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로 살펴본 독일 연극과 공연예술의 현황*
18)

홍 진 호 (서울대)

Ⅰ. 들어가는 말

2015년에 발간된 독일공연 회 Deutsche Bühnenverein의 공연통계 2013/ 

2014 Theaterstatistik 2013/20141) 서문에서 회장인 롤  볼빈 Rolf Bolwin

은 2013/14 시즌 독일 공연 술의 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성공 인 결산! 다른 말로는 2013/14 공연 술 통계의 결과를 표 할 수 없다. 

객이 늘었고, 련 종사자 수도 늘었으며, 공공 지원도 늘어났고, 공연 수와 자체 

수입도 늘었다. 이 수치들에는 문화정책의 트 드가 드러나며, 이러한 트 드로부

터 그 이면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역  기  자치단체

들이 극장과 오 스트라가 자신들의 도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완 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객들 역시 문화시설이 그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말이다(DB 2015, 5).2) 

* 이 글은 2016년 2월 23일, 24일에 개최된 서울 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의 제 9회 관

악블록세미나 “독일의 공연예술: 독일 공연예술의 현재와 포스트드라마의 이해”에서 발

표된 내용을 보충⋅정리한 것이다.
1) Deutscher Bühnenverein(Hrsg.), Theaterstatistik 2013/2014, 49. Heft, Köln 2015. 독일공

연협회는 1967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지난 시즌의 공연예술 통계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

다.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DB 2015”로 표기한다.
2) “Eine Erfolgsbilanz! Anders kann man das Ergebnis der Theaterstatistik 2013/2014 nicht 

bezeichnen. Mehr Zuschauer, mehr Mitarbeiter, steigende öffentliche Zuschüsse, mehr 
Vorstellungen und höhere Eigeneinnahmen. Es zeigt sich an diesen Zahlen ein 
kulturpolitischer Trend, der auch jenseits davon auszumachen ist: Die Länder und ihre 
Kommunen sind sich weitgehend der Bedeutung der Theater und Orchester für die 
Städte ebenso bewusst, wie die Zuschauer wissen, dass Kultureinrichtungen ein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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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성취감과 자신감의 직설 인 표 , 그리고 정 인 수치의 변화가 

공연 술에 한 과 (지방)정부의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

은 2013/14 시즌에 한 이들의 평가가 단순히 한 시즌 동안 이 진 각종 수

치의 정 인 변화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 지난 수년간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독일 공연 술의 정 인 발  추세

가 실제로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성장이 

롤  볼빈으로 하여  독일 공연 술의 발 이 사회⋅문화  토 를 기반으

로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3)

본고에서는 이처럼 지속 으로 성장해가며 독일 문화의 요한 축을 이루

고 있는 독일 공연 술의 황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독일 공연

술의 사회⋅경제⋅문화  조건들을 개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연극 단체 

 시설의 황을, 세 번째 부분에서는 독일 연극의 퍼토리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 공연 술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해, 

 한국 공연 술  연극의 과제에 해 알아보기 해 국내 공연 술 통계

와의 비교도 이 질 것이다. 

Ⅱ. 독일 공연예술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조건

Ⅱ.1. 공연 술 시장 규모 ( 객수)

2013/14시즌 독일 공연 술의 연간 객 수는 총 34,276,768명이었다. 이

ihrer Lebensqualität sind.”
3) 롤프 볼빈은 2011/12 시즌의 통계집 서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통계를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가치와 공공지원의 당

위성에 해 역설하고 있다. Vgl. Deutscher Bühnenverein(Hrsg.), Theaterstatistik 2011/ 
2012. Deutschland, Österreich, Schweiz, 47. Heft, Köln 2015,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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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연(오 스트라 제외)의 객 수는 20,973,949명이었고(Vgl. DB 

2015, 257), 민간 공연(오 스트라 제외)의 객수는 8,048,425명(Vgl. DB 

2015, 264), 오 스트라 공연의 객 수는 5,254,394명으로(Vgl. DB 2015, 

263) 공공 공연장을 찾는 객이 민간 공연장을 찾는 객에 비해 하게 

많았다. 뒤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는 독일의 공연 술이 민간 공연단체 

보다는 공공 공연단체를 심으로 이 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 다. 

총 20,973,949명의 공공 공연 객 수를 공연 분야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Vgl. DB 2015, 757).

공연유형 객 수 비율 비고

연극 5,333,163 25.43% 연극 체의 객수는 8,238,377
명으로 체 공연 객의 39.28%아동극 2,905,214 13.85%

오페라 3,985,642 19.00%

무용 1,680,573 8.01%

콘서트 1,662,962 7.93%

뮤지컬 1,522,998 7.26%

오페 타 526,772 2.51%

인형극 241,902 1.15%

기타 공연 1,275,827 6.08% 캬바 , 낭송회 등

청 공연 1,838,896 8.77% 외부에서 이 진 청 공연

총계 20,973,949 100%

표 1. 독일 공연유형별 객 수  체 객 수에 한 비율 (공공 공연)

한국 공연 술의 객 수를 독일 공연 술의 객 수와 비교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독일공연 술 통계에는 상업 뮤지컬의 객 수가 빠져있으며, 민간 

공연의 통계가 상세하게 잡 있지 않고. 공연 분류도 부분 으로 상이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할 국내 객 수와의 비교는 략 인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업뮤지컬이 포함된 2014년 국내 공연의 총 객 수는 39,656,56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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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 공연 객 수는 20,621,073명, 민간 공연 객 수는 19,035,487명

이었다.4) 이 수치를 독일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우선 에 띄는 것은 한국 

공연 시장의 규모가–최소한 객의 규모 면에서–독일의 공연 시장과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상업 뮤지컬 객을 약 500만명이라고 가정하

면,5) 총 객의 수는 한국과 비슷한 3천9백만 명 정도가 된다. 약 3천만의 

인구 차이6)를 고려하면 한국의 공연 술 객은 상 으로 매우 많은 것이

라 할 수 있다. 에 띄는  다른 사실은 체 객  민간 공연 객의 비

율이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상업 뮤지컬을 포함하

더라도 공공 공연 객의 수가 민간 공연 객의 수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반해, 국내의 경우 공공 공연의 객 수와 민간 공연 객의 수에 큰 차이

가 없다. 국내 민간 공연이 두산아트센터나 LG아트센터 등 몇몇 공연단체들

을 제외하고는 부분 소규모의 공연단체에 의해 이 진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이는 한국의 공연 술에서 자생 인 소규모 민간 공연단체의 역할과 비

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민간 공연단체가 창작의 요한 축

을 형성하고,  많은 객들이 이들의 공연을 람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공연 술계가 자생 이고 자율 인 창작과 감상의 토 를 갖추고 있

