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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문f題J깅을 쏠니까? 이즈음은 아무도 운문올 좋아하지 않습니다 ...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화주의와 자주독립의 시대인 오늘날 운운이라는 형태는 이제 낡아 

빠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문올 좋아합니다 산문은 그 운용이 자유로우므 

로 민주주의적 감각플을 담는 데 훨씬 더 적합한 것압니다 

- 프랑스 국회의원 외젠 펠레탱1817년 무협')1) 

1. 서론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적 문화는 일차적으로 다양성을 특정으로 한다. 인 

간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담보하는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야 한다. 문화적 주체의 단위가 다양 

하게 세분화되고 각 단위가 동등한 자격으로 자신의 문화를 영위하면 할수 

록， 그 문화는 민주적이라는 주장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인다. 무엇을 하 

든，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교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그 어떤 조직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게 들어온 이야기다. 그러나 과연 무제한적인 다양성의 추구가 그 사회의 

* 이 논문은 없)2년도 서울대학교 학제적 협력연구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쓰여졌음. 
1) E J 홉스봄 저， 정도영 역資本의 時tt 세계 자본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어 전개되었는 

가? 서용 하김사 1없l 447쪽에서 재 <;>1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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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를 민주적， 호혜적으로 만드는데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인개 한 사회 

의 문화가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 전체주의적 폭력의 요 

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의 문화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초 

석이 놓여지고， 이와 더불어 독일 현대문화가 다양하게 발현되었음을 보여준 

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작되는 원년인 1919년에 상영된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부터 다양한 표현주의 미술， 프로이트의 

심리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데거의 철학， 펀베르크의 현대음악 

등이 화려하게 피어났을 뿐 아니라 카프카 브레히트， 토마스 만 등의 주요 

작품들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로피우스가 

이끌었던 바우하우스가 현대 산업디자인의 기본패턴을 만들어놓았다는 시기 

도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였다. 비단 이러한 고급문화뿐 아니라， 재즈 술 

집에서 영화관에 이르기까지의 대중문화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그 현대적 

인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의 이십년대”라는 잘 알려진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기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적들을 

빠른 시기에 쏟아낸다. 

그러나 탁월한 민주주의와 문화적 엽적을 구가하던 이 시기는 바로 독일 

역사상 최악인 파시즘의 발판이 마련되던 시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이 시기 

문화사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양성을 특정으로 하는 이 시기의 문화가 파 

시즘의 역사와 착종되면서 좌절하고 굴절되어가는 과정을 이 시기 모더니즘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고 

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11. 창조적 소수의 딜레마 -독일 문화사의 특수성 

대개의 문화사는 창조적인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갈등에 관한 에피 

소드들을 담고 었다. 독일의 경우 18세기의 문화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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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 시절 독일의 소수 인텔리들은 문화사적으로 뛰어난 엽적들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독일 전체의 수준은 블로흐가 표나게 지적했던 “독일적 

비참상 deutsche Mìsere"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독일은 프랑 

스나 영국과 같은 시기에 “혁명의 시대”를 공유하지 못했다. 17없년부터 1848 

년까지를 이중의 혁명(Dual Revolution) 즉 영국에 의한 산업혁명과 프랑스 

의 정치헥명으로 혁명의 시대로 규정하는 홉스봄에 따르면， 이 시대는 그 어 

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업적들을 내놓은 시대로서 사회적 변화가 예술가들을 

자극하고， 예술형식을 변혁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 “프랑스 혁명은 한 실 

례로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산업헥명은 그 끔찍스러움으로 그들 

을 자극하였으며， 이 두 혁명의 산물인 부르조와 사회는 예술가의 존재 그 

자체와 창조양식을 변혁시켰다."2) 그러나 사회와 체제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 

했던 독일의 지식인들이 내놓은 반응은 “정신의 혁명 Revolution des 

GeiStes"3)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정신의 혁명을 광의로 이용한다면 독일은 

18세기 전체가 이러한 정신의 혁명기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괴테와 쉴 

러 등이 문학에서， 칸투 헤겔， 셀링， 피히테 등이 철학에서， 모차르트와 베토 

벤 등이 음악에서 독일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문화사 

적 헥명은 관념과 가상 속에서만 전개되었을 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스탈부인이 이 시대 독일을 가리켜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고 했던 

것은 결출한 시인과 사상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는 볼 게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4) 결국 “정신의 혁명”과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는 전 

체적인 시대분위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채 당대로는 예외적인 존재였던 

소수의 시민 지식인들에 국한된 이념상의 공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괴테시대의 마감과 거의 궤를 같이하는 19세기 전반까지의 역λ까 “혁명의 

시대”였다면， 괴테시대가 끝나고 비스마르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간 

2) E ]. 홉스봄 저， 박현채， 차명수 역옳命의 時代， 市民華命과 塵業章命J ， 서울: 한길사， 

1ffi4, 3'검쪽. 
3) Vgl. lnge S밟1ll11: li따<rrischer J왜0바lÍsrrrus， Stuttg와t 1976, S. 34. 
4) Vgl. Ma뼈Jre de Staël: Kein Herz, das rr냥rr geliebt hat, hrsg. v. Georges Solo띠eκ 

Fra파m따 am l\뼈n 1쨌， S. 10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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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메웠던 19세기 중반 이후의 시대는 범유럽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시 

대”였으나， 독일의 역사는 혁명의 시대를 본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서 자본의 시대에 동참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통일과 더불어 프로이센 군국주의는 저 잘 

알려진 헤겔의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교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 

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정치 • 경제적으로 통속화하면서 “눈부신"5) 발전을 보 

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독일의 “제2제국”을 이끌었던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황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프로이센 군국주의와 빌헬름 제국주의의 본질을 

나타내는 두 개의 상징이었고， 이 두 이름의 상징성은 19세기 중엽에서 시작 

되어 $세기 초에 이르러 완성되는 독일의 대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실화 

된다. 독일은 기간산업과 군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1919년에는 미국 다음 

