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하엘 탈하이머의 연출미학
－ <무죄> 공연에 나타난 시선과 공간성에 주목하여

이 숙 경 (서울대)

Ⅰ. 들어가는 말

미하엘 탈하이머 Michael Thalheimer는 1965년 랑크푸르트 태생의 독일 
연출가로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안드 아스 크리겐부르크와 더불어 고유의 독

특한 연출미학으로 평단과 객으로부터 주목받아 왔다. 스 스 베른의 연기

학교에서 배우수업을 받은 그는 마인츠, 니츠 등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1997년 <건축가와 앗시리아의 황제 Der Architekt und der Kaiser von 
Assyrien>를 시작으로 연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무 미술가 올라  알트

만 Olaf Altmann과 함께 라이부르크, 바젤, 라이 치히 극장, 드 스덴 국

립극단, 함부르크의 탈리아 극장에서도 공연했고, 평단의 호평과 객들의 호
응에 힘입어 2006년부터는 베를린의 도이췌스 테아터에서 상임연출가로 활동
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주로 고 에 해당하는 시민비극 혹은 그리스 비극을 연출했던 탈

하이머는 사회에서의 불의, 세 갈등, 소통의 부재, 폭력, 자살 등 실
이고 시의 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데아 로어의 무죄 Unschuld(2003)를 
2011년 도이췌스 테아터 무 에 올렸다. 본래 이 작품은 로어의 작품 가운데
서도 특히나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드라마인데, 얽히고 설킨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우연 으로 비치는 구도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다.1) 2003년 안드
아스 크리겐부르크 연출로 3시간을 훌쩍 넘기며 연될 당시 분장, 변장, 마

1) 이숙경: 정치극의 회귀. 데아 로어의 무죄와 도둑들을 중심으로, 실린 곳: 카프카연

구 27집(2012), 101-120쪽, 107-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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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등 유희 인 요소들을 면에 내세워 연극성을 극 화한 구상2)이 주효

했다면, 2011년 탈하이머 버 의 공연은 본질 인 것과 단순함을 강조하는 

연출가 특유의 연출미학이 빛을 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탈하이머가 연출한 <무죄>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텍스트로 인정받아 온 

데아 로어의 작품에, 독특한 무  이미지 구 으로 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올라  알트만의 무 미학이 가세하면서 완성도를 높인 공연작이다. 이미 
<에 리아 갈로티>(2001), <쥐들>(2006), < 우스트 1부>(2006), < 우스트 2
부>(2006), <오 스티>(2006)를 통해 평단의 주목을 받아 온 탈하이머는3) 최
근에 선보 던 <메데아>(2012)에 이르기까지 비극공연 통에서 주요 퍼토
리라 할 수 있는 작들을 취해 기본 골격을 제외한 요소들을 과감히 삭제하

고 ‘본질 인 것’에 집 하는 방식을 취한다.
로어의 드라마 무죄는 비극이지만, 희비극 인 요소가 강하고 객의 웃

음을 자아내는 사와 상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작품에서 언 되

는 사안들은 희망 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울하고 진지하다. 작
품의 결말부분에서 희망사항을 개진하는 낙천 인 인물 한 명을 제외하고, 불
행한 삶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 확신하는 인물은 없다. 로어의 극작품은 장
빛 미래를 견하거나 미래를 낙 할 정도로 정 인 메시지를 하고 있지

는 않지만, 사회의 문제들, 특히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처에 
주목한다는 에서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고통에 천착하며 비극만을 공연해 온 탈하이머의 연출작 <무

죄>를 심으로 에 비극 공연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 비극이 
에 다시  “상상모델 내지 사고모델 Vorstellungs- und Denkmodell”4)이 

2) Vgl. Michael Laages: Der Kegel und das schwarze Loch. Dea Lohers “Unschuld” am 
Deutschen Theater Berlin (Deutschlandradio Kultur, 2011.9.29), in: http://www.dradio.de/d 
kultur/sendungen/fazit/1569678/

3) 미하엘 탈하이머는 2001년 <리리옴 Lilliom>으로 3sat방송사가 참신한 공연물에 수여하

는 혁신상을 받았고, 2002년 <에밀리아 갈로티>로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루프트 연극상

(Friedrich-Luft-Preis), 비인의 네스트로이 연극상, 모스크바의 황금 마스크상을 수상했다. 
또한 베를린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극축제 Theatertreffen에 일곱 차례 초대받기도 했다. 

