 1920년 10월 베를린 개봉 당시, 우파 팔라스트 
영화관(UFA-palast am Zoo)의 1,740좌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였다. Noah 
Isenberg, “Of Monsters and Magicians: Paul Wegener’s The Golem: 
How he Came into the World”, Noah Isenberg ed., Weimar Cinema: An 
Essential Guide to Classic Films of the Era (New York: Columbia Uni-
versity Press, 2008), p. 36.

17) Neil M. Heyman, Daily life during World War Ⅰ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2002), p. 13.

18) Ibid.,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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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귀환병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화에 권위에 

복종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복종하는 인간’이 창출되었고, 그들의 복종은 전장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런데 전장에서 병사가 따라야하는 대상은 상급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운명’에 종속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포탄이라는 형태의 죽음/운명과 수시로 조우했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만약 포탄이 날아오면 몸만 

웅크릴 뿐 달리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게 어디로 가서 터질지 

나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19)는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독일 병사 보이머의 증언처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무작위성은 운명으로 이해되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가 야기한 불안의 한 증상은 권위에의 복종과 운명에 

대한 체념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중 

하나가 신분제의 실질적인 폐지였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세기말’은 

현대적 대중운동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시기였다.20) 19세기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을 인정했고, 

대중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중을 경멸해온 

보수주의자들도 중간계급의 보수화로 인해 지지층의 외연이 넓어지자 

대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세기가 바뀌고 대중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해갔다. 1919년 8월 11

일, 독일제국헌법이 반포되고 진보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했다. 

헌법에서 명문화된 남녀평등과 여성 참정권은 대중의 규모를 두 배로 

확장시켰다. 

대중이라는 추상 개념은 현실에서 ‘무리지은 사람들’, 즉 군중으로 

목격되었다. 군중은 주로 거리에 등장했고, 그들의 힘을 목격한 당대의 

지식인들은 도처에서 멸시와 두려움을 표출했다. 표현주의 영화에 

19) Erich Maria Remarque, 『서부 전선 이상 없다』 (파주: 열린책들, 2006), 
85쪽. 

20) Carl Schorske, 김병화 역, 『세기말 비엔나』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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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군중장면(mob scene)은 두 감정 모두를 보여준다. 랑(Fritz 

Lang)의 <도박사 마부제 박사>에는 여러 군중장면이 등장한다. 

증권거래소 장면에서는 요동치는 증시 때문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홀로 조용히 서있는 마부제 박사가 대비되며 군중의 어리석음이 

강조된다(도판 3). 술집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마부제 

박사는 호송중인 부하를 제거해 입막음을 하려한다. 떠들썩한 술집에서 

의자에 올라간 그는 경찰이 빈민 활동가 요하네스 구터를 체포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웅변한다(도판 4). 군중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뛰쳐나가 호송마차를 가로막고 소동을 피운다. 그 혼란을 틈타 박사는 

목적을 달성한다.21)

랑의 다른 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7)에서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노동자들의 작업교대 장면으로 시작된다. 거대한 쇠창살이 

열리고, 두 무리의 노동자들이 교차한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검은 

작업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기계적인 리듬으로 발을 맞춰 이동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군중의 획일적인 면모다.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21) “(영화감독은) 그가 속한 시대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랑은 정
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예술가·지식인이었다. Lotte Eisner, Fritz Lang (New 
York, N.Y.: Da Capo Press, 1986), p. 398. 스파르타쿠스단의 봉기가 있
던 1919년 1월, 랑은 그의 첫 영화 <잡종마>(Halbblut)를 찍고 있었다. 촬
영 첫날에 무장한 혁명가들이 그의 차를 가로막았던 일이 있었다. 후에 랑은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촬영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면 혁명보다 더한 것이 있어
야한다”며 자랑했다. Ibid., pp. 9-15. 이를 통해 부유하고 독실한 가정에서 
종교적인 경건함과 보수성을 습득하며 성장한 이력과 예술적인 것에만 관심
을 두었던 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Patrick Mcgilligan, Fritz Lang: The 
Nature of the Beas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 477.

<도판 3> <도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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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모습에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긴 어렵다(도판 5). 

영화에서 묘사되는 군중은 경멸의 대상이다. 그런데 경멸받는 대상이 

과연 불안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가? <마부제 박사>에서 범인을 

호송하는 마차를 가로막는 군중과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경찰들의 

겁먹은 모습은 공권력까지 제한할 수 있는 군중의 힘을 드러낸다.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보다 강력한 이미지로 군중의 힘을 묘사한다. 

폭동을 일으킨 지하도시의 노동자들은 압제의 상징인 발전소를 파괴하러 

간다. 발전소가 파괴되면 노동자들의 지하도시가 수몰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감독이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역부족이다. 노동자들의 

행렬이 화면 멀리 위치한 문에서 시작해 카메라 앞까지 도달하며 모든 

화면을 가득 메우는 시퀀스 샷(sequence shot)은 지하도시로 역류해오는 

물줄기를 연상시킨다(도판 6). 랑은 군중을 스스로마저 파괴하는, 인간을 

초월한 자연적 힘으로 시각화시켰다. 통제 불가능한 힘을 보유한 군중은 

따라서 불안의 대상으로 기능한다.22) 

22) 계급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심리학자 
포겔라이(Emil Vogeley)는 부르주아 또는 중산층의 계급적 자기보존 본능, 
계급 하락에 대한 공포가 ‘히스테리(Hysterie)’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ason Crouthamel, “War neurosis versus savings psychosis: Working-
class politics and psychological trauma in Weimar German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37 No.2(2002), pp. 179-180.