다는 것을 뜻한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국 공연 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인 문제 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4)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 2013년 기준, 서울, 2014, 73쪽. 이후 이 책

에서 인용할 때에는 “문체-공연예술 2014”로 표기한다.
5) 독일 상업 뮤지컬의 관객 수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일간지 디 

벨트 Die Welt의 2012년 3월 23일자 기사인 ｢뮤지컬의 세계 속 수백만이 찾는 사업 

Die Millionen Geschäfte in der Welt des Musicals｣이다. 이 기사에서는 뮤지컬의 연간 

관객 수를 약 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독일 상업 뮤지컬 산업

이 정체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3/14시즌 상업 뮤지컬을 포함한 독일 공연예술의 

관객 수는 략 3천9백만 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gl. Die Millionen Geschäfte 
in der Welt des Musicals, Die Welt vom 23. 03. 2012: 1990년  독일의 뮤지컬 붐을 

이끌던 슈텔라 AG Stella AG가 1999년에 부도로 문을 닫은 이후, 독일의 뮤지컬 시장

은 슈텔라 소유의 극장들을 인수한(2002) 네덜란드 회사 스테이지 엔터테인먼트 Stage 
Entertainment가 주도하고 있다. 

6) 2015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인구는 약 8천2백17만5천여명이고, 한국의 인구는 약5천1백

50여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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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연단체에 한 공공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7) 공공 공연 술의 

규모가 자생 인 창작을 충분히 흡수할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민간 공연단체들은 상업  공연들과의 경쟁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져 있으

며, 만성 인 존폐의 기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8)

한편 국내 공연 술의 분야별 객 수는 다음과 같다(문체-공연 술 2014, 

82 참조).

공연 유형 객 수 비율

뮤지컬 12,810,939 32.30%
복합공연 9,063,935 22.86%
연극 7,301,640 18.41%
양악 5,044,779 12.72%
국악 3,037,795 7.66%
무용 1,442,273 3.64%
오페라 520,730 1.31%
발 434,469 1.10%
총계 39,656,560

표 2. 한국 공연유형별 객 수  체 객 수에 한 비율

7) 이에 해서는 II.3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8) 2013년에 서울문화재단이 발간한 2013 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

로 연극종사자들의 평균수입은 115만원이었으며, 그나마 연극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수입의 39%(448,500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학로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85.6%가 

가족 부양의 의무가 상 적으로 적은 20  및 30 였으며, 기혼자의 비율은 20.6%에 불

과했다. 경험 있는 연극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무 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로 연극의 질적인 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

로 연극종사자들은 지난 2-3년 사이 “ 학로 작품의 ‘실험성’, ‘다양성’ 및 ‘전반적 수준’
이 체적으로 낮아졌”으며, 반 로 상업성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서울문화재

단, 2013 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2013, 18쪽, 19쪽 및 91쪽 참조.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서울문화 2013”으로 표기함).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간 공연의 축소와 – 이미 분명하게 징후가 보이는 – 지나친 상업화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공연예술의 가장 가치 있는 토 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보다 많은 공연예술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 예술의 규

모를 확 하고 민간 공연단체에 한 재정지원을 확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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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연 유형별 객 수 통계에는 민간공연과 오 스트라의 공연이 빠

져있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두 통계를 통해 비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연 술 객 수에서 뮤지컬이 차지

하는 비 이 매우 높다. 둘째, 체 공연 객 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

극을 포함한) 연극 객의 수는 독일의 경우가 상 으로 훨씬 높다(공공 공연

의 객 수가 이미 한국의 체 연극 객 수보다 많음). 셋째, 오페라의 경우 

독일과 한국의 객 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한국 공연시장에서 상업 인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 (32.30%)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련이 있어 보인다.9)

Ⅱ.2. 독일 공연 술의 문화⋅사회  조건

이러한 차이는 기본 으로 사회⋅문화  조건의 상이함에서 생겨나는 것으

로, 특히 연극의 객 수 차이는 문화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단된다. 이미 고  그리스 시 로부터 가장 요한 술 장르  하나로 자

리를 잡았으며, – 세 이래의 종교극이나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
 Wilhelm Meisters Lehrjahre(1795/96)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인간의 

교육과 정신  성장을 돕는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의 연극은 

개화기 이후 서양의 통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우리의 연극과 사회⋅문화  

함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문의 연극 비평이

다. 2015년 2월에 베를린 샤우뷔네 Schaubühne의 유명 연출가인 토마스 오스

터마이어 Thomas Ostermeier의 리처드 3세 Richard III가 연되자 독일의 
많은 신문들, 즉 베를린의 주요 지역지인 베를리  차이퉁 Berliner Zeitung
과 타게스슈피겔 Tagesspiegel은 물론,  랑크푸르터 알게마이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 
쥐트도이체 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 등 독일을 표하는 국지들은 약
9) 일반적으로 연극보다 뮤지컬의 관람료가 더 높기 때문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뮤

지컬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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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장문의 비평을 실었다. 자체 으로 비평을 낼 수 없었

던 많은 신문들은 통신사인 “dpa”가 제공하는 비평을 실었다. 이와 같은 언론

의 집 인 보도는 사실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일반 으로 독일의 

신문들이 연극 비평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오스터마이어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역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독일을 표하는 연출가  

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더 생각해 야할 것은 리처드 3세가 구
나 마음만 먹으며 가까운 화 에서 볼 수 있는 화가 아니라 한 번 공연

에 많아야 400여명의 객이, 그것도 베를린의 특정 극장에서만 볼 수 있

는10) 연극 공연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공연에 그 게 많은 신문들이, 심지어

는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들까지도 심을 보 던 

것은–독자들에게 주말에 볼만한 공연을 추천해주기 해서라기보다는–이 

공연이 그 만큼 요한 문화 ⋅ 술  이벤트로 이해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의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연극 련 신문기사의 이와 같은 양상은, 독

일과 한국에서 연극이 가지는 문화  통과 의미가 상이하며, 따라서 객의 

수 등 공연 술과 련된 통계 역시 이러한 기본 제의 차이를 고려하고 이

해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알려 다. 