4) Hans-Thies Lehmann: Michael Thalheimer, Gestenchoreograph. In: Marion Tiedtk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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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주안 은 미니멀한 무

를 선보이는 무 미술가 알트만과 연출가 탈하이머의 공동작업을 작용미학  

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해 로어의 텍스트가 지시하는 이미지와 텍
스트의 향 계가 연출텍스트로 환되어 배우들의 신체  운동언어와 만

나면서 무 에서 가시화되는 지 들을 ‘시선’과 ‘공간성’에 주목해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Ⅱ. <무죄>를 통해 본 미하엘 탈하이머의 연출미학

Ⅱ.1. 압축 내지 집약 기법

장식 인 무 를 오하는 탈하이머는 배우들의 제스처, 동작  동선, 무
 장치의 활용에서도 최소한의 것만을 허용하며 간결함을 추구한다. <무죄>
의 경우도 무  앙에 자리한 원추 모양의 세트 외에 특별한 무  장치나 

소도구 없이 공연 내내 빈 공간을 선보인다. 익사하려고 물에 들어간 여인이 
앞서 벗어둔 겉옷과 신발만이 무  오른편 앞쪽에 가지런히 놓인 채 그녀의 

부재와 죽음을 암시할 뿐이다.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무 에서 주로 양립 혹

은 삼각구도로 치한 인물들의 등퇴장이 반복 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객
들은 명료하고 무게감 있게 달되는 인물들의 독백과 화에 더욱 더 집

하게 된다.
로어의 극작품 속 불행한 인물들이 내뱉는 사의 울림, 몸짓 그리고 빈 

공간의 무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객들이 공연에 보다 극 으로 여할 

여지가 생겨난다. 간결한 선이 살아 있는 배우들의 의상, 그들의 단순하고 반
복 인 움직임  제스처, 간소하고 단출한 무  이미지가 불러오는 강렬한 

Philipp Schulte(Hg.): Die Kunst der Bühne. Positionen des zeitgenössischen Theaters. 
Berlin: Theater der Zeit 2011, S. 85-95, hier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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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2001년 도이췌스 테아터에서 공연되어 깊은 인상을 남긴 <에 리아 

갈로티>5)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탈하이머는 <무죄> 공연에서도 비움의 
미학을 효과 으로 활용해 객의 집 도를 높이고 있다.6) 궁극 으로 비움

과 채움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탈하이머의 작업방식은 철 히 계산된 소통

의 과정을 제로 한다. 
탈하이머는 <에 리아 갈로티> 공연 때처럼 난도질 수 으로 무죄7) 텍

스트에 손을 지는 않는다.8)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구도를 선호하는 
그의 연출 컨셉은 <무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연출가가 공연의 도
입부에서 무죄의 첫 장과 마지막 19장의 구도를 조합해 구 하는 방식은 

특히나 인상 이다. 로어의 텍스트 1장에서 두 명의 아 리카인은 미지의 여

인이 해안가에서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벗어둔 채 물로 들어가 익사하는 과

정을 우연히 목격하는데, 본래 이 내용은 지문으로만 되어 있는 19장에서 아
리카인들에 한 언  없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탈하이머는 두 부분을 
연결하여 도입부에서 가시화함으로써 객들의 이목을 집 시키고 비극  구

도를 압축 으로 드러내고 있다.
탈하이머는  사회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부당함과 불의 그리고 구조