<도판 5>

<도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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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그림자가 촉발한 이러한 불안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더욱 

확산된다. 근대를 성취했다고 간주되었던 문명국들의 유례없는 대전쟁은 

독일인들에게 불안을 확산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 

Ⅲ. 전쟁후유증

유사한 전쟁경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은 다른 서구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개전 시기의 전쟁열병

(war fever)과 믿을 수 없는 패전 사이의 낙차, 그리고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 독일 사회는 ‘1914년의 

정신(Geist von 1914)’ 또는 ‘8월의 경험(Augusterlebnis)’이라고 

불린 전쟁옹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1914년 한 해에만 전쟁을 

예찬하는 백만 편에 가까운 시가 지어졌다.23)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전쟁의 

옹호자 중 한 명이었던 만(Thomas Mann)은 이때 “강력하고 열광적인 

국민적 결속”을 보았으며 전쟁에서 “정화이자 해방감, 하나의 희망”을 

느꼈다고 회상했다.24) 전쟁은 근대가 야기한 불안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추앙받았다.25) 하지만 패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했고, 내부로부터 붕괴했다. “우리는 우리가 로마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카르타고인이었다”는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의 회상26)

처럼, 승전보만을 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의 패배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때문에 독일인들은 패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장에서 진 것이 아니다(im Felde unbesiegt)”27)라는 슬로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후 베를린에서 열린 귀환병 환영식에서 초대 대통령 에베르트

23) Anton Kaes, Martin Jay, Edward Dimendberg ed., The Weimar Republic 
Sourcebook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4), p. 18.

24) Wolfgang Schivelbusch, The Culture of Defeat (New York: Picador, 
2001), p. 186.

25) Roger Griffin, Modernism and Fascism: The Sense of a Beginning under 
Mussolini and Hitl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0), pp. 151-
152.

26) Wolfgang Schivelbusch, The Culture of Defeat, p. 197.

27) Ib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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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rich Ebert)는 “어떤 적도 당신들을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지 

숫자와 자원의 우위를 점한 적들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은 싸움에서 

물러난 것뿐입니다”28)라고 연설했다.

한편, 19세기 말부터 이어져온 ‘내부의 적’ 담론에 근거해 배신자를 

규정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기존 담론은 극우파 또는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유포되던 것으로, 동유럽이민자, 사회주의자, 전위예술가, 급진적 

지식인 등을 적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패전 이후, ‘등 뒤에 칼을 

맞았다’는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주장에 힘입어 이른바 ‘배반의 신화

(Dolchstoßlegende)’29)가 패전을 설명하는 범국민적인 이론이 되었다.30) 

민족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던 독일 군대가 후방의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의 배신으로 패했다는, 음모론에 불과한 이 주장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첫째, 당시 독일에선 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정부와 신문이 계속 승리를 선전했고, 독일군의 퇴각·

패배와 관련된 정보는 군부가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전쟁수행능력이 바닥났음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항복을 뜻하는 

평화협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둘째, 전시에 지속되었던 유대인에 대한 

의심 또한 작용하였다. 유대인 남성들이 징병을 회피하려한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정부가 1916년 유대인 인구조사를 실시할 정도였다. 유대인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도 동료들의 의심과 무시, 증오에 시달렸다.31) 

셋째,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있었다. 제3인터내셔널 

운동이 본격화된 1918-1921년은 ‘붉은 시기(the Red Years)’라 

28) Ibid., pp. 203-204. 

29) ‘배반의 신화’는 니벨룽겐 신화에 등장하는 ‘하겐의 배신과 지크프리트의 죽
음’으로 형상화되었다. 지크프리트는 독일의 통일과정(1864-71)에서부터 이
미 제국의 상징이었기에 제국(지크프리트)의 패전(죽음)이 내부의 적(하겐)에 
의한 배신 때문이었다는 군부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다.

30) Hans-Jörg Koch, Dogma der Unzufriedenen. Die politische Wirkung 
der “Dolchstoßlegende” 1918, in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accessed http://web.archive.org/web/20050301220616/http://ifdt.
de/111299/Artikel/Koch.htm (검색일: 2018년 4월 1일)

31) Wolfgang Benz, 윤용선 역, 『유대인 이미지의 역사』 (서울: 푸른역사, 
2005), 8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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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릴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시기다.32)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배반의 신화’는 굴욕적인 강화에 반대하는 여러 출판물과 

집회들을 통해 확대·재생산되었고 결국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론적 배경 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미래전망의 파괴, 인류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가정(假定)에 대한 

불신, 나아가 이성에 대한 부정을 가져왔다.33) 사람들은 무용지물이 된 

이성의 대체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지학(theosoph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심령술과 강령회가 성행했다.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당대가 “죽음과 지옥에 완전히 사로잡혀있는 어떤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4) 브로흐에 따르면 이 시대는 생활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를 

매개해주던 고리를 잃고, 인간관계가 상실되어 각 개인이 고립된 상황, 즉 

영점상황(Nullpunkt)35)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전쟁의 유산은 표현주의 

영화 속에서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다. 스크린은 사고사, 자연사, 살인, 

자살 등 죽음의 다채로운 양상으로 가득했으며, 이는 죽음과 친숙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화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영화에서 죽음과 그에 

대한 불안은 그림자/실루엣 형상, 사신(Gevatter Tod) 캐릭터, 해골시계 

등으로 시각화되었다. 

무르나우(Friedrich Wilhelm Murnau)의 <노스페라투>는 죽음을 

그림자로 시각화한 대표적인 영화다. 흡혈귀 오를로크 백작이 자신의 

32)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영화들이 11
월 혁명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William Melnitz, “As-
pects of War and Revolution in the Theater and Film of the Weimar 
Republic”, Hollywood Quarterly, Vol.3 No.4(Summer, 1948), p. 375.

33) Robert Paxton, 손명희, 최희영 역,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서울: 교양인, 2005), 90-98쪽.

34) Broch, Hermann, 김경연 역, 『몽유병자들』 (파주: 열린책들, 2009), 462
쪽.

35) 브로흐가 말한 ‘영점상황’은 독일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를 
‘영시(零時, Stunde Null)’, 즉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
는 시기라고 부른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브로흐에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긍
정적 전망이 부재한다. 그는 나치의 득세가 점점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윤리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없는 수긍과 선동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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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아온 후터의 방에 다가가는 장면을 살펴보자. 괴물의 형상을 한 

오를로크 백작이 다가오는 것을 본 후터는 공포에 떨며 자는 척을 한다. 

그 위로 잔뜩 힘을 준 두 손을 머리위로 든, 뾰족한 귀를 지닌 흡혈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도판 7).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영화에서 수차례 

반복된다. 

이야기의 중요한 국면에서 희생자에게 접근하는 흡혈귀가 항상 그림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관객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감독은 그림자를 통해 죽음 그 자체를 시각화하려 했다. 이는 원작소설

(『드라큘라』)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원작의 중요한 규칙인 

‘흡혈귀에게 피를 빨린 자는 흡혈귀가 된다’가 영화에선 삭제되었다. 