가는 거대한 공업국이 되었던 것이다06) 

벌헬름 제국시대에 독일이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은 이후 독일의 경제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의식을 철저히 각인하게 되 

면서， 관료 문화가 제국주의의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기본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 산업부르주아지와 관료체제， 이 양자는 서로가 서로를 멀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면서 “계급과 정파를 초월한 엘리트의 통치를 이상으로 여겼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료제를 신뢰"8)하는 독일 문화적 특수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예술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후반은 무엇보다도 산업자본주의의 

5) 독일의 기관력은 18Ell년대만 하더라도 미미해서 영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상태였는데， 
1870년에는 거의 영국과 맞먹고 이미 프랑스는 훨씬 앞질렀으며， 1뼈년만 해도， 독일 
연방은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인구를 가졌지만， 공업력의 연에서는 프랑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다. 그러나 1871년이 되면 통일독일제국은 벌써 인구에서도 프랑스보다 다 

소 많았을 뿐 아니라， 공업력 면에서는 훨씬 더 강대해졌다. 홉스봄 자본의 시대J ， ffi 
쪽참조. 

6) 백경남바이마르 공화국 서구 민주주의 실험의 비극~， 서울: 종로서적， 1짧， η쪽. 

7) V gl. Herinrich Hirschfel따/W바lelm Nu띠nger: Das Kai였reich 1윈1-1918， Barn뼈g 

19.:꺼 S.ffif. 
8) 미하엘 슈튀르머 저， 안병직 역독일제국 1871-1919~ ， 서울: 을유문화사，3:뼈， 1m쪽. 

(역자후기: 독일제국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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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근거하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현대 die klassische Modeme"가 전개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이 시기의 예술은 이 시대를 주도했던 부 

르주아 계층의 취향에 의해 이끌리기 시작하는데 예술은 부르주아지의 사회 

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홉스봄은 이렇게 쓰고 있다. 

19세기 브르조아 사회만큼 창조적인 천재들[ ... ]의 작품을 애지중지 소중히 한 

사회는 별로 없다. 또 19세기 부르주아 사회만름 예술에 마음껏 돈을 쓴 사회도 

별로 없다. 순수히 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전의 어느 사회도 그만큼 대량 

의 신간서적， 고서적， 자료， 그림， 조각， 석조 장식물， 그리고 음악 · 연극 관계 공 

연의 입장권 둥이 대량으로 사고 팔린 일은 별로 없었다.9) 

그러나 이 시대의 이러한 증후군은 홉스봄이 지적하듯이， “돈의 지출만으 

로는 예술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낼 수 없다."10)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하나 

의 증거였을 뿐이다. 사실， 이 시대의 예술취미는 니체가 지적한 바 있는 “교 

양있는 속물 Bildungsp버ister"의 보상심리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문화 

란 부르주아 계급의 물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부르 

주아의 취향에 맞춰 예술가들도 옛날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역사주의와 여 

러 양식을 뒤섞는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반응했다. 

부자들의 방은 골동품 진열장이다. 고대， 고덕， 르네상스， 루이 8세 등 우리 시 

대의 것만을 빼고 모든 세기의 유물이 한자리에 모여 있던 상황은 어느 시대에 

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가까워진 듯 과거의 폐허위에서 연명해가 

고 있는 것처 럼 보였다 11) 

독일의 경우 이러한 취향에 대한 뚜렷한 반발로서 “새로운 양식"(유겐트 

슈틸， 아르 누보)이 대두하는 시기는 이른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 das 

klassische Zeita1ter des 1'rnIffi메srnus"12)라고 이야기되는 1쨌년대부터 1914 

9) 홉스봄자본의 시대J ， 452쪽. 

10) 같은 책， 453쪽. 
11) 앵러스테어 텃커 저， 고역라 역 f아르누보ι 서용: 시꽁사.1~. 8쪽에서 재 ~1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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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양식들과 더불어 “고전적 모더니즘 die 

에as잇sche Mα:\erne"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조형예술을 중심으로 “질적 

으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형상화의 가능성이라는 도전을 인식"13)한 예술사 

적 조류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뚜렷이 발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바이마르 시기의 모더니즘 문화이며 이른바 “황금의 :l)년대 die 

Golde뼈1 Zwan끽ger J메re”라는 표상을 만들어낸다. 잘 알려진 예만 들더라 

도 이 시기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발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가 

있었고，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 발표되었다. 브레히트와 카프카7r， 렬케와 

헤세가 이 시기에 글을 썼다. 피스카토르가 정치적 극장을 선보였고， 쉰베르 

크와 힌데미트가 현대음악을 열었다. 회화에서도 표현주의， 신표현주의， 신즉 

물주의， 다다이즘， 미래주의， 입체파， 원사주의， 신고전주의… 등등 현대미술 

의 주요양식들이 공존했던 시기도 이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의 역사를 다루는 슐체는 “황금의 :l)년대”라는 개념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 

다고 말한다)4) 이 시기의 문화를 주도한 인물들은 사실상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기 이후 또는 

다른 곳에서 본격적인 엽적을 내놓아서 유명해진 인물들의 이미지가 이 시대 

에 투영되면서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콜프 같은 역사가에 따르 

면 황금의 :l)년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문화라는 개 

념을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5)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때가 1921년이었고1 마르틴 하이데거 

가 『존재와 시간』을 발표함으로써， 플라톤 이래로 고수되어온 전통 형이상학 

의 근본이 뒤엎어지기 시작한 것도 1927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락 이 

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영화에 최초로 예술성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되는 표현 

주의 영화의 대표작들도 상당수가 이 시기에 제작되었고，16) 프로이라 인간 

12) Vgl 돼rschfe1따이litzinger， Das Kai였reich， 146f. 
13) 위르겐 하버마스 저， 이진우， 박미애 역새로운 불투명성~， 서울: 문예출판샤 19)), Z팩. 
14) Vgl. 뻐gen Sch띠ze: w，앙nar. Deutsc비뼈 1917-1웠， I3erlin 1쨌， S. lZ3f. 
15) Vgl. E뼈뼈rd Kolb: Die Weimarer R뼈lblik， Münch!윈1째ien 1ffi1, S. 92f. 
16) Vgl. Thomas Elsaesser: W，마nar Cinema and After. Gerrnany’s historical irna밍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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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의식에 관한 주요 논문들을 발표한 것도 이 시기였다. 물론 프로이트의 

F꿈의 해석』이 나옹 때가 1ml년이었듯이 딱히 때년대로 국한되지 않는 사례 

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둘러싼 시기가 문화사적으로 

“황금 같은” 엽적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시기는 독일 현 

대문화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패턴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나 극명하게 각인되었던 시기"17)였던 것이다. 