 모순들을 인물들로 하여  탄식조로 혹은 분노가 묻어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게 한다. 객들은 개개인이 느끼는 불행한 삶이 개별 으로 소개되고 있

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공연 말미에는 탈하이머가 은연 에 부각시키고 있는 

인물들의 립구도를 체 인 틀에서 바라보게 된다. <무죄>의 인물들은 큰 

5) 이 공연은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 Emilia Galotti(1772)를 21세기의 개인들이 겪는 소

통 단절 및 고통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흡입력 있는 탈하이머의 연출미학이 평단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례이다. 김기란: 미하엘 탈하이머(Michael Thalheimer). 21세

기의 본질주의자, 최소의 것으로 느끼게 하라, 실린 곳: 최영주(외), 동시대 연출가론, 서
구편 II, 서울: 연극과인간, 2010, 45-75쪽, 60-67쪽 참조. 

6) 이선형: 공간을 통해 본 영화 그리고 연극, 실린 곳: 연극, 영화를 만나다. 푸른사상 

2011, 131-134쪽, 132쪽 참조.
7) Dea Loher: Unschuld. In: Dea Loher: Unschuld/ Das Leben auf der Praça Roosevelt: 

Zwei Stücke. Frankfurt a. M.: Verlag der Autoren 2004, S. 7-106.
8) 로어의 텍스트에는 그 자체로도 휴지부, 침묵을 포함해 적지 않은 규모의 여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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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볼 때 ‘ 으로 신뢰하는 측’과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측’으로 
나뉜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돈의 힘을 빌어  먼 쇼걸의 개안수술을 
돕고자 했던 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에 한 신뢰
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집필한 책들을 소거한 철학자 엘라 Ella9)가 표 인 

경우에 해당된다. 
탈하이머는 무  에서 죄, 고뇌, 고통, 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러한 추상들 뒤에 숨겨져 있는 운명들을 제시한다. 탈하이머가 추구하는 연극은 
주제를 다루는 연극이 아니라, “인간들을 다루는 연극 ein Menschentheater”10)이

다. 그는 로어의 주제들을 인간들로 압축함으로써 비극성을 배가시키고, 객

들이 비극성에 집 하게 만든다. 여기에 불행과 마주한 인물들의 독백  
화가 무 의 빈 공간을 채우며 불행한 인물들의 비극  정황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는 탈하이머의 집약 이고 미니멀한 무 가 형식 인 도구로써 뿐

만 아니라, 결구도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한 내용 그 자체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목이다.11)

Ⅱ.2. 고통의 구   공감의 미학

고 의 비극작가들은 당시 도시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부친살해, 근친
상간 등 터부시되었던 사안들을 소재로 취해 ‘비극  결함(hamartia)’을 지닌 
인물들이 불행한 최후를 맡는 비극작품들을 선보 다. 비극  결말의 주체들

은 궁극 으로 ‘균형의 회복’과 련이 있는 네메시스(nemesis,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토스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들이 불
행한 최후를 맞는 원인에서 오만(hybris)이나 자만, 야심, 어리석음 등 성격  

9) 엘라가 소거하지 않은 유일한 책 한 권은 신뢰할 수 없는 세계이다. 
10) Dea Loher: Unschuld, Deutsches Theater Berlin (Regie: Michael Thalheimer), in: http:// 

stagescreen.wordpress.com/2011/10/01/dea-loher-unschuld-deutsches-theater-berlin-regie-mi
chael-thalheimer/

11) 김기란, 미하엘 탈하이머(Michael Thalheimer), 59-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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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차지하는 비 은 그리 크지 않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무엇보다도 의도
하지 않은 한 과오를 범하여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아리스토텔 스는 이론서라기보다는 ‘비극창작을 한 행동지침서’에 가까