공연 술의 수용 양상을 규정짓는  다른 요소는 국민들의 인 여

가 시간과 이를 즐기는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통계청이 2016년 에 

발표한 통계집 ｢독일인들이 문화와 문화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따르

면,11) 2012/13년에 독일인들이 문화와 문화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주당 평균 

22.5시간이었다. 이  TV  비디오 시청에는 14시간 27분, 책이나 신문 잡

지 등의 읽기 활동에는 3시간 46분, 게임에는 1시간 50분, 라디오  음악에

는 31분, 술 활동에는 21분이 활용되었으며,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쓰인 시간은 1시간 32분이었다.  공연과 문화행사에 활용되는 시간 

10) 공연이 이뤄진 베를린 샤우뷔네의 가장 큰 공연장(Saal A)은 총 412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다.
11) Statistisches Bundesamt, Zeitverwendung für Kultur und kulturelle Aktivitäten in 

Deutschland, Wiesbaden 2016.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SB 2016”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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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보는 데 활용된 시간은 9분, 

시  박물  람에 활용되는 시간은 13분, 도서 에서 보내는 시간은 2분, 

동물원, 서커스, 테마 크 등의 소풍에 활용되는 시간은 59분, 기타 활동에 

활용되는 시간은 3분이었다(Vgl. SB 2016, 11). 이러한 통계 결과는–공연 한 

편의 람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계산했을 경우–독일인들이 평균 으로 10

주에 한편 꼴로 (공연에 할애하는 시간 주당 9분 x 10주 = 90분) 공연을 

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Vgl. SB 2016, 23). 한편, 공연  화, 시, 박물

 등의 방문에 활용되는 시간을 연령 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10-12세의 경

우 2시간 1분, 12-18세의 경우 1시간 40분, 18-25세 1시간 41분, 25-45세 1시

간 34분, 45-65세 1시간 22분, 65세 이상의 경우 1시간 33분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Vgl. SB 2016, 16). 독일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연령 의 객을 

골고루 보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반면 한국인들은–문화체육 부가 2015년에 발표한 ｢국민여가활동 조사

보고서 2014｣12)에 따르면–평일에는 3.6시간, 휴일에는 5.8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다(문체-국민여가 2014, v 참조). 이는–주 5일제를 제로 계산하면–한

국인들이 주당 총 29.6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독

일 사람들이 1주일에 문화와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22.5시간보다 불과 7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독일인에 비해 한국인들이 훨씬 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 한국의 경우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

동  문화 술 람 활동을 1순 로 꼽은 사람은 1.2%(휴식활동 62.2%, 취미

오락활동 21.1%, 스포츠 참여 활동 7.6%, 사회  기타 활동 5.0%, 스포츠 

람 활동 1.6%, 활동 0.7%, 문화 술 참여활동 0.6%)에 불과했다(문체-

국민여가 2014, ii 참조).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 한국인들

에게는 공연 술을 람할 수 있는 여가시간 자체가 상 으로 매우 으며, 

한국의 공연 술은 독일에 비해 많은 심과 호응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보고서 2014, 서울, 2014.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

는 “문체-국민여가 2014”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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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독일 공연 술의 경제  조건

2013/14시즌 독일 공공 공연시설의 총 수입은 2,967,233,000 유로(약 3조7

천억 원) 으며, 이  지방 정부 등에 의한 공공 지원액은 2,365,589,000 유로

(약 2조9천5백억 원)로서 체 수입의 약 80% 다(Vgl. DB 2015, 259). 공공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해 이를 체 공공 

공연 람객 수로 나 면 이는 객 1인당 117.23유로(약 14만6천원 원)에 해

당한다. 독일 공연의 평균 입장료가 26.41유로(약 3만2천9백 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Vgl. DB 2015, 261), 공연 한편을 무 에 올리기 해 공공 기 은 

객 한 명이 지불하는 입장료의 네 배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 공연시설에 한 공공 지원총액은 102,385,000 유로(약 1276억 원)로

서 공공 공연시설 지원액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다(Vgl. DB 2015, 264). 

민간 공연 시설의 산규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액수가 체 산에

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각각의 민간공연시설에 

한 지원규모를 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를 들어 베를린의 표 인 민

간 극장  하나이며 약 200만 명의 연간 객 규모를 가진 베를리  앙상블 

Berliner Ensemble은 2013년에 12,356,000유로(약 154억 원)를 공공 재원으로

부터 지원 받았다(Vgl. DB 2015, 229). 이는 비슷한 연간 객 규모(약 190

만 명)를 가진 베를린의 공공 극장 도이체스 테아터 Deutsches Theate가 같은 

기간에 지원받은 2,446,000유로(약 304억 원, 극장 체 수입의 약 90%)의

(Vgl. DB 2015, 138) 반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액수는 2014년 한국 

공공공연시설들이 지원받은 평균 공공지원  123억 원의 125%에,  한국 

공공 공연시설들의 일년 평균 수입 198억6천만 원의 약 78%에 해당한다(문

체-공연 술 2014, 93-94 참조).13)

13) 한국 공공 공연시설 평균 수입 중 공공 지원금의 비중은 51.1%(독일 약 80%)였으며, 
학로 민간 공연시설의 총 수입 중 공공지원금 비중은 4.3%, 학로 바깥에 있는 민간 

공연시설의 총 수입 중 공공 지원금 비중은 6.3%에 불과했다(문체-공연예술 2014, 93-94 
참조).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

인지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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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원 외에 공연 단체  시설의 재정에 크게 향을 끼치는 것은 객

석 유율과 유료 객 비율이다. 2013/14시즌 독일 공공 단체의 공연에서 연

극은 71.2%의 객석 유율을, 아동극은 85.0%, 인형극은 80%, 뮤지컬은 

84.5%, 오페라는 75.3%의 객석 유율을 기록했다(Vgl. DB 2015, 261). 공공 

공연의 객들  유료 객은 93.9% 으며, 이들  정가 구매 객은 

43.42%, 회원권 소지 객은 17.24%, 학생 할인을 받은 객은 17.02%, 기타 

할인권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표를 구입한 객은 16.23% 다(Vgl. DB 2015, 

257).

국내 공연의 객석 유율  세부 인 유료 객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2013년 학로 연극 

실태조사｣인데, 이에 따르면 2012년 학로 연극 공연의 객석 유율은 

65.4%, 학로 뮤지컬은 55.6%로서 체 객석 유율은 61.9% 다. 체 

객  유료 객의 비율은 72% 으며, 연극의 유료 객 비율이 73%로 뮤지컬 

유료 객의 비율69%보다 조  높았다(서울문화 2013, 53쪽 참조). 한국 민간 

공연 단체는 공공 지원의 부족, 낮은 객석 유율, 낮은 유료 객 비율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Ⅲ. 독일 공연 단체 및 시설 현황

Ⅲ.1. 체 황

3장에서는 독일 공공 공연단체  민간 술 단체의 황을 구체 인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에 먼  독일의 공연 단체  시설의 체 황

을 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에 존재하는 공연 단체는 총 367개로

서, 이  공공 공연 단체는 142개(Vgl. DB 2015, 255), 민간 극장은 225개

(Vgl. DB 2015, 264)이다. 공공 공연 단체의 종사자(정규직) 수는 술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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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7,857명, 기술⋅행정 련 종사자 39,235명으로 총 57,092명이다

(Vgl. DB 2015, 258). 술 련 종사자 수보다 기술⋅행정 련 종사자 수

가 월등하게 많은 것은 연기자와 연출 등의 경우 작품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2013/14 시즌에 공공 공연 단체에 의해 이 진 공연 수는 67,695회

으며, 이들이 무 에 올린 작품은 모두 5,334개 다(Vgl. DB 2015, 256). 