집약적인 문화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와 유일하게 비견될 수 있는 

시대는 괴테가 활동했던 18세기였다. 그러나 18세기 천재들의 문화도 바이마 

르 모더니즘처럼 14년간이라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토록 집약적으로 성과 

물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점에 바이마르 모더니즘의 독자성이 존재한다. 이 시 

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비단 그 문화 때문만은 아니다. 무엿보다도 바이마 

르 공화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 시기에 가장 새로운 실험이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실험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이 화려한 문화사적 엽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최고의 실험들이 진행되고 었던 

이 시기 독일의 토양은 그 설험을 지탱할 만큼 비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 

옥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지독히도 척박했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당대 최고의 민주주의는 군국주의와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의 흐름에 

부딪치면서 좌초해간 역사가 이 시기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코스모폴리탄적이 

고 휴머니즘적인 글들을 괴테와 쉴러가 쓰고， 그것이 독일을 넘어서까지 인정 

받던 시절，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는 프랑스나 영국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 

도로 낙후된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처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인 

텔리들이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적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던 이 시기， 독일의 

토양은 사장 최악의 전체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탁월한 소수의 

진보와 다수의 반동적 대응， 이것이 독일 문화사의 근저에 깔려 있는 주요한 

모순이며， 이 모순에 의해서 독일 문화사의 특수성이 형성된다. 

LondorvN밍T Yorl<, S. 22. 
17) 탁선미현대성의 도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와 문학J ， 전영운， 유형식 편문학， 그 

사이의 존재~， 서울: 이학.;，}，:m3， 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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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바이마르 문화를 주로 연구해옹 헬무트 레텐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네 가지로 대별된다)8) 그 첫째는 바이마르 공 

화국을 제1차 세계대전 패배의 산물로 보는 입장이며 이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과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쓰 

라린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에서 베르사이유 조 

약의 과도한 부담을 두드러지게 강조승}는 진영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둘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는 국7씨회주의 독재의 전새前史)였을 뿐이 

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거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움직임은 저 끔 

찍한 역사를 향해 가는 동인들이었으므로， “황금의 이십년대”라는 허울에 가 

려진 “파시즘의 피비린내 나는 안개를 뚫고"(벤야민) 이 시대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세 번째는 19세기 시민계급의 문화가 정점에 오름과 

동시에 해체되기 시작한 역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라는 입장이다. 그리 

고 네 번째의 입장은 바이마르 시대가 어떤 균질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 

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던 시대， 즉 “담론의 동시성 

Gleichz잉tigkl잉t von Diskursen"을 특정으로 하던 시대였다는 시각이다. 

바이마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은 바이마묘 문화에 대해 명쾌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마르 

시대의 문화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시대 문화의 다양성 때문만은 아니 

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모두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간에 - 이 공화국의 붕괴 원인에 대한 질문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프리트만의 지적처럼 19) 이 시기 히틀러 파시즘의 흐름에 대한 고찰 없 

이 문화 자체만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이념은 위로부터 주어진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프로이센 군국주의 정신이 사회 성원 대다수의 의식을 잠식해있는 

상태에서 군국주의의 모순이 내발적(內發的)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 

18) Helnmt Lethen: Avantgarde tmd Modernisierung im Zeitrawn 뼈 W앉narerR없lblik， 

r독일문학J 제82집CID2)， 7쪽 이하 참조 

19) Zitiert nach Kolb, Die W，머Jnarer R맴lblik，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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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 패전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다. “어찌됐 

든 공화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처럼 독일로 다가왔던 것이다， "2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독일인들이 서명을 하고 난 후 불과 2개월 

도 채 안되는 8월 11일 독일 초유의 민주주의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부터가 준비되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였음을 수치적으로 드러내준다. 소 

수를 제외하고는 현실정치에 대한 영향력 있는 비판세력으로서의 지위를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독일시민계급 특유의 공권력에 대한 복종심이 

이 시대의 보수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제4계급과 좌파의 이념은 극도로 경원 

시 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장차 극우 파 

시즘이 대두할 수 있는 정신사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시대의 역사를 파시즘에 이르는 과정으로 만들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태생적 한계는 정치사뿐 아니라 문화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시각이다. 최초의 민주주의헌법에 대해서 정작 시민들은 불편하 

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 모더니즘 예술도 이 시대 시민들에겐 불편하리 

만치 낯선 것이었고， 사실 대중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었다. 예 

컨대 이 시기 대중을 매료시켰던 것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소외를 문제시 

하는 카프카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헐리웃 다음가는 규모를 자 

랑했던 독일 영화사 ‘우파 UFA'’21)에 의해 제공되는 영화였다. 이 영화사는 

이미 1917년 설립당시부터 독일 국방부가 개입하고 있었던 데다가，22) 19n년 

이 회사를 사들인 후겐베르크 또한 극우적 보수주의자였고， 언론재별로서 공 

화국의 이념을 탈각시키는 여론을 조성하고， 중앙인민당의 당수에 오른 후에 

는 나치와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을 폈던 인물인J:lt，23) 그의 영화사가 어 

때) Walter Laqueur: WI려rnar. Die Kultur der R없lb때 übersetzt von otto Weith, 
Fra파며따 am Main/Berlin 1976, S. 15 