운 시학에서 공포(phobos)와 연민(eleos)을 환기시키는 사건을 통해 카타르
시스(감정의 배설 혹은 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극의 기능을 설명한 바 있
다.12) 그는 문학의 허구성을 이유로 시인 추방론까지 제기했던 스승 라톤
의 입장에 맞서 모방본능설을 주장하 는데,13) 요지는 인간이 본능 으로 모

방을 통해 기쁨을 느끼며 배운다는 것이다.14) 그런데 주목할 은 그의 에
서 ‘애도 Trauer’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15) 비록 의도하지는 않
았다 하더라도 비극  결함을 지닌 비극의 주인공들이 감내해야 하는 토스

는 질서의 회복을 해 필연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데아 로어는 극장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으로 요한 ‘공론장’으로서 본래

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고자 한다면, 비극이란 장르를 통해 폭력, 죄, 배신, 자
유와 같은 큰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6) 에 띄는 은 로어가 

사회에서 시스템이 낳은 폐단과 그 흐름 안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불행

에 주목하며 극작품에 애도의 요소를 삽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로어의 

비극에 배치되어 있는 희비극 인 요소들은 인물들의 불행한 삶이 지닌 비극성

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인간 인 한계를 지닌 인물들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

는 자들에 한 애도(vgl. 60; 본고 III. 2.) 그리고 웃음을 유발하는 희비극 인 

요소들은 객들과의 공감 를 형성하며 이들과의 소통에 매제역할을 한다. 
탈하이머는 개개인들의 불행과 시스템의 폭력이 낳은 비극이 교묘하게 얽

12) 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49-50쪽 참조.
13) 김용수: 대립적인 연극이론의 시작, 실린 곳: 연극이론의 탐구. 대립적인 시각들의 대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17-57쪽 참조.
14)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37쪽 참조. 
15) Vgl. Suk-Kyung Lee: Performative Strategien bei der Hamlet-Inszenierung Thomas 

Ostermeiers - aus der Perspektive der technischen Wirkmechanismen. In: 독일어문화권연

구 21집(2012), S. 357-380, hier S. 361. 
16) Vgl. Dea Loher: Nicht Harmonisierung, sondern Dissonanz. Juliane Kuhn im Gespräch 

mit Dea Loher, in: Jens Gross/ Ulrich Khuon(Hg.): Dea Loher und das Schauspiel 
Hannover. Hannover: Niedersächsische Staatstheater 1998, S. 18-22, hier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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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로어의 텍스트를 무  에서 시종일  명료하고 무게감 있게 구

한다. 얼핏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처럼 단순히 나열되고 있는 인상
을 주지만, 이 이야기들 사이에는 이 존재한다. 그 은 모티 나 이미

지 혹은 사  특정 단어로 부각된다. 탈하이머는 이러한 을 토 로 간

결한 무 를 선보이며 객들이 좀 더 극 으로 극 진행에 여하도록 유

도한다. 객들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인물들의 독백  사와 만나면

서 비극 인 정황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탈하이머의 연출작에서 인물들은 평상시 복장을 하고서 화 상 자가 아

닌, 객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자주 선보인다. 인물들이 상 를 쳐

다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에만 집 함을 드러내

는 것이고, 객과의 면을 통해 그들이 처한 비극  상황 혹은 경험들을 좀 

더 직 으로 달하고 공감 를 형성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상 인 

것은 삼각구도로 서 있는 인물들이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휘둘리고 어 난 자신의 인생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굴복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항한다. 
탈하이머는 로어가 선보 던 인간 운명의 놉티쿰 Panoptikum에 완 히 

새로운 톤을 입히고 인물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설하게 한다.17) 객들은 인

형 혹은 생명력을 잃은 리품과도 같은 인물들을 통해 ‘ 시된 고통’과 마주
하게 된다. 여기에 강한 비트의 음악(Bert Wrede)은 공연 내내 긴장감  공
포감을 조성한다. 간혹 웃음을 유발하는 사들이 자리하지만, 언 되는 내용

이 삶의 의미를 묻고 찾는 진지한 사안들이고, 공동체 내지 계의 구도에서 
볼 때 구도 타인의 불행, 나아가 죄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객들은 인물들이 마주한 비극  상황에 공감하거나 수 하게 된다.