『드라큘라』의 흡혈이 죽음을 통한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transform)

을 의미하는 반면, <노스페라투>의 흡혈은 단지 생명의 흡수를 뜻하며, 

이는 죽음으로만 귀결된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그림자는 조명을 사용해 극의 분위기를 조율한 

라인하르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다.36) “영화의 이미지는 

판화가 되어야한다”는 <칼리가리>의 세트 디자이너 바름(Herman 

36) 표현주의 영화의 감독, 영화작가, 촬영감독, 배우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막스 라인하르트와 그의 연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파울 베게
너, 콘라트 바이트, 베르너 크라우스, 에밀 야닝스 등 표현주의 영화의 주요 배
우들은 대부분 라인하르트의 극단 출신이었다. Lotte Eisner, The Haunted 
Screen, pp. 44-56. 무르나우 역시 라인하르트의 극단에서 6년간 일한 경험
이 있다. Lotte Eisner, Murnau (Londond: Secker & Warburg, 1973), pp. 
8-19.

<도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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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의 말처럼 빛/그림자를 이용한 명암대비는 표현주의 영화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37)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나 유등으로 

‘영혼의 진동’을 표현하고, 연기나 수증기 등을 사용해 빛을 산란시켜 

등장인물의 불안정한 내면을 암시하는 기술로 구현되었다. <골렘>에서 

랍비와 제자가 악마를 소환하는 장면에서는 그들의 두려움이 마법진을 

둘러싼 연기를 통해 표출된다(도판 8). 비네의 <오를라크의 손>(Orlacs 

Hände, 1924)에서는 열차사고 현장을 가득 메운 연기와 수증기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사고현장을 벗어나려는 승객, 

부상자, 그리고 구조하려는 자가 연기 속에서 뒤엉킨 모습은 불안감을 

극대화한다(도판 9). 

조명을 적게 사용하여 빛을 최소화시키는 기법도 자주 사용되었다. 

<오를라크의 손>에서 오를라크가 범죄자 네라를 만나 들어간 지하 술집의 

시퀀스는 7분 동안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 촬영되었다. 네라가 계속 빛 

안에 머무르는 반면, 오를라크는 빛과 어둠을 오가며 그의 정상과 발작 

상태를 오가는 신경증의 증상을 드러낸다(도판 10). 실루엣도 그림자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판도라의 상자>(Die Büchse der Pandora, 

1928)에서 어둠 속에서 희생자를 기다리는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실루엣은 

무고한 희생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표상하며,38) <피곤한 죽음>(Der 

Müde Tod, 1921)에서 사신은 밝은 한낮에도 실루엣으로 등장한다(도판 

11).

37) Siegfried Kracauer, From Caligari to Hitler, p. 3.

38) Lotte Eisner, The Haunted Screen, p. 131.

<도판 8> <도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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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해왔던 사신은 그림자에 비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한 은행원의 하루 여정을 따라가는 

<아침부터 한밤까지>에선 여인의 얼굴이 앙상한 해골로 변하는 환영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한 예로 거지소녀가 은행에 들어와 구걸한다. ‘운명

(Schicksal)’이라는 자막이 지나간 후, 은행원은 소녀의 얼굴이 해골로 

변하는 환영을 본다(도판 12). 은행원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위해 

위해 충동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훔쳐 달아난다. 하지만 해골의 환영은 딸, 

성매매 여성, 무도회장의 외다리 여인, 여성구세군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결국 그는 권총으로 자결한다.

<메트로폴리스>에 사신이 등장한다. 로봇 마리아와 그녀에게 매료된 

지상세계의 남성들이 사치스러운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과 지하세계 

교회의 사신조각상이 낫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장면이 평행편집(parallel 

cutting)된다(도판 13). 이후 지하도시의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켜 

지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사신은 지상세계 거주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도판 10> <도판 11>

<도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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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사신이 환각 또는 환영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피곤한 죽음>의 

사신은 육체를 지녔다. 그는 마차에 동승하고 술자리에 합석하며, 길을 

묻고 상거래를 한다. 인간과 섞여 사는 죽음이라는 설정은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전개되는 이야기 또한 죽음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있다. 낯선 외부인(사신)이 다가오고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사라진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유령의 

행렬 속에서 걸어가는 남편을 본다. 여인은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되찾기 

위해 사신을 찾아간다. 사신은 그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해골시계도 유사한 역할을 한다. <게누이네>(Genuine, 

1920)의 저택,  <노스페라투>의 오를로크 백작의 성엔 각각 해골시계가 

배치되어 있다(도판 14). 서양의 회화에서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사용되었던 (모래)시계와 두개골은, 영화에선 해골시계의 

모습으로 ‘죽음을 명심(Memento Mori)’할 것을 요구한다. 

죽음은 신체에도 새겨졌다. 전쟁이 남긴 가장 직접적인 상처는 외상화된 

<도판 13>

<도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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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한 형태인, 포탄충격(Shell shock), 즉 “참호전의 공포에 대한 

무의식의 반발인 동시에 육체적인 반작용”39)이었다. 장시간의 대기와 

육탄 돌격의 반복, 포격과 엄폐로 이루어진 참호전은 병사들이 끊임없이 

긴장/이완의 극단을 오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렸다. 

전쟁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참전세대의 훼손된 신경은 회복되지 

않았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전쟁은 대부분 은유적으로 등장하며,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쌓여있는 시체더미를 보여주는 <신경들>의 서막이 

유일하다.(도판 15). 

제1차 세계대전은 전대미문의 체험이었고, 인간 인식을 초월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기란 어려웠다. 또한 전쟁을 영화로 재현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표현주의 영화에서 전쟁은 

은유, 암시, 증상으로 나타났다. <오를라크의 손>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의 도입부, 남편의 편지를 받는 부인과 열차사고로 신체불구가 되어 

돌아온 남편은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자와 그의 부인을 

떠올리게 한다. 오를라크가 마지막 콘서트를 마치고 열차사고를 당한 

곳이 프랑스라는 점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을 상기시킨다. 사고현장은 포격 

후의 전장과 유사하다. 전후 독일에서 귀환병들을 대상으로 전쟁신경증을 

연구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병의 주요 증상은 악몽과 환영, 몸의 

마비와 경련 등이다.40) <오를라크의 손>에서 양 손을 이식받은 이후, 

39) Anton Kaes, Shell shock cinema: Weimar Culture and the Wounds of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 13.