이는 작품 한 편당 평균 12.7회의 공연이 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 종

류별로는 연극이 23,501회, 청소년⋅아동극이 14,653회, 인형극이 2,285회, 오

페라가 5,918회, 무용이 2,715회, 오페 타가 1,061회, 뮤지컬이 2,436회, 콘서

트가 3,391회 공연되었다. 상세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민간 공연단체의 공

연 수는 52,413회 으며, 공공 공연 단체와 민간 공연 단체에 의한 총 공연 

수는 120,108회 다(Vgl. DB 2015, 256).

독일 공연 단체와 국내 공연 단체의 비교는 쉽지 않다. 독일의 경우 공연 

단체가 자체 으로 공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연단체와 공연시

설의 통계가 체로 일치하는 데 반해, 국내의 공연 단체들, 특히 민간 공연 

단체들은 자체 인 공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을 통해 공연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연 단체 종사자 수에 한 통

계에도 반 된다. 공공 공연시설이 되었든, 민간 공연 시설이 되었든, 자체

인 극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통계에는 공연 시설 

종사자만이 고려되고 있을 뿐 배우, 연출 등 공연단체의 고용에 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 든 이러한 기본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략 인 비

교를 해 국내의 통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 으로 국내 공

연시설 수는 총 984개이며, 이  공공 공연시설은 456개, 민간 공연시설은 

528개이다(문체-공연 술 2014, 41 참조). 공연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

는 총 11,783명으로 이  정규직은 8,680명(73.9%), 비정규직은 3,059명

(26.1%)이다. 이  공공 공연시설 종사자는 6,882명, 민간 공연시설 종사자는 

4,856명이다(문체-공연 술 2014, 100 참조).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들은 부

분 기술⋅행정직이며,14) 독일에 비해 공연장의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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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종사자 수가 상 으로 매우 은 것이 에 띈다. 

2013년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횟수는 총 198,465회로 독일의 120,108

회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공연된 작품의 수는 모두 45,198개 다(문체-공

연 술, 82쪽 참조). 이는 작품 하나당 평균 약 4.4회의 공연이 이 졌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독일 공공 공연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평균 12.7회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은 횟수라 할 수 있다. 공연 종류별 공

연 횟수는 연극 83,103회, 뮤지컬 57,027회, 오페라 1,028회, 무용 4,270회, 

발  956회 등이다(문체-공연 술, 82 참조).  

Ⅲ.2. 공공 공연 단체 황: 베를린 도이체스 테아터

19세기 후반 게르하르트 하우 트만, 헨릭 입센 등의 자연주의 작품들을 

무 에 올리며 주목을 받은 베를린의 도이체스 테아터는 20세기 반까지 오

토 람 Otto Brahm, 막스 라인하르트 Max Reinhartd 등 당 를 표하는 뛰

어난 연출가들에 의해 큰 명성을 얻었다. 동독 시 에도 명성을 이어가던15) 

이 극장은 통일 이후 본격 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올해의 극장 

Theater des Jahres”16)에 선정되는 등 베를린과 독일을 표하는 극장  하

나로 자리를 잡았다. 

재 도이체스 테아터는 베를린 시에서 운 을 하는 공공극장이며, 다른 

공공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으로 극단을 운 하고 있다. 도이체스 테아터

에는 5개의 무 에17) 총 899개의 객석을 가지고 있으며, 2013/14시즌에는 

14) 전체 관련종사자 중 행정지원직이 35.4%, 공연사업이 19.9%,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이 

12.6%, 무 기술이 12.6%, 공연이외 사업이 11%였다(문체-공연예술 2014, 100 참조).
15) 브레히트의 베를리너 앙상블은 쉬프바우어담 옆에 있는 현재의 극장으로 옮겨가기 전까

지(1949-1954) 도이체스 테아터에서 공연을 했다. 전후 가장 중요한 공연중 하나로 꼽히

는 억척어멈과 그녀의 자식들 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의 초연(1949. 1. 11)이 

도이체스 테아터에서 이뤄졌다.
16) 전통있는 연극 잡지인 테아터 호이테 Theater heute에서 매년 선정하는 상.
17) 도이체스 테아터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공연장은 다음과 같다: Deutsches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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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회의 공연이 이 졌다. 이  연극은 611회, 청소년⋅어린이극은 90회, 콘

서트는 1회, 기타 공연은 64회 다. 무 에 올려진 작품의 수는 모두 82편이

었으며, 이  2013/14 시즌에 새롭게 선보인 작품은 연극 28편, 청소년⋅어린

이극 5편이었다. 외부 극단의 청공연은 모두 42회가 이 졌으며, 도이체스 

테아터는 모두 90회의 외부 청공연을 했다(Vgl. DB 2015, 39).

2013/14시즌 도이체스 테아터의 총 객 수는 193,851명이었다. 이  연극 

객이 138,820명, 청소년⋅어린이극 객은 4,531명이었다. 평균 객석 유율

은 주공연장이라 할 수 있는 도이체스 테아터가 76%, 바로  건물에 있는 

캄머슈필이 83.5%, 소극장인 캄머슈필-박스가 83.1% 다. 외부에서 이 진 

청 공연의 객을 제외한 총 객의 수는 155,003명이었는데, 이  유료 

객의 비율은 95.3%로 매우 높았으며, 할인 없이 정가로 티켓을 구입한 객

은 46%(71,276명) 다. 정기회원권을 가진 객은 체 객의 0.7%(1,050

명), 학생할인권을 구매한 객은 17%(26,201명) 다(Vgl. DB 2015, 68f). 

2013/14 시즌에 도이체스 테아터에 고용된 인력(정규직)은 총 300명이었는

데, 이  배우 등 술 련 종사자는 91명(배우: 43명), 기술  행정직 종사

자는 209명이었다. 공연에 따라 임시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고용자의 수는 모

두 273명이었고, 인턴은 11명이었다(Vgl. DB 2015, 116). 

2013년 도이체스 테아터의 총수입은 2천727만8천 유로(약 340억 원) 으

며, 이  티켓  공연 홍보책자 매, 방송사 계약 등을 통해 생긴 자체 수

입은 507만 유로(약 63억 원)로서 체 수입의 약 19% 다. 공공지원 규모는 

2천444만6천 유로(약 304억 원)로서 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했다.18) 이

는 객 1인당 공공 지원액이 112.93유로(약 14만 원)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

이체스 테아터의 가장 비싼 티켓은 48유로(약 6만원) 으며, 가장 렴한 티

켓은 5유로(약 6천원) 다. 객이 지불하는 평균 람료는 26.15유로(약 3만

(502석), Kammerspiele (188석), Saal des DT (80석), Kammerspiele-Box (61석), Kammerspiele- 
Bar (68석)(Vgl. DB 2015, 11).