17) Vgl. Anke Dürr: “Unschuld”-Premiere in Berlin: Raunzen gegen die Kitschgefahr 
(2011.9. 30), in: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unschuld-premiere-in-berlin-raunzen- 
gegen-die-kitschgefahr-a-789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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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올라프 알트만과의 공동작업 및 무대이미지 구현

Ⅲ.1. 시선의 문제: , 이미지, 상상력

공연은 두 명의 아 리카인이 아 리카 사막에서 도유망한 유럽의 이름 

없는 도시에 표류하면서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고 있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엘
리지오 Elisio와 둘 Fadoul은 미지의 세계에서 실세계로 내던져진 존재를 
연상시키며 원추의 꼭 기 뒤편으로부터 무  앞 쪽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인
상 인 것은 검게 분장한 두 인물18)이 자신들의 그림자와 함께 무 로 등장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추의 상단에서 무  앞쪽으로 달려 내려왔다 오르기

를 반복하면서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를 시사한다. 한 가 른 경사면

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이들의 모습은 낯선 세계에 제 로 응하기 어려울 

이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이미지 1>).19)

아 리카에서 온 둘과 엘리지오는 친구사이이고 불법 이주민이라는 신분

이 같을 뿐, 성향이 많이 다르다. 낙천 이나 상황 악이 느려 보이는 엘리지

오와 달리 둘은 실 인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익사하려고 
물에 들어가는 여성을 멀리서 목격하고도 어떻게든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

감에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엘리지오가 수 을 할  모른다는 사

실을 차치하고라도 둘과 엘리지오가 익사한 여성을 한 시 에 도울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의 불안 한 신변, 흑인에 한 사회  편견, 종국에는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므로 엄 한 의미에서는 직 으로 죄와 

18) 초연 때 엘리지오와 파둘역에 흑인 배우들을 기용했던 탈하이머는 ‘인권침해’라는 비난

이 일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독일[백인] 배우들로 교체한 전사가 있다. 실제 공연에서 

검게 칠한 얼굴에 붉은 입술을 한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한 분장을 하고 등장하여 생소화효과를 낳는다. 
19) Vgl. Nike Jane: Theater-Tipp für Berliner: “Unschuld” von Dea Loher im Deutschen 

Theater (09.11.2011) in: http://www.thisisjanewayne.com/news/2011/11/09/theater-tipp-fur-berliner- 
unschuld-von-dea-loher-im-deutschen-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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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 수평선

계한다고 보기 어렵다. 흥미로운 은 순
박하고 즉흥 인 엘리지오가, 일시 이나

마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릴 수 있는 

자유를 제 로 만끽하지 못하는 둘을 

두고 이 멀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 이 먼 blind’ 혹은 ‘맹목성 Blindheit’
은 <무죄> 공연 체를 통하는 모티
이자, 세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에 어떻게 처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둘 이 바다는 내게 약속했던 미래가 아니잖아.
     (휴지부)
엘리지오 네가 이 멀어서 못 알아보는 거지. 혹은 용기를 잃어버려서 일거야. 

이 바다를 보는 것은 자유야, 둘. 
둘 자유, 좋아하시네. 내가 원하는 건 모래야.