40) Anjeana Hans, “‘These Hand Are Not My Hands’: War Trauma and 
Masculinity in Crisis in Robert Wiene’s Orlacs Hände (1924)”, Christian 
Rogowski eds., The Many Faces of Weimar Cinema, p. 77.

<도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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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라크는 환영과 가위눌림에 시달린다(도판 16).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진 그에게서 포탄충격의 증상들이 발견된다. 뻣뻣하게 굳어 굽혀지지 

않는 팔꿈치, 잔뜩 긴장된 채 경련하는 손이 여러 장면에서 반복된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설정인 ‘귀신들린 손’ 또한 ‘신체 제어능력의 상실’

이라는 맥락에서 신경증의 증상에 속한다.41) 오를라크가 방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정면의 어깨 높이로 올리고 걷는 장면에서는 손이 나머지 

신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도판 17). 그의 경악하는 얼굴은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신경증 환자의 징후를 여실히 드러낸다. 

전쟁과 폭력은 참전세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층위에 새겨진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공간에도 반영되었다. 거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거리는 불길한 얼룩으로 가득하며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집으로 둘러싸여 있다. <칼리가리>의 거리 세트에서 땅에서 수직으로 

솟은 조형물은 전무하다. 모든 건물의 외곽선은 비스듬히 휘어있으며, 

도로는 굽어있다(도판 18). 

41) 동시대인들은 이 영화를 단순히 공포이야기로 받아들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
귀신들린 손’을 프랑켄슈타인적인 ‘혼종신체(hybrid body)에서 비롯된 ‘귀신
들림(possession)’의 모티프로 해석했다. Ibid., p. 104.

<도판 16> <도판 17>

<도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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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 마부제 박사>에는 가두전투가 등장한다.42) 마부제 박사의 

정체를 밝혀낸 검사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박사의 저택에 진입을 

시도하고, 마부제 일당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맞선다. 이윽고 총격전이 

시작되고 거센 저항에 군대까지 투입된다. 거리에 떠다니는 탄연과 

쓰러진 시체들은 영화의 주 관객층인 대도시의 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베를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짧은 

역사 내내 베를린의 거리 곳곳에서 정치세력들의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거리마다 정당들의 깃발이 내걸렸고, 타 정당 지지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린치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스파르타쿠스 단원과 수정주의자들 사이의 싸움”43)을 그린 장면이라는 

폼머의 증언도 있다. 거리는 도시의 거주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사회가 폭력에 감염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전쟁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바이마르 

체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은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한 경제적 

위기들이었다.

Ⅳ. 누적된 경제위기

힘겹게 출범한 공화국은 기근, 실업, 인플레이션, 테러, 외세의 간섭, 정치적 

분쟁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이 중 가장 넓은 영역에 개입하여 

체제의 안정성과 개인의 생존 모두를 위협한 것은 경제적 문제들이었다. 

전쟁, 그리고 패배가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가난이었다. 1914

년부터 1924년까지 독일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고,44) 1919년의 

42) 랑이 미국에서 연출한 후기 작품들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범죄영화에서
도 마찬가지다. Ellen Luton, “Fritz Lang: A “Dark Mirror”to Germany and 
America”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Georgia, 2003), p. 14.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독일에서 연출한 영화들에 묘사된 적나라한 폭력행위
들은 공화국의 일상에 만연해있던 사회적 폭력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43) ‘폼머와의 인터뷰’. George Huaco, 『영화예술의 사회학』, 59쪽.

44) Detlev J. K. Peukert, The Weimar Republic: The Crisis of Classical 
Modernity, trans. Richard Deveson (New York: Hill and Wang, 199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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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력은 1913년의 38퍼센트에 불과했다.45) 이 상황에서 공화국 정부는 

1,320억 금마르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했으며, 

다수의 전상자, 전쟁미망인, 전쟁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했다. 때문에 

정부는 물가의 안정화, 생활보조 등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정상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1922년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통화가치의 하락이 루르 강점을 거치며 극에 달하자 도시 거주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았다. 

경제적인 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광범위한 불안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표현주의 영화에선 

경제적 문제와 그에 따른 불안의 양상이 제한적으로만 발견된다. 이는 표현주의 

영화의 제작 집단의 대부분이 잘 교육받았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46) 영화에 빈민이나 노동자, 

소시민이 등장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며, 이들이 주인공인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을 추적할 수 있는 몇 편의 영화와 

장면들이 있다. 한 예로 경제적 이유로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 팝스트(Georg 

Wilhelm Papst)의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심각한 물자부족과 궁핍은 

<기쁨 없는 골목길>(Die Feudlose Gasse, 1925)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 정육점 

앞에서 밤새도록 줄서있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 카바레의 댄서로 전락한 여성, 

통조림을 훔치는 아이 등으로 표현되었다. 가난과 굶주림은 단지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인성까지 파괴한다. 상이군인은 딸에게 음식을 구해오라며 소리 

지르고, 은퇴한 공무원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빈민으로 전락한다.47) 

45)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의 도움을 받아 1922년까지 계속 상승하지만(1920년 
55%; 1921년 66%; 1922년 72%) 1923년의 위기로 인해 다시 45%로 급락
한다. 이후 다시 상승하고, 상승세는 대공황 전까지 계속되었다. Ibid., p. 120.

46) 휴아코에 따르면 표현주의 영화의 감독들은 주로 좋은 집안, 부유한 아버지를 
둔 중·상류층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교
육받았다. 그는 표현주의 영화의 보수성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한다. 
George Huaco, 『영화예술의 사회학』, 109-113쪽.

47)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가 1920년대 초에 겪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그린 것이
다. 하지만 독일의 영화사에서 독일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최초로 개봉한 곳 
역시 독일이다. 영화가 개봉한 후, 사민당의 공식 신문인 <전진>(Vorwärts)
에 실린 영화평은 독일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며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경
험을 떠올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로 경험한 이 사건(인
플레이션)에 아직도 너무 가까이 서있으며, ······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
다. Sandra G Frieden et al. ed., Gender and German Cinema: Feminist 
Interventions (Providence: Berg, 1993), pp. 43-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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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라크의 손>에서 피아니스트 오를라크는 사고 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자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진다. 