18) 자체수입과 공공지원의 합이 100%를 넘는 것은 2013년도에 2백23만8천 유로의 특별 손

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Vgl. DB 2015, 13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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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다(Vgl. DB 2015, 178).

도이체스 테아터의 2013년 총 지출액은 모두 2천727만8천 유로(약 340억

원) 는데, 이  배우(43명)의 인건비는 모두 285만 6천 유로(약 35억6천만

원) 다(Vgl. DB 2015, 158f). 이는 배우 1인당 평균 연 이 66,418유로(약 8

천2백83만원)라는 것을 뜻한다.

Ⅲ.3. 민간 공연단체 황: 베를리  앙상블과 샤우뷔네 베를린

민간 공연단체의 경우 재정이나 공연 황에 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 공연단체 만큼 상세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략 인 개 을 하기에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단되어 2013/14시즌 두 

극장의 간략한 통계를 소개하기로 한다.

히트의 극장으로 리 알려진 베를리  앙상블은 오늘날에도 히트

가 활동하던 시기만큼이나 큰 명성을 리고 있다. 특히 통일 후인 1990년

에 하이  뮐러 Heiner Müller, 페터 차덱 Peter Zadek 등의 총감독 체제 하

에서 크게 성장하 으며, 2000년 에 들어서는 클라우스 이만 Claus 

Peymann19) 총감독과 로버트 슨 Robert Wilson 등의 유명 연출가들에 의해 

베를린과 독일의 연극을 표하는 극단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유한회사gGmbH의 형태로 운 되는 베를리  앙상블은 660석 규모의 

주공연장 하나와 99석 규모의 소극장 세 개 등 총 7개의 공연장에 1,137개의 

객석을 가지고 있다. 2013/14시즌에는 총 578회의 공연을 했으며, 201,351명

의 객이 이 극장을 찾았다. 2013년의 공공지원액은 1천135만6천 유로(약 

141억원) 다(Vgl. DB 2015, 229). 총감독이 바 는 2017년에는 기존 지원  

외에 연방정부로부터 극장의 보수와 리모델링을 한 산 1천만 유로(약 

19) 파이만은 1999년에 베를리너 앙상블의 총감독직을 맡았다. 2017년에는 샤우슈필 프랑크

푸르트 Schauspiel Frankfurt의 총감독인 올리버 레제 Oliver Reese가 파이만의 뒤를 이

어 베를리너 앙상블의 총감독직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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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억원)를 지원받게 된다.20) 

정식 명칭이 샤우뷔네 암 니  라츠 Schaubühne am Lehniner Platzt인 

베를린 샤우뷔네는 옛 동베를린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도이체스 테아터나 베

를리  앙상블과는 달리 서베를린에서 만들어지고(1962) 성장한 극장이다. 페

터 슈타인 Peter Stein이 총감독을 맡고 있던 1985년부터 1999/2000년까지 정

치 이고 실험 인 작품들을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은 연출가인 토마

스 오스터마이어와 안무가 사샤 발츠 Sasha Waltz21)가 극장을 책임지면서 유

럽에서 가장 각 받는 극장  하나로 성장하 다. 

베를리  앙상블과 마찬가지로 공익유한회사의 형태로 운 되는 샤우뷔네

는 모두 5개의 공연장에 1,221개의 객석을 가지고 있다. 2013/14 시즌에는 총 

556회의 공연이 이 졌는데, 랑스 등 해외에서 리고 있는 큰 명성에 걸

맞게22) 이  82회가 해외 청공연이었다. 총 객 수는 171,411명으로 베를

리  앙상블보다 조  었으나, 베를리  앙상블보다 조  많은 1천349만 

유로(약 168억원)의 공공 지원 을 받았다(Vgl. DB 2015, 229).  

Ⅳ. 독일 연극의 레퍼토리

통계자료만으로 독일 연극의 술  경향을 악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

우 어려운 일이며,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연

극무 에서 공연된 작품들에 한 통계를 이용하여 어떤 작가와 작품들이 무

에 올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 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극과 고 극에 한 연출가  객들의 선호도를 악할 수 

20) Vgl. “Berliner Ensemble bekommt 10 Millionen Euro vom Bund”, Berliner Zeitung 
vom 10. 11. 2016, http://www.berliner-zeitung.de/25072638.

21) 사샤 발츠는 오스터마이어와의 갈등으로 2006년에 샤우뷔네를 떠났다.
22) 오스터마이어는 프랑스에서의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에 프랑스 예술 문학 훈장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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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연출가들의 작품 선택 경향에 해서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추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가장 많이 공

연된 작품과 가장 많이 연출된 작품에 한 통계를 이용해 오늘날 독일 연극

의 흐름을 개 해 보고자 한다.  

2013/14시즌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30개의 연극을 공연횟수 순으

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23)

1. 취크 Tschick
⋅원작: 볼 강 헤른도르  Wolfgang Herrndorf, 954회 공연, 41회 연출, 

객 143,401명

▫ 취크는 원래 볼 강 헤른도르 Wolfgang Herrndorf (1965-2013)가 2010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로서 독일에서 백만 부 이상 매되었으며, 1년 넘게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 머물 던 작품이다. 24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국내에는 우리

들의 발라카이24)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2.  우스트 Faust
⋅희곡: 요한 볼 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445회 공연, 34회 연

출, 객: 123,392명

▫ 우스트 1부  2부의 공연을 포함한 통계이다.

▫ 이 밖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 스에서 공연된 괴테의 작품은  은 베르테

르의 슬픔 (227회 공연, 23회 연출, 객: 27,208명),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

니에 (109회 공연, 12회 연출, 객 34,878명), 스텔라 (49회 공연, 5회 연

출, 객: 7,263) 등 총 16편이다. 이 작품들은 총1,011회에 걸쳐 공연되었으

며, 2013/14시즌에 새로 연출⋅제작된 공연은 86편 이었다.

3. 뮐러 부인은 떠나야 한다 Frau Müller muss weg
⋅희곡: 루츠 휘  Lutz Hübner (1964∼), 430회 공연, 18회 연출, 

객: 57,499명

▫ 루츠 휘  Lutz Hübner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배우로 활동 이다. 

1999/2000 시즌 이후 독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가  한 명이다. 국내

에는 한 권투선수의 마음 Das Herz eines Boxers이 복서와 소년이라는 

23) Vgl. Deutscher Bühnenverein(Hrsg.), 2013/14 Wer spielte was?, S. 351. 앞으로 이 책에

서 인용할 때에는 “DB-Wsw 2015”로 표기한다.
24) 볼프강 헤른도르프, 우리들의 발라카이, 박규호 역, 은행나무; 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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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2013년에 공연되었다(연출: 김민기, 학 ).