     (침묵)
FADOUL Dieses Meer ist nicht die Zukunft, die du mir versprochen hast.
     Pause.
ELISIO Weil du blind bist. Oder weil du deinen Mut verloren hast. Auf dieses 
Meer zu sehen ist Freiheit, Fadoul.
FADOUL Scheiß auf Freiheit, ich will Sand.
    Schweigen. (Unschuld, 12)

실 으로 사고하는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길에서  먼 쇼걸 압솔루트 

Absolut와 우연히 만나면서 말을 섞고 추후 사랑하는 계가 된다.20) 그는 
우연히 주은 거액의 돈으로 압솔루트의 개안수술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
는 돈 투가 자신의 에 들어 온 상황을 신의 계시로까지 받아들이고 압솔

루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압솔루
트는 둘의 경제  지원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녀가 신의 존재, 계

20) Vgl. Loher, Unschul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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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혹은 운명을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을 되돌려  수 있

다’(vgl. 89f.)고 믿기 때문이다.
압솔루트의 개안수술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것은 엘리지오도 마찬

가지이다. 그는 압솔루트가 사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지만을 떠올릴 것
을 상상하며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난 이미지들이 멈추
기를 바란다. 형식들, 인물들, 동물들과 인간들 그리고 색깔들이 멈추기를 바
란다. 난 거울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기를 바란다. Ich will, dass die Bilder 
aufhören. Dass die Formen, Figuren, die Tiere und Menschen und die Farben 
aufhören. Ich will, dass die Spiegel aufhören.”(90) 압솔루트는 엘리지오와 둘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들을 클럽으로 해 마지막으로 춤을 추려 한다.

[이미지 2]  멈   [이미지 3] 빛과 인식

압솔루트가 상과 달리 수술 후에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둘은 압솔

루트와 꿈꾸었던 새 삶에 한 기 를 는다. 인상 인 것은 수술이 실패했

음에도 둘이 돈에 맹목 인 태도를 취한다는 이다.21) 그는 돈이 주는 안
락함만을 끌어안고라도 주변인들과의 계를 끊고 독자노선을 걷고자 한다. 

21) 파둘이 돈을 신격화하며 맹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압솔루트는 오히려 

의연히 대처한다. 눈에 띄는 점은 앞 못 보는 압솔루트는 밝은 표정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거액의 돈봉투를 계기로 파둘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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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은 <이미지 3>에서 거액의 돈이 들었던 흰 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홀로 다른 곳을 향해 서 있는 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 , 
선입견, 이미지의 문제를 실세계에 한 인식  응방식과 연결하고 있는 
로어의 텍스트는 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탈하이머와 알트만의 구상  무

 이미지와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학문과 인간의 의지력만을 믿었던 압솔루트는 수술이 실패하자, 계획했던 

모든 일을 고 클럽(“푸른 성”)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나체로 춤을 추며 살
아가려 한다. 일방 이나마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장소가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클럽이기 때문이다. 압솔루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
신의 벗은 몸을 기꺼이 보는 남성들의 시선에서 찾는다.22) 그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신의 삶과 거리를 두며 조 인 태도를 취하고, ‘소리를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듣는다’(vgl. 100)며 수술 후의 상태를 우회 으로 설명한다. 
주목할 은 압솔루트가 롯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행 ’와 인식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인물
이라는 것이다.23) 

Ⅲ.2. 제스처  운동언어의 사용

탈하이머는 무 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언어의 형상화에 집
한다.24) 이러한 작업방식은 독백 혹은 사에 기 한 텍스트에만 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물들의 동선과 함께 건축 ⋅수행  공간에서 재 되는 “운동

22)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는 것은 미지의 여인이 익사하려고 물에 들어가

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는 행위에서도 확인된다.
23) 장님 모티브는 고대 비극에서 목격되는 테이레시아스 및 오이디푸스를 비롯해 셰익스피

어의 햄릿, 리어왕 등 인식과 보는 행위의 관계를 문제 삼는 작품들에 자주 등장한다. 
Vgl. Alexander Jackob: Zwischen Bild und Vorstellung - Drei Gedankengänge. In: Kati 
Röttger/ Alexander Jackob(Hg.): Theater und Bild. Inszenierungen des Sehens. Bielefeld: 
Transcript 2009, S. 93-111, hier S. 94.