결국 그는 아내의 종용으로 절연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 이와 

같은 전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터 게이가 바이마르 문화의 핵심을 

기성세대에 대한 참전세대의 오이디푸스 증후군으로 본 것처럼, 이 시기의 

세대 간 불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48) 따라서 오를라크가 아들의 불행, 

심지어 죽음까지 바라는 아버지49)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세대 간 

불화를 능가할 정도로 궁핍의 괴로움이 강력했음을 보여준다. 

가난은 주로 실직으로 시작되었다. 실업률에 대한 통계조사가 시작된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까지 실업률은 평균 8퍼센트 이하에 

머물렀다. 하지만 프랑스의 루르 점령에 맞선 독일의 ‘수동적 저항’ 이후 

10퍼센트를 돌파한다. 이어 대공황 시기, 30퍼센트로 정점에 달하기까지 

꾸준히 상승한 실업률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50) 전시의 굶주림이 채 잊히지 않은 상황,51) 봉급생활자들이 

저축 대부분을 투자한 전쟁국채가 종잇조각이 된 현실에서 직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실업률을 상승시킨 원인 중 하나는 1924년부터 

48) Peter Gay, 조한욱 역, 『바이마르 문화: 국외자들의 내부』 (서울: 탐구당, 
1983), 189-197쪽.

49) 한스(Anjeana Hans)의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는 고딕스타일의 가구에 턱을 
곧추세우고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1920년
대의 고통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 파악된다. 고압적, 권위적, 악의
적인 아버지와의 갈등은 전쟁 전 독일의 표현주의 문학에서 널리 사용되던 
주제였으며 전후 환경에서 ‘전쟁책임’이라는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Anjeana Hans, The Many Faces of Weimar Cinema, p. 105.

50) Peukert, The Weimar Republic, pp. 118-124.

51) 전시의 극심한 굶주림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다. 전쟁 내내 독일은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인한 식량난에 시달렸다. 사람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1915년 10월 14-17일 동안 베를린 시내에서 무려 42회에 달하는 폭동이 일
어났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버터를 달라는 것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커피를 대신하는 볶은 무 잎 등의 수많은 대용식품이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다. 식량의 공급은 계속 악화되어 배급제가 실시됐지만 그 배급
량은 턱없이 적었다. 공공식당이 등장했지만 할당된 인원의 삼할 가량만 수
용 가능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18년 6월 베를린의 1인당 식량 배급은 
일주일에 감자 약 450g에 불과했다. Belinda Davis, Home Fires Burning: 
Food, Politics, and Everyday Life in World War I Berlin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 80-88, 155, 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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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공장의 구조조정이었다. <메트로폴리스>의 주요 

설정 중 하나인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와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은 8년 전 이미 <알골. 힘의 비극>(Algol. Tragödie der Macht, 

1920)(이하 <알골>)에서 묘사된 바 있다. 석탄광산의 광부 로베르트에게 

알골 성(星)의 외계인이 나타나 전파를 이용한 영구동력기관을 전달한다. 

무한한 에너지원을 소유하게 된 그는 부와 권력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이라 칭한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은 실업자가 되고, 광산은 

폐쇄된다. 직업을 잃은 광부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다. 

실업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영화에 묘사될 정도로 극심했던 까닭은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공화국에서 

재취업의 기회는 드물었고,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쟁 이전 독일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전쟁 이전 독일의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했으며,52) 당시의 독일인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복지정책을 누리고 

있었다. 1880년대에 입법된 사회보험법53)은 비록 그 목적이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켜 노동자들을 

제국의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주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정책이 지닌 사각지대는 

노동자집단의 자율적 부조와 교회의 전통적인 자선활동이 보완해주었다. 

비교적 잘 기능하던 복지구조가 무너진 것은 전쟁이 시작되면서였다. 

전쟁기간 전사한 군인의 숫자만 약 120만 명에 달했으며, 70만 명가량의 

군인이 부상으로 강제퇴역 당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남성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54) 그러나 상이군인과 유가족은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만을 받았고, 국가는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복지의 

52) Gerald D Feldman, “Industrialists, Bankers, and the Problem of Unem-
ployment in the Weimar Republic”, Central European History, Vol.25 
No.1(1992), p. 79.

53) 1883년의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을 시작으로 1884년에는 산재보
험(Unfallversicherung)이, 1889년에는 노령 및 상해보험(Alters-und In-
validenversicherung)이 각각 입법되었다. 

54) 박상욱, 「협력과 동원의 사각지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희생자 복지문
제」, 『독일연구』, 제26호(2013),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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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설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했지만 재정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하였다.55)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런 상황에서 세워졌다. 

전상자 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막대한 금액의 전쟁배상금이 

추가되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추구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 ‘학교와 교회의 분리’였다. 복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교회의 역할을 제한한 것이다.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하고 

사회복지국가를 표방한 공화국에서 복지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에베르트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의 

다수가 빌헬름제국의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약했던 인물들56)이었던 만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실질적인 복지는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전상자 연금의 지급액수가 줄어들었고 실업급여의 대상자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57) 

실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적 

몰락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서적 자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신분제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의 지위를 증명하는 주요 지표가 직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무르나우의 <마지막 

남자>(Der Letzte Mann, 1924)에서 주인공은 나이든 호텔 도어맨이다. 

수시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수염을 정리하며,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은 그가 자신의 외양과 직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판 19). 

곧게 편 허리, 이웃들의 인사에 웃음과 경례로 답하는 모습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자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드러낸다(도판 20). 

그의 여유와 안정은 제복으로 상징되는 그의 직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55) 박상욱, 같은 논문, 41-49쪽

56) 공화국 수상을 역임한 바우어(Gustav Bauer)를 비롯해 비셀(Rudolf Wissel), 
슈미트(Robert Schmidt), 브라운(Otto Braun), 크리스쳔 슈토크(Christian 
Stock) 등이 있다. 신명훈, 「빌헬름제국의 복지정책과 노동운동」, 『독일연
구』, 제25호 (2013), 56-57쪽.