▫ 2013/14시즌에 공연된 루츠 휘 의 작품들로는 그 밖에도 꽃의 꿈들 

Blütenträume, 그 트헨 89ff Gretchen 89ff 등 11작품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958회에 걸쳐 공연되었으며, 48회의 연출이 이 졌다.

4. 이름 Der Vorname/ Le Prénom
⋅희곡: 메튜 델라포테 Matthieu Delaporte & 알 상드르 드 라 텔리에르

Alexandre de la Patelliere, 총 425회 공연, 18회 연출, 객: 57,499명

▫ 원래 랑스 연극으로서 2012년 두 연출에 의해 화로도 만들어졌다. 이 

화는 국내에 그 이름은...으로 개 되었다.

5. 강도 호첸 로츠 Der Räuber Hotzenplotz
⋅희곡: 오트 리트 로이슬러 Otfried Preußler (1923-2013), 337회 공연, 8회 연

출, 객: 88,089명

▫ 독일의 표 인 아동문학가  하나인 오트 리트 로이슬러의 소설을 원작

으로 한 아동극이다. 

6. 비소와 낡은 이스 Arsen und Spitzenhäubchen
⋅희곡: 조셉 오토 슬링 Joseph Otto Kesselring(미국, Arsenic and old Lace, 

1939), 311회 공연, 14회 연출, 객: 49,388명

▫ 1944년에 헐리웃에서 화로도 만들어져 성공을 거뒀던 희극으로서, 독일에서

도 꾸 히 공연되고 있다.

7. 한 여름 밤의 꿈 Ein Sommernachtstraum / A Midsummer Night’s Dream
⋅희곡: 일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307회 공연, 18회 연출, 객: 

91,137명

8. 간계와 사랑 Kabale und Liebe
⋅희곡: 리드리히 쉴러 Friedrich Schiller, 273회 공연, 21회 연출, 객: 77,235명

9. 어떤 부부의 모습들 Szenen einer Ehe
⋅희곡: 로리오트 Loriot, 270회 공연, 13회 연출, 객: 34,930

▫ 희극인이자 캐리커처 화가, 배우, 연출, 무   의상디자이 로 활동했던 로리

오트 (본명은 베른하르트-빅토르 크리스토 -카를 폰 뷜로우 Bernhard-Viktor 

Christoph-Carl von Bülow = 비코 폰 뷜로우 Vicco von Bülow, 1923-2011)의 

희극이다.

10. 우리는 사랑하며 아무 것도 모른다 Wir lieben und wissen nichts
⋅희곡: 모리츠 링  Moritz Rinke, 264회 공연, 11회 연출, 객: 34,388

▫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극작가이자 소설가 모리츠 링 (1967∼)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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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통의 죽음 Dantons Tod
⋅희곡: 게오르크 뷔히  Georg Büchner, 258회 공연, 20회 연출, 객: 73,276명

12.  멘 음악  Die Bremer Stadtmusikanten
⋅원작: 그림형제, 257회 공연, 6회 연출, 객: 97,216명

▫ 그림형제의 유명한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아동극이다.

13. 얼음 속에서 나온 우르멜 Urmel aus dem Eis
⋅원작: 막스 크루제 Max Kruse (1921-2015), 257회 공연, 6회 연출, 

객: 97,216명

▫ 소설가이자 아동문학작가인 막스 크루제의 아동 소설을 토 로 만든 연극이다.

14. 동반자 Gefährten / War Horse
⋅원작: 마이클 모퍼고 Michael Morpurgo, 각색: 닉 스태포드 Nick Stafford, 254

회 공연, 1회 연출, 객 수는 알려지지 않음.

▫ 마이클 모퍼고의 동명 소설(1984)을 닉 스태포드가 각색한 것으로 2007년 런

던 내셔  씨어터 National Theatre에서 연되었다. 2011년에 스티  스필버

그 감독에 의해 화화 되었다. 이 화는 우리나라에서 워 호스라는 이름

으로 개 되었다.

15.  의 여왕 Die Schneekönigin
⋅원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Hans Christian Andersen, 224회 공연, 7회 연

출, 객: 93,078명

16. 작은 마녀 Die kleine Hexe
⋅원작: 오트 리트 로이슬러, 212회 공연, 7회 연출, 객: 73,261 명

▫ 의 강도 호첸 로츠와 마찬가지로 아동소설 작가인 오트 리트 로이슬

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아동극이다.

17. 햄릿 Hamlet
⋅희곡: 셰익스피어, 211회 공연, 15회 연출, 객: 88,726명

18. 첫 시간 Erste Stunde
⋅희곡: 외르크 멩 - 이체마이어 Jörg Menke-Peitzemeyer, 204회 공연, 7회 연

출, 객: 4,643명

▫ 외르크 멩 - 이체마이어(1966∼)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배우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어린이-청소년 극작가  한 명이다.

▫ 2013/14시즌에는 첫 시간 외에 모두 5 작품이 공연되었다.

19.  은 베르터의 고통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희곡: 요한 볼 강 폰 괴테, 193회 공연, 20회 연출, 객: 25,1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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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벌거벗은 기 Der nackte Wahnsinn / Noises off
⋅희곡: 마이클 인 Michael Frayn, 191회 공연, 13회 연출, 객: 75,545명

▫ 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마이클 인(1933∼)이 쓴(1982) 익살극이다.

21. 변신 Die Verwandlung
⋅ 란츠 카 카 Franz Kafka, 184회 공연, 17회 연출, 객: 24,480명

22. 진실 Die Wahrheit / La Vérité
⋅희곡: 로리앙 첼  Florian Zeller(1979∼), 182회 공연, 7회 연출, 

객: 32,350명

▫ 로리앙 첼 는 랑스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원작 희곡인 진실은 

2011년에 발표되었다.

23. 로미오와 리엣 Romeo und Juliet / Romeo and Juliet
⋅희곡: 리엄 셰익스피어, 177회 공연, 13회 연출, 객: 58,798명

24. 고장 Außer Kontrolle / Out of order
⋅희곡: 이 쿠니 Ray Cooney(1932∼), 173회 공연, 6회 연출, 

객: 44,128명

▫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국의 희극작가이자, 연출가, 배우인 이 쿠니의 1990

년도 작품이다. 이 쿠니는 국내에서 장기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라이어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라이어 외에 그의 작품은 모두 5편이 무 에 올려졌다. 