24) Vgl. Laages, Der Kegel und das schwarze L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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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제스처언어 Bewegungs- und Gestensprache”25)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탈하이머는 객들로 하여  겉보기에 제각각인 등장인물들을 상호간에 향

을 주고받는 자기장의 구도 안에서 찰하고 연결고리를 찾게 한다. 이때 
객에게 유용하게 제공되는 단서는 배우들의 제스처26)와 얼굴표정이다. 배우
들이 취하는 제스처가 그들의 재 상황을 사보다 하게 드러내는 장면

들이 자주 목격된다.
인물들은 주로 연극무 의 가장자리에 서서 정면을 응시한 채 입지가 좁아

진 삶 안에서 불편하고 짓 린 심정 내지 속내를 드러낸다. 이는 당뇨 때문에 
한 쪽 발을 단한 추커 Zucker 여사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딸 내외를 상
로 불안한 노후를 한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그녀는 이제 기  사람이라

곤 쇼핑몰 통신 매원으로 일하는 딸 로자 Rosa 밖에 없다고 단,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로자에게 부양을 강요한다. 어머니의 양로
원 행을 생각했던 로자는 어머니의 선 포고에 어 할 바를 모르고 남편 

란츠 Franz의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을 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죽은 
아버지에 한 기억이  없는 로자는 어머니의 요구가 버겁기만 하다.
로자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오랜 기간 무직이었

다가 장의사로 취직한 남편 란츠는 직업의 특성상 죽은 자들과 많은 시간

을 보낸다. 로자는 임신을 해서라도 남편의 심을 받고 싶지만, 기본 으로 

그는 아내에게 심이 없다. 이들의 소원한 계는 로자가 란츠를 향해 뻗
은 팔이 그에게 닿지 않는 모습(<이미지 5>)에서 잘 드러난다. 환자에 한 
연민이  없어 의사가 되지 못한 사가 있는 란츠는 찾는 이가 없는 

분을 집에까지 가져와 그것에 몰두한다. 로자와 란츠는 화 에 시종일

 정면을 응시하는데, 이들이 상 방을 바라볼 때는 분 혹은 죽음에 한 

화가 오갈 때뿐이다.

25) Lehmann, Michael Thalheimer, S. 87. 
26) 여기서 제스처 geste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브레히트적 의미에서의 게스투스 gestus’, 

즉 행위와 성격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물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표상하는 기호들,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태도들을 가리킨다. 도이치문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9-1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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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4] 세 갈등

  
[이미지 5] 동상이몽

[이미지 6] 간극

탈하이머의 연출방식과 알트만의 무 그림구 방식에서 에 띄는 은 배

우의 제스처  동작에서 안무에 가까운 것이 부각되고 그것이 술 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탈하이머의 연극은 인간 계를 분석 으로 탐색하지만, 
자연주의 이지도 자연 이지도 않다.27) 탈하이머는 연 들을 소소하게 심

리화하지 않고 신체 제스처를 통해 표 한다. 흥미로운 은 이미지의 무 구

을 통한 연상작용과 함께 상이한 연극기호들이 만나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 들이 지 않다는 것이다(vgl. 이미지 1-6). 이러한 지 들은 객에게 문

제의 해답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문제의 본질 내지 원인에 해 사고하게 한다.
외로움에 어 사는 하버자트 Habersatt 여사, 죽은 자들과 교감하는 란

츠,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헬무트 Helmut를 살해하는 여성 철학
자 엘라 Ella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하는 은 남자 학생은 

만족할 수 없는 실을 토로하거나 자신이 마주한 삶을 거부하는 인물들이다. 