21) Vgl. 뀐saesser， w<잉nar Cinema und After, S. 100. 
22) Vgl. 티saesser， w<밍nar Cinema und After, S. 107. 
23) Vgl. αto Dann: Der Erfolg der NSDAP und s밍ne Wurz머n. in: Heinrich August 

wi띠<ler/ Ale없I띠er Cammann: Weimar. Ein 냐sebuch zlπ deutsc뼈1 Geschichte 
1918-1933, München 1앉B， S.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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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화들을 내놓았을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중들의 관심을 실업과 같 

은 당면문제로부터 돌리교 피상적이고 명랑한 뮤지컬이나 독일적 영웅을 찬 

미하는 영화들을 내보냈던 우파 영화사의 프로그램은 그의 언론사들과 더불 

어 극우로 가는 후겐베르크의 행로를 도와주는 양대 지원세력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24) 1없7년 괴벨스의 지휘 아래 강압적으로 이 회사를 사들인 나치 정 

권은 본격적으로 전쟁선전영화를 제작하면서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의 이데 

올로기를 강화했다.잉) 

음악에서도 이 시기 최고의 예술가였던 쉰베르크의 음악이 아니라.:26) 미국 

의 재즈가 독일 시민들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이른바 “재즈 전염 

Jazz-Infektion"27) 현상은 일차대전 이후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으로서의 미국 

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미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동일시되던 “아메리카 

니즘 Anffikanisrrrus"28)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후였을 뿐이다. 

후대의 예술비평가들이나 역사의 서술자들로부터는 주목을 받았지만， 당대 

의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했다는.29) 것이야말로 이 시대 모더니즘 예문화의 특 

징이다. 그것의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그리고 소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행해 

져온 역사였다. 처음부터 소수의 숙명을 받아들였던 예술가들의 경우 이러한 

역설은 그들의 작품에 극도의 실험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귀결되기도 했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언어는 지구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아르 

키메데스의 점”처럼 상징적인 기호로 전이되었고 펀베르크의 음악은 협화음 

과 불협화음의 전통적 위계를 전도시켰다. 미술에 있어서 면의 구성요소에 

24) V gl. Peter Gay: 'M잉rnar Ctùture. 까le Outsi，뼈 as Insi，따， New Yrnk 1쨌， S. 1웠. 

25) Vgl. Elsaes앞， Weirnar Cinema m펴 Af따， S. 1쨌. 

26) Vgl. Gordon A Craig: Musik in 따 W때narer R따Iblik， in: H밍nrich August 
Wmkler/Al없n따 cammann [뻐sg.l: w，따nar. Ein Lesebuch zlπ d태tschen 

Geschichte 1918→1짧， Mlωlchen 1땐， S. 175f. 
27) V gl. Klaus 뼈nn: Die “Jazz-Infektion", in: 뻐nrich August Wmkler/ Ale짧1따 

cammann [Hrsg.l, Weirnar, S. 144 
28) I농tlev ]. K Peukert: Die WI티rnarer R없lb파ι Neue Historische Bibliotl:없 Fra파며lrt 

am Main 1S67. S. 100. 
29) Vgl. S뼈hen T. Lee: 까le WI얹nar Reoub파ι London & New York 1쨌. 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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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던 선은 칸딘스키에 의해서 면이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을 새로운 방식 

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다수의 대중들에게 외면당했던 이 소수들의 예술적 

창조행위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바로 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그리고 그 대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독일문화사적 역설이 

성립한다. 

111.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바이마르 시대 이전 독일의 조형예술은 음악에서처럼 바흐와 베토벤을 가 

져본 적이 없고， 문학에서처럼 괴테와 쉴러 같은 인물을 배출해본 적이 없었 

다. 다른 장르들과 달리 유독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본 적이 단 한번 

도 없었던 조형예술계가 처음으로 현대예술의 맨 앞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은 

바로 때세기 모더니즘을 선도하는 표현주의를 통해서였고， 이 사조는 이미 

빌헬름 제국주의 말기에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잘 알려 

진 바대로 당대시민들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3이 그것은 보수적 

이며 통속적인 것을 선호하고 예술에 대해서 무지했던 빌헬름제국 시대의 사 

회분위기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였기 때문이다.3D 표현주의는 빌헬름 제 

국에 이르기까지 독일적 가부장주의를 표현해온 모든 표상들을 일그러진 형 

태와 암울한 색채로 고발했고(에곤 쉴레) 제국의 경제력에 감탄하면서 물질 

문명에 도취하는 도시인들의 랭한 내변을 화폭을 통해 보여주었대키르히네. 

왜곡된 현대를 넘어 다시 원시와 자연으로 정신을 되돌리기도 했고(에밀 놀 

데)， 색체의 원형으로 돌아가듯이 정신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으며(칸딘 

스키)， 형태를 끝없이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함 속에 다시 나타날 무한하고 원 

초적인 존재의 우주를 꿈꾸기도 했대파울 클레). 그러나 제국의 정신을 거부 

30) Vgl. LaQ1뻐IT， WI때nar， S. 짧f. 
31) Vgl. Ro바rt Sucka\e: Kunst in Deutschland Von Karl d없1 Grossen bis Heute, Köln 

l!m, S. 5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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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표현주의 화가 중에 상당수가 제국이 벌이는 전쟁에 자원입대했을 정도 

로 이들의 반제국주의는 때로 막연한 추상적 이념에 불과했지만，32)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빌헬름 제 

국 정신과의 단절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문학이건， 연극이건 

영화건 간에 총괄적으로 ‘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였다.잃) 이에 대한 보 

수적 우익의 거부감도 커져 가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이르면 이 거부 

감이 집단적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나치의 문화책임자 요제프 괴벨에 의해서 

기획되고 당시 독일 조형예술 담당실장으로 있었던 아돌프 치글러에 의해서 

주도된， 이른바 〈“변질된 예술 En때tete Ktmst" 전시회>34)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독일정신을 “변질”시켰다는 이유로 모더니즘 예술을 포함 대략 