57) 실업보험법(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svermit-
tlung unt Areitslosenversicherung)은 1923년에 기본 법규가 제정되었고 
1927년 10월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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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소한 우연으로 그는 몰락한다. 벨 보이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옮긴 후,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본 지배인이 그를 화장실 관리인으로 

전출시킨 것이다. 제복을 반납한 후 그는 순식간에 늙어버린다(도판 21). 

도둑질을 감행하면서까지 제복을 되찾아오지만, 화장실 관리인이라는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훔친 제복을 들고 호텔을 떠나는 그는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호텔의 환영을 본다(도판 22). 그의 불행이 이웃들에게 

알려지자, 그가 받던 존경은 조롱으로 대체된다(도판 23). 훔친 제복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어둠 속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매우 

비참해 보인다(도판 24).  

<도판 19> <도판 20>

<도판 21> <도판 22>

<도판 23> <도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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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몰락은 부자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도박사 

마부제 박사>의 ‘증권거래소’ 장면은 교육받고 부유한 사람들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거래소는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다. 차려 입은 옷에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다(도판 

25). 네덜란드-스위스 간의 무역계약서를 강탈한 마부제 박사가 이를 

이용해 증시를 급락, 급등시킴으로써 막대한 매매차익을 취한다. 증시의 

하락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증시판의 숫자와 교차한다. 

넋이 나간 사람, 땀을 비 오듯 흘리는 사람, 분에 못 이겨 주먹질을 하는 

사람. 모피 목도리를 걸친 한 노신사는 체면도 잊은 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다(도판 26). 

타국의 무역서류 한 장이 자국의 주식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제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발행된 화폐의 인플레이션 등에서 촉발한 화폐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복한 사람들도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편 바이마르 공화국은 현대적 소비주의 문화로 이행하고 

있었다.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는 또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했다. 

<도판 25> <도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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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락하는 여성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성(性)담론이 만개했다. “성 과학자들의 강연에 

1천 명 이상의 청중이 운집하며, 성 관련 대중 서적이 서점에 넘쳐나고, 

성적 소수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일”58)은 1920년대 이전엔 찾아 볼 수 없었다. 물론 ‘세기말’

의 청년운동과 데카당스(Décadence) 예술이 인간 육체의 재발견을 

추구했던 사실이 있지만,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진 못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타난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억압적인 성 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전통적인 성 규범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섹스와 젠더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폭넓게 수용되는 상황은 성도덕의 담지자였던 

남성들에게 특히나 위협적이었다.  ‘남성은 사회에 여성은 가정에’

라는 공식이 파괴되고 있었고, 여성문제는 베르사유 조약 다음으로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다.59)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 된 계기는 

전쟁이었다. 남성들이 전장으로 떠난 후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력을 

여성이 충당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600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사회로 복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한 

여성들을 보고 직업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성별 간의 

“직업전쟁”이 발발했고,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내몰렸다.60) 이로써 

성역할의 변동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영역분리의 

핵심인 결혼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다시 요동쳤다. 가장 

큰 문제는 결혼할 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120만 여명의 전사자들 

중 다수가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성이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컸다. 그 

때문에 중산층 의 예금이 무가치해졌고, 아버지가 딸의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 여성을 사회로 내몰았다.61) 1920년대 말 독일 임금 

58) 김학이, 「성(性) 만드는 사람들: 마그누스 히르쉬펠트와 베를린 성과학 연구
소, 1896~1933」, 『서양사론』, 193호(2009), 154쪽.

59) Claudia Koonz, Mothers in the Fatherland: Women, the Family and Nazi 
Politics (London: Routledge, 1987), p. 30.

60) Ibid., pp. 25-26.

61) Ibid.,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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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르렀다.62) 

사회로 나간 여성들은 “신여성(Neue Frau)”이라고 불리며, 불안의 새로운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신여성은 직업적 

경쟁자, 가정/사회의 구분을 파괴하는 여성,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을 

지칭했다. 1929년에 이르러도 신여성이라 불릴 수 있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지만,63) 그에 대한 불안은 강력했다. 신여성이 여성의 이상적 

이미지, 즉 순종적이고 정숙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관점에서 신여성의 등장은 여성이 루이제 여왕(Queen Luise)

에서 판도라(Pandora)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빌헬름 3

세의 부인 루이제 여왕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여성이었으며64) 

정숙함, 경건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가족과 전통의 수호자였다.65) 

그리고 루이제 여왕의 반대편에는 판도라(Pandora),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힘을 모아 만든 최초의 여인이 위치했다. 팝스트의 <판도라의 

상자>에 등장하는 룰루는 신여성의 부정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카페와 

카바레에서 성장하여 기존의 성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그녀는 남성들의 

사랑을 통해서만 삶을 실감하는 여성이다. 모든 남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그녀에게 매료되고, 파멸한다. 결국 

그녀의 맹목적인 욕망은 자신마저도 파국으로 몰고 간다.

판도라 캐릭터는 여러 표현주의 영화에 등장했다. <게누이네>에서 

남성을 조종해 살인을 시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하는 게누이네의 

주술과도 같은 매력, <메트로폴리스>에서 지하세계의 노동자들이 

62) Ibid., p. 45.

63) Ibid., p. 45.

64) George Mosse,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근대 
유럽에서의 고결함과 비정상적 섹슈얼리티』 (서울: 소명, 2004), 167-171쪽.

65) 표현주의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여성인물 중 루이제 여왕과 가장 유사한 인물
은 <노스페라투>의 엘렌일 것이다. 엘렌은 여행을 떠난 남편의 안위를 항상 
걱정하는 모습, 가정에서 내조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결정적으로 그
녀는 가족과 마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켜 흡혈귀를 물리친다. 엘렌의 이
상적 여성상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Richard  McCormick, 
“From “Caligari” to Dietrich: Sexual, Social, and Cinematic Discourses 
in Weimar Film”, Signs, Vol.18 No.3(1993), pp. 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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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을 파괴하도록 사주하는 로봇 마리아, <포겔외트 성>(Schloß 

Vogelöd, 1921)에서 남편 살해를 교사하는 남작부인 등이 해당된다. 