25. 뜻 로 하세요 Was ihr wollt / As you like it
⋅희곡: 리엄 셰익스피어, 172회 공연, 17회 연출, 객: 68,548명

26. 장화 신은 고양이 Der gestiefelte Kater
⋅원작: 그림 형제, 172회 공연, 10회 연출, 객: 77,361명

27. 최고의 친구들 Ziemlich beste Freunde / Intouchales
⋅희곡: 올리비에르 나카체 Olivier Nakache & 에릭 톨 다노 Éric Toledano, 170

회 공연, 6회 연출, 객: 45,850명

▫ 올리비에르 나카체 & 에릭 톨 다노 감독의 동명 화(2011, 국내에는 언터

처블: 1%의 우정으로 개 ”)를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28. 왕의 연설 The Kings Speech
⋅원작: 데이빗 자이들러 David Seidler(1937∼), 170회 공연, 6회 연출, 

객: 36,836명

▫ 2011년 동명 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데이빗 자이들러 화각본을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29. 꽃의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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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루츠 휘 , 168회 공연, 4회 연출, 객: 41,386명

30. 뚱뚱한 돼지 Fettes Schwein / Fat pig
⋅희곡: 닐 라뷰트 Neil LaBute(1963∼), 165회 공연, 4회 연출, 

객: 15,592명

▫ 미국의 극작가이자, 연출, 화 감독인 닐 라뷰트(1963∼)의 2004년 작품이다. 

2013/14 시즌에 라뷰트의 작품은 그 외에도 세 작품이 더 공연되었다.

2013/14 시즌에 가장 많이 무 에 올려진 30편의 연극들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어린이⋅청소년극이 7편이었으며, 나머지 일반 인 연극작품들  

① 고  작품 9편 (독일 고  5편, 셰익스피어 4편),25) ② 독일 창작극 5편, 

③ 외국 작품 6편 ( 랑스 2, 미국 2, 국 2), ④ 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연극으로 제작된 상업극이 3편이었다. , 소설을 희극으로 각색한 작품은 모두 

9편이었는데, 이  동화  청소년소설을 각색한 작품들을 제외하면 3편(취크, 
 은 베르터의 고통, 변신)이 된다.

공연회수에 따른 작품 통계는 객의 취향을 반 하는 연극기획의 경향과 

연출가들의 작품 선택 경향을 함께 드러내 다는 에서 독일 연극의 경향을 

가장 종합 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연출자들

의 경향을 보다 강하게 반 하는 ‘연출 회수에 따른 통계’와 꽤 큰 차이를 보

여 다. 2013/14시즌에 가장 많이 연출된 20편의 연극은 다음과 같다 ( 호 

안의 수는 공연회수에 따른 통계에서의 순 )(Vgl. DB-Wsw 2015, 352). 

1(1). 취크 W. 헤른도르 , 954회 공연, 41회 연출, 객 143,401명

2(2).  우스트, J. W. 괴테, 445회 공연, 34회 연출, 객: 123,392명

3(8). 간계와 사랑, F. 쉴러, 273회 공연, 21회 연출, 객: 77,235명

4(11). 당통의 죽음, G. 뷔히 , 258회 공연, 20회 연출, 객: 73,276명

5(19).  은 베르터의 고통, J. W. 괴테, 193회 공연, 20회 연출, 객: 25,173명

6(3). 뮐러 부인은 떠나야 한다, 루츠 휘 , 430회 공연, 18회 연출, 

25) 여기서 “고전적 작품”은 그리스의 고전이나 고전주의 문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 중 일반적으로 뛰어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

품들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셰익스피어, 괴테, 실러, 뷔히너, 카프카 등의 작품을 ‘고전적 

작품들’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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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57,499명

7(4). 이름, M. 델라포테 & A. 텔리에르, 총 425회 공연, 18회 연출, 

객: 57,499명

8(7). 한 여름 밤의 꿈, W. 셰익스피어, 307회 공연, 18회 연출, 

객: 91,137명

9(21). 변신, F. 카 카, 184회 공연, 17회 연출, 객: 24,480명

10(25). 뜻 로 하세요, W. 셰익스피어, 172회 공연, 17회 연출, 

객: 68,548명

11(17). 햄릿, W. 셰익스피어, 211회 공연, 15회 연출, 객: 88,726명

12(-).  옹세와 나 Leonce und Lena, G. 뷔히 , 164회 공연, 15회 연출, 

객: 35,154명

13(-).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groschenoper, 베르톨트 히트 

Bertolt Brecht, 151회 공연, 15회 연출, 객: 63,889명

14(6). 비소와 낡은 이스, J. O. 슬링, 311회 공연, 14회 연출, 객: 49,388명

15(-).  자 나탄 Nathan der Weise, 고트홀트 에 라임 싱 Gotthold Ephraim 

Lessing, 147회 공연, 14회 연출, 객: 43,612명

16(-). 보이첵 Woyzeck, G. 뷔히 , 131회 공연, 14회 연출, 객: 16,468명

17(9). 어떤 부부의 모습들,로리오트 Loriot, 270회 공연, 13회 연출, 

객: 34,930명

18(20). 벌거벗은 기, M. 인, 191회 공연, 13회 연출, 

객: 75,545명

19(23). 로미오와 리엣, W. 셰익스피어, 177회 공연, 13회 연출, 

객: 58,798명

20(-). 콘트라베이스 Der Kontrabass, 트릭 쥐스킨트 Patrick Süskind, 151회 

공연, 13회 연출, 객: 14,654명

연출 횟수에 따른 통계를 앞서 소개한 공연 횟수 통계와 비교하면 흥미로

운 차이가 에 띈다. 가장 많이 연출된 20개의 공연  15개는 자주 공연된 

30개의 공연 목록에도 존재한다. 연출 횟수에 따른 통계에 추가된, 즉 여러 

연출가들에 의해 연출되었지만 공연 횟수가 (상 으로) 많지는 않았던 5개

의 작품들은 뷔히 의  옹세와 나와 보이첵, 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싱의  자 나탄, 그리고 쥐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로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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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 4편, 창작 연극이 1편이다. 이들 작품이 추가되면서 고  작품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데, 가장 많이 연출된 20편의 작품들  고  작품들

의 수가 총 13편(독일 고  9편, 셰익스피어 4편), 65%에 이르게 된다. 반면 

아동⋅청소년극은 20 까지의 순 에 한 편도 없었으며, 독일 창작극은 4편, 

외국 창작극은 3편에 불과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  작품들이 연출 횟수

에 비해 공연 횟수가 상 으로 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 횟수에 보다 직 인 향을 미치는 공연기획자나 객들에 비해 연출

가들이 고  작품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연출가들의 이

와 같은 고  선호는 가장 많이 공연된 작가의 순 에서도 잘 드러난다(Vgl. 

DB-Wsw 2015, 354). 