16，뼈작품이 오욕 당했던 이 전시회는 표현주의 외에도， 인상주의， 다다이즘， 

신즉물주의， 초현실주의， 큐비즘， 또는 포비즘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조 

형예술뿐만 아니라， 스왕과 같은 흑인재즈， 파울 힌데미트1 한스 아이슬러， 아 

놀트 쉰베르크 같은 현대음악가들， 그리고 유대즘이나 볼세비즘의 영향을 받 

은 예술작품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성립당시부터 벌헬름 제국주의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성립 후에는 히틀러 

파시즘에 의해 말살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의 화려했던 모더니즘 예술도 제국주의와 파시즘 사이에서 짓눌려갔다. 바이 

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바이마르 시대의 모더니즘 예술문화는 동일한 지 

평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원년부터 화폐개혁이 있던 1잃4년까지 새로운 정치체제 

32)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전쟁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했고， 숱한 청년들이 자원입대했다. 그중에는 오토 닥스(Otto Dix), 오스카 코코쉬 
카(Os없r Kokosc빠‘a) ， 프란츠 마르크(Franz 뼈π)， 막스 빽크만(Max Beckr때m)동의 

아방가드르 화가들도 속해있었다. 그로피우스가 속해 있었던 독일 공작연맹도 전쟁에 

찬성했다. 그러나 패전과 더불어 이 지식인들의 세계관도 붕괴된다. 그로피우스의 말대 

로 지식인들은 전션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Vgl. 뼈g없lena 
Droste: Ba며Jaus 1919-1앉l3， Köln [u.al axJ2, S. 16. 

33) Vgl. Suc때le， Kunst in Deutschlæ피， S. 578. 
34) h빠//www.dhm.때에뼈mψm뼈unsνe뼈rte 독일 역사 박물관 인터넷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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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낡은 이념의 모순， 좌익과 우익의 폭력적 대립， 불안하게 치솟는 물가교 

국수주의의 완연한 팽배 등으로 하루가 달리 정세가 급변하던 시절에는 예술 

도 이러한 격동의 역사에 상응하는 주관적 발언과 새로운 실험들을 쏟아내다 

가， 1없4년에서 1때년 사이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던 시기에는 문화도 

이러한 안정 기조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문화적 발언들이 우세해진다)5)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흔히 협의의 “황금의 

æ년대”라고 불라는 시기이기도 하다，36) 1913년 이후의 경제적 재앙과 우익 

의 득세 이후 예술은 숨을 죽이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새로운 제국의 이 

념을 열렬히 선도했다. 이 시기 문화현상은 이 시대 정치， 경제적 변화를 드 

러내는 바로미터였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더불어 탄생했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함께 죽어간 조형 

예술종합학교 ‘바우하우스’의 역사는 이 시기 모더니즘이 걸어간 궤적에 대한 

상정처럼 보인다. 바우하우스 역사의 세 단계 -여러 가지 실험을 모색하는 

초기 벤처단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냉정하게 업적을 쌓아 올려 가 

는 중기 단계， 위기상황에서 극도의 비관주의에 빠져드는 말기단계 -는 바이 

마르 공화국 자체의 세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7) 바이마르 공화 

국의 헌법이 $세기 민주주의 헌법의 원년처럼 이야기되듯이， 바우하우스의 

문화도 현대 산업디자인 문화의 원형처럼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우하 
.Q..까、ε; 
’ -L-

오늘날 산업디자인의 양식을 창조했으며 그 기준을 마련했고 현대 건축의 발명 

에 기여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 읽고 있는 책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의 모양을 바꾸어 놓았다}8) 

35) 1없4년과 19z9년 사이의 기간은 독일의 경우 건축붐이 일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건축붐에 힘입어 새롭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모델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주도한 건축가 

들의 작품은 후대에 모더니즘 건축의 전형적인 예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더니즘 건 
축에 대한 놀라움은 이후 우익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문화적 볼셰비즘”이라는 비 

난에 직변했다. V gl. Kolb, Die wi잉marer R없빠(， S. 100. 
36) Vgl. pa띠 Bookbin빼 W많nar Gerrnany, Manchester이ew York læJ, S. 145. 
37) Vgl. Gay, W，얹nar Culture,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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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 읽고 있는 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의 모양을 바꾸어” 놓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바우하우스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것처럼 단명으로 끝났다. 본고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독 

일문화사를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우하우스의 역사였다는 피터 

게이의 관점에 기대면서 바우하우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우하우스의 문화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더불어 출발하지만， 바이마르 공 

화국의 문제들이 이미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제국 시대와 뿌리깊게 연관되어 

있듯이， 바우하우스의 개교와 더불어 나온 이념들도 제2제국 시대의 예술 

관39)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무보다도 바이마르 시대를 

전후한 산업디자인의 발달은 독일의 산업발달 및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발전했다. 바우하우스 이전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 

던 산업미술 단체 ‘독일공예가연맹 Irutscher Werkbund'’의 경우， 빌헬름 2세 

시대였던 lW1년에 “향상된 산업 생산 수단을 통하여 독일문화의 통일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일의 우위를 확보한다."40)는 목적 

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벌헬름 제국주의에 이어지는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였던 것처럼，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독일공예가연맹’의 뒤를 잇 

38) Wolf von Ec셈wdt의 말， 프랭크 휘트포드 저， 최범 역바우하우스~， 서울: 시공사， 
2(0), 10쪽에서 재인용. 