미모와 영리함이 돋보이는 여성들이 스크린에 악역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는가? 아마도 이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남성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력에 대한 당대 남성들의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의 해소를 위한 

‘가상적 살해(imaginary murder)’의 표현일 것이다. 스크린 안에서, 서사 

속에서 방종한 여성을 파멸시킴으로써 성도덕을 재확립하고 젠더 경계를 

재설정하려고 한 것이다. 가정을 벗어난 여성은 성적으로 방종하며, 

사회와 국가를 타락시키는 존재라는 생각이 당시 남성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혼전순결’의 규범이 사라진 현실이 이 견해를 뒷받침했다. 

당시 젊은 여성들이 순결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혼이 어려워지자 여성이 순결을 유지할 이유 

또한 사라졌다. 많은 여성이 더 이상 처녀성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66) 

이러한 상황은 성도덕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불러왔다. 많은 매체가 

성적 욕망을 절제하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표현주의 영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자들>의 주요 설정은 부정한 귀족부인과 그녀에게 

매혹된 남성들,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고뇌하는 남편이다. 이들의 성적 

욕망은 그림자를 통해 가시화된다(도판 27). 그리고 이 욕망은 부도덕한 

것이다. 파티에 들른 그림자술사가 보여주는 환상, 참석자들이 모두 

시체 또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결말은 성적 욕망을 절제하라는 교훈을 

이끌어낸다. 

66) Claudia Koonz, Mothers in the Fatherland, p. 40.

<도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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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트의 <알라우네>도 마찬가지다. 저명한 유전학자 야콥 교수는 

사형수의 정자를 여성의 몸에 착상시키는 실험을 하고, 그 결과물로 

알라우네가 태어난다. 교수는 그녀를 수녀원 부속 기숙학교로 보낸다. 

타락한 인간의 유전형질이 후천적으로 교화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녀는 방종만을 일삼다가 한 청년을 꾀어 달아난다. 

이후 교수는 서커스단에 합류한 그녀를 찾아내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시작한다. 교수의 엄격한 훈육 아래 그녀는 정숙한 여성이 되어가지만, 

자신의 출생 비밀이 담겨 있는 교수의 연구일지를 발견한 후 복수를 

다짐한다.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매료된 교수는 

재산과 평판 모두를 상실한다. 감독은 알라우네를 ‘미치광이 과학자

(mad scientist)’의 희생자로 그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녀는 

미신과 과학의 결합으로 탄생한 인공생명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왜곡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은 그녀가 지닌 성적 갈망을 비자연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것으로 치부하게 한다. 이는 알라우네가 담배를 물고 

연기를 뿜어내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과도 연결된다(도판 28). 

파노프스키에 따르면 무성영화는 영화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에게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즉 자막과 도상학(iconography)을 

도입했다. 자막은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도상학은 

관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능했다. 

즉 “표준화된 외모, 행동, 속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잘 기억할 수 

있는 유형이 생겨”난 것이다.67) 검은 수염과 지팡이가 악당을 뜻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담배의 조합은 전통적인 가치와 성도덕을 거부하는 

부정한 여인을 연상시켰다. 또한 끝없이 뿜어져 나오며 빛을 교란하는 

담배연기는 태생적 결함에서 비롯된 그녀의 불안정한 내면, 즉 스스로를 

태우는 욕망을 드러내는 시각효과로 사용되었다.

67) Erwin Panofsky, 이윤영 편역, 「영화에서 양식과 매체(1934/1947)」, 
『사유 속의 영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90-91쪽.

<도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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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주의 영화에서 그려진 여성의 성적인 자유분방함은 단지 개인적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고삐 풀린 성은 사회를 위협하며 민족과 

국가를 타락시킨다고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도시의 거리들엔 성매매가 

만연했고, 성병이 전국에서 유행했다. 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은 

섹스산업의 사업의 중심지이자 지방으로의 중계기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적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것은 항상 여성이었다. 

1926년 베를린에만 10만여 명의 성매매 여성이 존재했다.68) 1925

년의 인구조사에서 베를린의 총 인구는 4,013,588명, 그 중 여성의 

숫자는 2,168,690명이었다.69) 베를린 여성의 5퍼센트 정도가 성매매 

사업에 종사했던 것이다. 또한 1920년대 연평균 650명가량이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75퍼센트 이상이 여성이었다.70) 

뿐만 아니라 성매매라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적대감은 단지 그것이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의 몸을 생산수단으로 삼아 재화를 

획득하면서, 남성의 지배력 바깥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71)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바이마르 시기 성담론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성적 불안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Thomas Wehrling, “Die Verhurung Berlins”, Das Tage-Buch Ⅰ, in An-
ton Kaes, Martin Jay, and Edward Dimendberg ed., The Weimar Repub-
lic Sourcebook, p. 718.

69)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Vol.1927. https://www.
digizeitschriften.de/en/dms/img/?PPN=PPN514401303_1926&DMDID=
dmdlog7 (검색일: 2018년 4월 1일)

70) Lutz Sauerteig, “’The Fatherland is in danger, save the Fatherland!’: 
Venereal Disease, Sexuality and Gender in Imperial and Weimar Ger-
many” in  Roger Davidson, Lesley A. Hall ed., Sex, Sin and Suffering: 
Venereal Disease and European Society since 1870 (Abingdon: Rout-
ledge, 2003), pp. 76-85.

71) 이 시기의 회화에선 무기력한 남성과 능력 있는 여성을 대비시키는 이미지
들이 자주 관찰된다. 오토 딕스의 <대도시 삼연화>(Triptychon Großstadt, 
1928)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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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표현주의 영화에 ‘표현’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현대적 형태의 불안이었다. 문명의 급격한 진보와 그 부작용에서 

비롯된 그 새로운 불안이 미증유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증폭되었다. 여기에 패전의 충격과 신생 공화국의 정치·사회적 무질서가 

더해져 불안은 점차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나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표현주의 영화 장르에서 나타난 ‘불안의 시각화’는 어떤 

기능, 역할을 수행했는가? 표현주의 영화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독일인들의 불안을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외상(cultural 

trauma)’을 구성해냈다.72) 이러한 구성은 특히 불안의 원인, 즉 외상의 

가해자를 형상화하는데 집중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민족 내부의 

배신자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외부의 적대자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이라는 상상된 집단적 신념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는 복수를 부르짖는 피해를 