1. W. 셰익스피어 (32 작품, 1817회 공연, 155회 연출)

2. 그림 형제 (21 작품, 1285회 공연, 57회 연출)

3. J. W. v. 괴테 (16 작품, 1011회 공연, 86회 연출)

4. L. 휘  (11 작품, 958회 공연, 48회 연출)

5. W. 헤른도르  (2 작품, 958회 공연, 42회 연출)

6. F. 쉴러 (12 작품, 781회 공연, 66회 연출)

7. B. 히트 (19 작품, 671회 공연, 59회 연출)

8. O. 로이슬러 (6 작품, 621회 공연, 23회 연출)

9. G. 뷔히  (5 작품, 617회 공연, 55회 연출)

10. 헨릭 입센 Henrik Ibsen (9 작품, 555회 공연, 52회 연출)

11. 아스트리드 린드그  Astrid Lindgren (10회 공연, 470회 공연, 22회 연출)

12. 에리히 스트  Erich Kästner (13회 공연, 451회 공연, 26회 연출)

13. M. 델라포테 & A. 텔리에르 (1작품, 425회 공연, 18회 연출)

14. 안톤 체홉 Anton Tschechow (13작품, 421회 공연, 39회 연출)

15. 몰리에르 Molière (8작품, 391회 공연, 29회 연출)

16. F. 카 카 (8작품, 378회 공연, 41회 연출)

17. H. C. 안데르센 (8작품, 362회 공연, 17회 연출)

18. G. E. 싱 (6작품, 360회 공연, 34회 연출)

19.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 (7작품, 350회 공연, 15회 연출)

20. 리드리히 뒤 마트 Friedrich Dürrenmatt (6작품, 348회 공연, 18회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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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시즌에 가장 많은 공연이 이 진 20명의 작가  고    

고  작가(입센, 체홉, 오스카 와일드, 카 카, 히트, 뒤 마트 등)는 12

명,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는 5명,  작가는 2명으로서, 고  희곡 작

품들이 재 활동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에 비해 훨

씬 자주 공연되었다.

이와 같은 고  문학에 한 독일 연극의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

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일한 고

 작품들이 한 해에도 여러 연출가들에 의해 연출되고 무 에 올려지지만 

그 에 동일한 공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멀리는 역사  아방가르

드 연극을 거치면서, 가깝게는 1970년 의 연출가연극 Regietheater과 오늘날

의 포스트드라마 연극 postdramatisches Theater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거

치면서 희곡은 이미 연극공연의  의미를 상실했다. 연출가들은 이제 희

곡을 더 이상 그들이 ‘무 에서 가능한 한 충실히 재 해야할 연극의 본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연출가들은 희곡을 훨씬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롭

게 해석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우스트를 무 에 올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괴테의 원작을 오늘날의 사

회 ⋅문화 ⋅미학  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독일 연극에서 고  작품들이 여 히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하게 과거의 명작에 의지하는 독일 연극의 보수  성격의 

결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독일의 연극 무 에서 이 지는 고  

작품의 창조 인 재수용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요한 방법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 20세기 에 베를린 도이체스 테아터

를 이끌었던 막스 라인하르트 Max Reihnardt(1873-1943)는 이미 100여 년 

에 이러한 고  재수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작품들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해서는 그 작품들을 항상 다시 

새롭게 획득해야 하며, 그것은 그 작품들을 우리 시 의 정신 속에서 새롭게 낳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연극은 오로지 살아있는 작품만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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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상 없이 말이다.26)

그 실 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고  작품과 고  작

품의 공연에 한 근본 인 인식에 있어서는 라인하르트와 오늘날의 연출가

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Ⅴ. 나가는 말

지 까지 통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연극과 공연 술은 공공 재원

에 의한 한 재정 지원과 여가시간에 공연을 즐기는 다양한 연령 의 

객들을 바탕으로 성공 인 시즌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막 한 재

정 지원에 한 국민  동의와 공연에 한 심의 이면에는–고  작품의 

선호에서도 드러나는–긴 연극⋅공연의 통과 문화⋅ 술의 가치에 한 존

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독일 공연 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보다도 공연 자체의 술  수 과 질일 것이다. 뛰어난 공연이 제되지 않

고는 공공 지원도, 기꺼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공연장에서 보내고자 하는 

객들의 심도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연극과 공연

술의 황을 온 하게 악하기 해서는 본고에서 살펴본 통계 자료 외에

도 독일 무 에서 이 지는 다양한 공연들의 술  경향과 수 에 한 분

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야말로 오늘날 독일 연극과 공연 술의 

황을 이해하는 데 핵심 인 일이 될 것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본고의 개

이 그러한 작업을 한 거름이 되기를 기 해 본다.

26) Max Reinhardt, Schriften, Berlin 1974, S. 66: “Die Werke, die wir geerbt haben, immer 
wieder von neuem zu erwerben um sie zu besitzen, bedeutet, sie aus dem Geist unserer 
Zeit wieder neu zu gebären. Das lebende Theater kann nur lebende Werke gebrauchen, 
gleichviel ob sie der Gegenwart oder der Vergangenheit angehö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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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Theater in Deutschland. 

Ein Überblick in statistischen Daten

Hong, Jin Ho (Seoul National Uni)

“Eine Erfolgsbilanz! Anders kann man das Ergebnis der Theaterstatistik 

2013/2014 nicht bezeichnen.” So feiert der Vorsitzender des Deutschen 

Bühnenvereins die erfolgreiche Saison 2013/14 im Vorwort der 

Theaterstatistik 2013/2014. Anschließend stellt er fest, dass der Erfolg darauf 

zurückzuführen sei, dass die „Länder und ihre Kommunen [...] sich 

weitgehend der Bedeutung der Theater und Orchester für die Städte ebenso 

bewusst [sind], wie die Zuschauer wissen, dass Kultureinrichtungen ein Teil 

ihrer Lebensqualität sind”.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es, einen 

Überblick über das so gefeierte aktuelle Theater in Deutschland durch die 

verschiedenen statistischen Daten zu geben. Sie besteht aus drei Teilen: Im 

ersten Teil werden die grundlegenden sozialen und kulturellen Bedingungen 

des Theaterbetriebs dargestellt, im zweiten Teil werden die repräsentativen 

Beispiele der öffentlichen bzw. privaten Theaters vorgestellt. Zuletzt wird 

versucht, durch die Analyse der am meisten aufgeführten bzw. am meisten 

inszentierten Theaterstücke einen Teil der künstlerischen Tendenz des 

deutschen Theaters aufzuzeigen. Für dieses Vorhaben werden verschiedene 

Statistiken der Theatervereine und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verwendet, 

die teilweise mit den Statistiken des koreanischen Theaters verglichen 

werden, um die Charakterisitik des deutschen Theaters hervorzuheben und 

dadurch auch die Aufgaben des koreanischen Theaters genauer zu be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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