39) 바우하우스의 전신이었던 작센 공예학교를 설립한 작센 대공 칼 알렉산더Karl 

Ale없nder의 r예술관 고백록 M앙1 Kunst-Gla따mbekenntnisnach 따 ψ때uR잉s5J 
은 제국시대 예술관이 어떤 것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고백록에 따르 

면 예술은 “신의 전지전능과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므로 그 어떤 사변(S따rulation) 
의 대상이 아니며， 위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것의 통일이고， 이러한 예술의 진리는 고대와 

중세의 위대한 엽적들이 보여주듯이 -바로 그 예술이 창조되는 그 땅(Bc빼1)에서 자라 

나야 a-]-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예술에는 이러한 토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신 

성한 정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민족적 토양과 확고히 결부될 수 있는 예술가들을 키워낼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미 문학과 과학에서는 이런 과제가 수행되었으나 조형예술 

에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이 분야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2년 후 대 

공의 명에 의해 생겨난 것이 작센 공예학교였다. V gl. Achim Preß / Klaus JÜl당en 

Wrnkler: W<밍marer Konæpte. Die Kunst-und I3auhochschule 1æJ-1잊:6， WI려mar 1앉:6， 

S 댔. 

40) 페니 스파크 저， 최범 역， ~aJ세기 디자인과 문화.<1， 서울· 시지락， aJ03, 100-101쪽. 



148 오순희 

는 것은 진보적인 바우하우스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후반부에 가면 극우적 

세력이 주도하게 되듯이， 바우하우스의 후반기에 가면 나치정권의 후원을 받 

으면서 성장하는 산업디자이너들이 주도권을 넘겨받는다. 이렇게 성장한 대 

표적인 경우가 폴크스바겐의 디자이너들이다.41) 결국 빌헬름 제국에 봉사했 

던 독일공예가연맹 시대와 나치제국에 봉사했던 폴크스 바겐 시대 사이에 바 

우하우스의 시대가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앞에 빌헬름 

제국이 있고1 바이마르 공화국의 뒤에는 나치 정권이 다가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바우하우스의 전신인 〈작센 공예학교〉는 독일의 상품을 보다 더 잘 수출 

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산엽디자인이 펼요했던 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개혁대상으로 올라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워진 

것이 바우하우스였다.42) 그로피우스에게 교장직이 주어진 것도 그가 이미 일 

차대전 이전에 가장 잘 나가는 공예단체였던 〈독일공예가연맹〉의 회원으로，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새로 

운 형식실험의 장을 열어보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그로피우스의 개혁은 단순히 물건을 더 세련되게 만드는 장인들 

을 키워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한， 보수적인 당국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에 따라 산업자본주의화와 

기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인식하고 사회주의적 개혁만이 독일을 구 

할 수 었다는 신념을 가졌던 그로피우스와， 독일제국의 우월성을 산업적으로 

알리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 보수적 당국과의 만남， 이것이 바우하우 

스의 태생적 한계였던 것이다. 

제국시대의 이념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 

었던 그로피우스는 새로운 이념을 지향}는 다양한 인재들을 바우하우스로 

불러들여 “정신적 인재들의 공화국을 위한 초석"43)을 놓아보겠다는 생각으로 

41) 같은 책， 138쪽. 

42) Vgl. Preiss / Wmkler, wi려marer Konzepte, S. 124f. 
43) Dros없 Ba벼13US，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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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직에 취임한다. 그리하여 제국적인 것， 국가적인 것， 물질 문명적인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와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동경을 그림으로 나 

타내는 표현주의의 대가들이 바우하우스의 선생으로 초빙되었다. 초기의 바 

우하우스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생활공동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데， 이는 특히 학생들의 독립적 인격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었 

다.얘) 학교의 이사회 뿐 아니라 많은 학교행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후원 

자들의 도움 외에도 자체 생산품을 판매해서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고자 했던 

그로피우스의 이념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에 부딪치면서 좌초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이 시기 문화를 주도하던 교양 시민층 상당부분의 물적 기반에 

타격을 가했디45) 이들은 바우하우스처럼 정해진 액수의 후원금에 의존하거 

나， 월급과 같은 공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46) 이념적 

으로나마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의 우위성을 내세울 수 있었던 교양시 

민계층의 물적 기초가 흔들림에 따라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종속성이 더 이 

상 오인될 여지가 없이 뚜렷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작 

품 또한 명시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팔리고 교환될 수 

44) 휘트포드， 앞의 책， 68쪽 참조. 

45) 이는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화폐가치의 폭락과 더불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수치치적으로도 실감되었다. 1앓년과 19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건의 

교환가치에 대해 실감하게 된 시대였다. 1921년 12월 베를린에서 1달러의 가치는 평균 

191 마르크였다. 그런데 1922년 12월에는 τg힘 마르크가 되고， 1923년에는 4.2조 마르크 

에 이른다. 특히 1923년 하반기에 마르크화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과정은 독일의 “교양 

시민들 Bi1뼈ngsbω-ger"로 하여금 삶의 물질적 기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만들 

정도였다.5월에 약 4만 7천 마르크이던 달러는 6월에 10만 마르크를 넘어서고， 7월에 

는 35만， 8월에는 뼈만， 9월에는 9，811만， 10월에는 댔억， 11월에는 2조， 그리고 12월에 

는 앞서 언급했듯이 4.2조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Vgl. 많nd Widdig: Culture and 
Inflation in Weirnar Gerrnany, Berkeley [u.al 1體， s. 'Sl. 

46) 예컨대 교수들의 경우 완만한 임금상승과 빠른 인플레이션의 결과 l않년 이전 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1913년 미숙련 노동자의 7배가 되던 교수 월급이 l앓년에는 1.8 
배에 불과했다. 신문에는 학교교장 수입이 수위보다도 못하다느니， 엔지니어와 건축사 

의 수입이 열쇠공과 벽돌공보다 털하다느니 하는 불평들이 올라올 정도로 실질수업에 

대한 정신노동자들의 관심도 특히나 예민해지던 때가 이 시기였다 Vgl. Widdig, 
Cul따-e and Inflation in Weirnar Gerrnany, S. 181. 