중심으로 구성”73)되기 때문이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문화적 외상의 

가해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외부의 적대자, 갑작스럽게 

등장해 공동체를 위협하는 침입자와 내부의 배신자,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들이 바로 그것이다.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 베게너의 〈골렘〉은 두 작품 모두 

독일민족을 위협하는 민족의 적 유대인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민족적 

감정을 강화한다. 〈노스페라투〉에선 루마니아의 흡혈귀가 브레멘 

항구에 도착하자 쥐와 페스트가 창궐한다. 쥐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을 

멸시하는 비유로 사용되었다는 점, 당시 많은 유대인이 루마니아에서 

독일로 유입되었다는 점 등은 영화에 내재된 배타적 민족주의를 명료하게 

72)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는 문화적 외상을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
신들의 집단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 미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
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고 여겨질 때 발생하는”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외
상이라 표현되는 충격과 공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사후적
으로 구성된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Jeffrey Alexander, 이윤희 역, 『사
회적 삶의 의미』 (파주: 한울, 2007), 197쪽.

73) Jeffrey Alexander, 같은 책,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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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골렘〉은 더욱 노골적이다. 유대민족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선 죄 없는 독일인들이 유대인의 마술로 

깨어난 진흙인형의 폭력에 희생된다. 유대인들은 마술을 사용하는 

비이성적(그렇지만 계몽된 독일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을 

지닌) 존재, 게토에 모여 사는 반사회적 존재로 묘사된다. 

표현주의 영화의 민족주의적 메시지는 이후 민족의 ‘혈통적 우월함’ 

관념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로 연결된다. 바로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상 경험은 집단에 가해진 고통스러운 피해를 

규정하고 희생자를 확인하며, 책임을 귀속시키고, 관념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할당하는 사회학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74)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외상이 만들어낸 가해자의 형상은 사회적으로 희생자의식

(victimhood)을 형성시켰으며, 이를 통해 불안의 원인을 특정하고, 

불안의 과잉을 제어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잘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확산된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불안감이 보다 항구적인 안정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구심력점이 되어줄 권위 있는 존재 또한 

요청되었다. 표현주의 영화에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 불굴의 의지로 

악에 맞서 싸우는 존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불안의 

심리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열망은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을 

회복시켜줄 대리자를 상상하게 했다. 같은 시기, 위대한 지도자의 역사적 

표상인 ‘프리드리히 대왕(Fridericus rex) 영화’ 장르가 엄청난 흥행을 

이룬 것도 동일한 이유였다.75)  

이러한 의식적, 무의식적 열망을 표현주의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소멸의 위기라는 맥락,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칼리가리〉

는 민족의 위기를 치유할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그리는 영화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영화의 원본 시나리오는 “권능을 지닌 인물인 

칼리가리 박사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즉 권위를 광기로 환원시킴으로써 

74) Jeffrey Alexander, 같은 책, 228쪽.

75) 고유경, 「바이마르 시기의 민족주의 영화에 재현된 프리드리히 신화: ‘Frid-
ericus rex 영화’를 중심으로」,『역사교육』, Vol.107(2008), 224-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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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76) 하지만 제작자와 감독이 모든 이야기가 

정신병자의 환상이고, 칼리가리 박사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서사를 뒤집어 버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변경된 

서사는 현재 독일인들이 모두 꿈꾸는 몽유병자 체자레들이며, 이러한 

환상을 부수고 독일민족의 눈을 뜨게 할 영도자 칼리가리를 기다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적 본능과 힘 그 자체에 대한 숭배가 정치적 견해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심지어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도 일반 독일인에게 

더 깊이 뿌리내린 듯”77) 하다는 당대 영화평론가의 발언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표현주의 영화엔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적 불안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 그리고 구원자를 은유하는 캐릭터로, 

함의하는 서사로 표현되었다. 다시 크라카우어의 주장으로 돌아가, 이는 

다가올 나치의 인종주의를 예비하는 전조였다. 

짧지만 빛났던 전성기가 지나고 1928년을 기점으로 표현주의 영화 

장르는 급격하게 쇠퇴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불안의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거대한 위기,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vernei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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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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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안을 눈으로 보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표현주의 영화

조 훈 상

표현주의 영화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특징적인 문화양식이다. 이 

영화장르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둘 다 인정받았으며, ‘가장 독일적인 

영화’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흥행했다. 그런데 표현주의 영화는 온갖 

기괴한 캐릭터와 사건으로 가득했으며,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세트장의 

디자인까지도 그 전까진 찾아보기 힘든 난해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당대의 사회적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급격한 사회변화, 세계대전과 패전, 경제적 위기, 성도덕의 

위기 등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와 같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적 불안은 여러 매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정서 또는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였던 

표현주의 영화는 불안이 시각화되는 방식은 물론, 시각화된 불안까지도 

가장 잘 보여주는 양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인들이 

느꼈던 불안을 표현주의 영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영화의 서사구조, 

이야기, 촬영 및 편집 기법, 조명의 사용, 배우들의 연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상징, 양상들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조성된 불안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리고 나아가 매체와 감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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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y saw their anxieties with their own eyes

- Social Anxieties of the Weimar Republic 

and the Expressionist Films - 

Cho, Hunsang

The expressionist film is a characteristic cultural style of the 

Weimar Republic. This film genre has been recognized both for its 

artistry and popularity. It also has been exported to the world as a 

leading German film. Expressionist films, however, were filled with 

all kinds of bizarre characters and events. The unique camerawork 

and set design were hard to find until then. All of these seem to 

reflect social anxieties of the time. The Weimar Republic that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as affected by massive 

anxieties across the entire society. Rapid social changes, the Great 

war and defeats, economic emergencies, and the crisis of sexual 

morality have all contributed to these social anxieties. These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flected in various media, and the most 

popular medium was the film at that time. The expressionist film, 

especially, which was an attempt to visualize human emotion or 

inner world, is the best way to show visualized anxiety as well as 

how anxiety is visualized.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the anxieties in German during 

the period of the Weimar Republic through an analysis of Weimar 

expressionist film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d on the symbols 

and appearances of anxiety in various aspects such as narrative 

structure, plot, shooting and editing technique of film, use of 

lighting, and acting of actors in film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nxieties of Weimar Republic and offers 

a new perspective on the interactions between media and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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