150 오순희 

있는 객체로 변해갔다.47)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바우하우스의 원칙에도 변화를 가져온다.생) 이러한 

맥락에서 임용된 모흘리 나기도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홀로 작품창작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사치라는 좌파적 이념으로 “기계 앞에서 만인은 

평둥"49)하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 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따라잡는 것을 바우 

하우스의 모토로 내세운다. 그리하여 “기계를 만인의 적으로 간주한 공상적 

사회주의 대신， 끝없이 증대되는 생산이 낳는 이윤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유 

토피아가”밍) 바우하우스를 이끌게 된다. 말하자면 이 시기 바우하우스의 이 

념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자본주의적 경제원칙이 교묘하게 혼합된 형태였던 

것이다. 잘 팔릴만한 물건들이 만들어졌고， 주문도 늘어났으나， 생엽의 위기 

를 느낀 수공업자들의 반발과 점점 거세지는 우익의 목소리가 바우하우스를 

위협했다. 1없4년 우파가 뒤링엔 주 의회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바우하우스 

에 대한 압력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로피우스가 갖은 

타협안을 내보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결국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는 문 

을 닫는다.50 이후 데사우로 옮겨 다시 문을 연 바우하우스는 개인적 창조성 

보다 기계 생산에 유용한 디자인의 제작에 중점을 둔다. 학교의 물건판매업 

적은 올라갔고 1925년에는 바우하우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특허와 디자인 

47) Vgl. Widdig, Culture and Inflation 띠 W얹nar Gennany, S. 1æ 
48) 19zz년 2월 3일 작성된 그로피우스의 메모를 보면 이러한 변화과정이 잘 드러난다: 

“이텐 선생은 최근에 우리가 외부 경제 세계에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작품을 제작하던지 아니면 산엽을 이해하려고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나누기보다는 그 ‘결합’ 속에서 통일성을 찾고 

싶다 창조적인 손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의 형태를 인정하듯이 잘 만들어진 비행기나 자 

동차 혹은 기계의 형태도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 ... ] 요즘세대들이 만들어 낸 것 가운 

데 어떤 것이 나중에 우리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건축가나 아카데미 화가들 그리고 미술공예가의 작품은 떠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증기 

기관이나 비행기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공장들， 미국의 유도탄， 지하격납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계제품들이나 이에 수반되는 형태의 세계가 떠오른다 휘트 

포드， 앞의 책， 120쪽에서 재인용. 

49) 같은 책， 128쪽에서 재인용 
50) 같은 책， 142쪽. 
51) Vgl. Walther Sch려dig: Crafts of the 뼈따1aUS 1919←1없4， London 1937,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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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많) 

작품제작이나 학교운영 공히 기능주의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1927년 새로 

부임한 한네스 마이어의 임용과 더불어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보다 철저히 접목하게 된다. 마이어에게 건축은 더 이상 미학적인 작 

용이 아니며， 더 이상 예술성의 표현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에 주목하여 건축을 설계하는 것， 이것만이 건축가의 의 

무였다. l'쨌년 마이어의 교장취임과 더불어 바우하우스의 교과과정도 영향 

을 받는다.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사회학， 경제학 강의 둥이 학생들에게 제공 

되었다. 학생들 간에도 공산당 세포조직이 형성되어 전교생의 10퍼센트 정도 

가 가담했다. 그러나 점차 세를 불려가던 우익에게 이러한 학교의 분위기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뻐만 명 이상이 히틀러에게 표를 몰아주 

던 1때년경에 이르면 우익의 적대주의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파업하는 광부 

들에게 학교이름으로 기부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마이어의 사임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그 해 8월 마이어 대신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교장으로 

부엄하면서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시기가 시작된다.잃) 

바우하우스에 오기 전부터 강철이나 유리 같은 최신 재료에 의한 빌딩 디 

자인으로 유명했던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부임은 몰정치적 미의 중요성이 부 

활하는 것이자 좌파적 이념이 종언되는 것을 의미했다. 학생들에게는 정치적 

활동이나 토론이 금지되었고 학교 행정에서 학생들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1 바우하우스에 대한 우파들의 거부감은 불식되지 않았고， 

1없1년 데사우 시의회가 나치에 의해 장악된 후로 압력이 거세지다가， 1않 

년 학교는 다시 문을 닫게 된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베를린으로 옮겨 후원 

자를 찾았으나 더 이상 바우하우스를 받아들여줄 분위기가 아니었고， 사립학 

교로 바꾸어 활로를 모색해보지만， 히틀러가 수상이 되던 1잃3년， 모더니즘 

일반에 대한 나치의 탄압과정 속에서 바우하우스도 폐교된다. “유대 마르크 

시즘적인 ‘예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명백한 은신처”라는 것이 나치가 

52) 휘트포드， 앞의 책， 1.':ß쪽 이하 참조. 
53) 같은 책. 1oo-l9l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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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운 폐교의 이유였다딩) 

바우하우스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바이마르 모더니즘 예술문화는 

기본 원칙상 다수의 대중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향유되었던 문화였다. 이 시대를 

살아남은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이념과 소수의 예술문화가 아니라， 보수적 이 

념과 다수의 대중문화였다~55) 

모든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가 진정한 문화라는 전제 하에서 바라본 

다면， 이 시기 문화를 실질적으로 ‘모던’하게 만든 것은 이 시대 대중들을 유 

혹했던 소비문화와 오락문화였다. 이러한 양상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시기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독일 

제국 이후 계속되어온 산업자본주의의 결과이다. 높은 예술성의 표현주의 영 

화가 이 시대 영화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이 시기 관객 

의 취향을 주도했던 것은 표현주의가 아니라 오락영화였기 때문이다. 태생적 

으로 대중들의 오락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영화산업;'6)이야말로 이시기 모더니 

즘 예술문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다. 대중의 통속적 취향은 그렇지 

않은 예술을 변질된 것으로 낙인찍는 나치의 폭력에 이무런 저항도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IV. 결론 

독일 최고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최초의 시도였건， 아니면 파시즘의 전 

새前史)였건 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그 종말에 이르 

기까지 정작 그 체제의 주체여야 할 시민계급의 동의하에 생겨난 것도 아니 

고1 시민계급의 참여에 의해서 유지된 체제도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54) 갇은 책， 193-1!lì쪽 참조. 
55) Vgl. Peukert, Die W，밍marer R따lb따 S. 1ffiff. 
56) 요아힘 패히 저， 엄정택 역영화와 문학에 대하여~， 서울: 민음사， 1앤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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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끌어 앉을 

수도 없었다. 다양한 목소리는 있었지만 어느 목소리도 체제의 안녕을 유지 

하는 안정된 목소리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실험”이라는 표 

현조차도 이 시대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고， 굳이 표현을 찾자 

변 펠트만이 제안했던 것처럼 “사실상 성공확률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도 

박."5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마르 문화를 특정짓는 다양한 형식실험들도 공동화{空洞化)된 바이마 

르 민주주의의 공간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지형도를 그려보 

려는 시민계급의 예술적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전체가 파 

시즘으로 다가서는 분위기에서 나온 모더니즘 예술문화의 다양한 목소리는 

이 시대 화가 뭉크가 그련 표현주의적 작품 ‘절규’에서처럼 정체성의 불안을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했다. 서로가 서로의 기호를 해독하는 일이 갈수록 어 

려워지면서 ‘절규’는 고립되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앞에 직면하면서 ‘비 

명’으로 변해갔지만， 대중문화 속에 파묻힌 다수의 귀에는 이 비명이 들리지 

조차않았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고급문화이건 다수의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일상문화이건 간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문화가 현상적으로 다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문화사를 장식하는 뛰어난 

업적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파시즘과 결부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1 이 시 

대의 다양한 대중문화를 향유하던 관객들의 모습도 머잖아 히툴러에게 손을 

흔드는 관객들의 모습에 의해 대치되어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시기 문 

화의 다양성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반영하거나 지탱하는 힘이 되 

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적 전체주의문화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닌 셈 

이 되고 말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문화는 다양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문화에서 보듯이 문화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민주주의적인 

57) Zitieπ nach Ric벼떠 l3ess밍Why Did the WI에narR없lblic Coll며æ?， in: 1an 
Kershaw: WI밍Jnar: Why did t뼈 g때nan 뼈mcracy f;때? New Yo얘‘ 191),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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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이 다양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승}는 물음까지 동반되어야 한 

다. 다양성을 기치로 딴 대중문화가 문화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이 더 이 

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된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홉스봄의 명쾌한 지적 

대후 원래 “대중문화는 제국주의 시대의 것’'58)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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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rrrnenfassung> 

Demokratie und kulturelle Verschiedenheit 
- Zum Schicksal der modernen Kultur in der Weimarer Republik-

Soon-Hee Oh (Seoul National Univ.) 

Was die Beziehtrng ~찌schen Demo뼈tie und Ku1tur angeht, scheint 

es imrær sinnvoll zu sein, wenn man sagt: Je demokratischer 많le 

Nation ist, desto verschiedener entwickelt sich die Ku1tur. Jeder Versuch, 

die mcx썼ne Suche nach der unbE뼈n맑en Verschiedenartigkeit des 

kulturellem Lebens kritisch zu sehen und die Richttrng der Ku1tur 

weπurteilend im Auge zu hal따1， kommt d삶1앉 auf den Verdacht der 

Antidemokratie. 

Die deutsche KuIturgeschichte in der Weimarer R멍ublik zeigt, wie 

die Zeit der Weimæ만 Repub뻐 die erste demokratische Verrasstrng und 

die mαieme KuItur im h없tigen Sinne zur Tage gebracht hat. Die 

Gesc비chte um das zw밍te Jahrzehnt d않 20. Jahrhundert 뼈eckt sich 

mit unz삶ùigen Beispielen von kulturhistorischer Bedeuttrng so wie, um 

nur el띠ge Beispiele anzugeben, die Auffuhrung des expressionischen 

Film Dr. Kaligaris Kabinett im J메re 1919, wo die Demokratie 따 

W잉marer R없lb뻐 verrasstrngsgen퍼 뼈ann， Freuds wichtige 

psycholo밍sche Aufsätze, Eins따ns Relativitätstheorie, Heideggers 

Hau따rem Sein 뼈 Zeit, Schönbergs Musik, Kafkas Literatur 빼 vor 

allem das Baullaus von Gropyus, Vater der rmdernen Archite따ur 

gen뻐nt. 1m To{X)s, “die Goldenen Zwanziger", samrælt sich alle 

Vorstellungen des legendären AufschWtrng dieser Zeit sowohl in der 

Demo뼈.tie 외s auch 띠 d앙 KuItur. 

Es h따 sich jedoch die Frage erho밟1， ob diese Zwaniger in der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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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gewesen sei, ob die Vorstellung des Goldenen Zeitalter nicht 

ein Mythos gewesen 앙. 많mdi엉es Zeitalter 뼈eckt sich auch, so 뻐e 

Benjamin, mit d없1 blutigen Nebel des Fas띠ismus. 

Das Schicks떠 der Weimarer rr빼emen K버tur besteht 없rin， dass 

nicht wenige von den hervoragendsten Vertreter diser Zeit unter dem 

Verdacht stehen, dass sie nicht frei von der faschistischen Farbe seien, 
sei es gewollt oder gezwungen, Peter Gay hat a따 eine Homologie 

a찌schen Politik und Kultur am Beispiel der Geschichte des Ba바laUS 

hingewiesen, dem das 삶mliche Schicks떠 ereilte wie der Demokratie der 

Weimarer Republik im Zeitraurn 1919-1잃3. Angesichts dieser 

Verworbenheit der Weimarer Modeme mit der totalitären ldeologie 

scheint es wiederurn unzulänglich zu sein, werrn man die Verschiedenheit 

der Kultur perse für das Kriteriurn der Dermkratie 뼈lt， sei es derrn, 
dass man gleichzeitig im Auge h값t， wohin sich diese Verschiedenheit 

verschiebt und welche ldeologie ihre H하lde im Spiel 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