27) Vgl. Lehmann, Michael Thalheimer, 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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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이 마주하는 외로움을 가시화하는 듯 무  의 빈 공간에서 

정면 혹은 허공을 응시한 채 자신들이 갈구했던 삶과 실제 삶의 괴리를 차분

하게 언 한다.28) 여기에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제스처와 운동언어가 가
미되면서 객과의 긴 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Ⅲ.3. 공간 구 : 비움과 채움의 상호작용

Ⅲ.3.1. 와 아래의 립: 이상과 실, 죽음과 삶의 공존 

탈하이머는 순수한 본질만 남은 텍스트를 외화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미니

멀한 공간을 요구한다. 그의 무 에서는 불필요한 오 제를 찾아볼 수 없다. 
한 사실주의  혹은 표 주의  요소들도 발견되지 않으며, 무  공간은 늘 

시간을 월한 추상  공간으로 비친다.29) 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
이 바로 어두운 나무로 만든 추이다. 경사가 가 르고 회 하는 이 추는 모래

언덕, 산 정상 혹은 지구의 부분들을 떠올리게 한다. 개는 추의 상단부로부

터 한 인물이 출 하여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다른 인물의 출 과 함께 같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연 서두에 미지의 세계에서 유럽 도시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된 두 명의 

아 리카인들이 망망 해를 거쳐 육지에 다다른 정황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이들은 원추 꼭 기의 멀리 비어 있는 하늘을 뒤로 하고 실을 지시하는 무

 앞쪽으로 걸어 내려온다. 시작부분에서부터 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가
상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설정으로 객의 이목을 집 시키고 있

다. 원추가 돌아가는 상황에도 인물들의 오르내림은 차분히 이어진다. 건축  

공간인 원추는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군상이 실에서 자리할 곳을 찾지 못해 

28) 탈하이머와 그의 앙상블은 모든 경우의 파토스를 피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현하고 제시

하는 간극을 관객들에게 보다 잘 전달하는 효과를 본다.
29) 김기란, 미하엘 탈하이머(Michael Thalheimer),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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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을 넘어 바다, 곧 죽음의 세계로 이어지거나( , 익사하는 여성), 자신이 
주목받는 유일한 장소( ,  먼 쇼걸 압솔루트의 클럽)로 귀환할 여성이 겉
돌며 배회하는 공간이라는 에서 ‘기호  공간’30)이기도 하다. 

[이미지 7] 이상과 실

  
[이미지 8] 실과의 간극

[이미지 9] 죽음을 앞둔 삶 

30) 요하임 페히에 따르면 공간은 3가지 차원, 즉 기술적 공간, 기호적 공간, 실용문화적 공

간으로 나뉜다. 기술적 공간은 지각되는 건축적 공간으로, 무대와 객석으로 구성되어 있

는 ‘매체적 공간 medialer Raum’ 내지 ‘공연장소 Spielort’ 혹은 이야기되는 ‘실제 공간 

realer Raum’을 의미한다. ‘기호적 공간 semiotischer Raum’이자 ‘방법적 공간 modaler 
Raum’은 이야기되는 허구적 공간과 관계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이 자리를 잡는 문화적 환경

의 이해가 중시되는 실용문화적 공간이 있다. 여기서는 공간, 미디어, 신체가 어떠한 구도에

서 서로 작용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Vgl. Joachim Paech: Eine Szene machen. 
In: Hans Beller/ Martin Emele/ Michael Schuster(Hg.): Onscreen/ Offscreen. Grenzen, 
Übergänge und Wandel des filmischen Raumes. Stuttgart 2000, S. 93-121, hier S.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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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의 이미지 구 에서 에 띄는 은 ⋅아래의 립이다.31) 강한 믿음
을 지닌 자는 체로 원추의 꼭 기에 오랫동안 자리한다. 컨  남자 배우인 

잉고 휠스만이 연기하는 여성 철학자 엘라는 자기애와 세계에 한 오32)를 

히 배합하면서 원추의 상단부에서 제스처를 크게 취하며 연기한다. 반면 
그녀가 경멸하는 남편 헬무트는 세공과 장식에만 몰두하며 그녀의 발치에 웅

크리고 앉아 그녀 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 듯 인물들이 건축  공간에

서 선 하는 치  수행  공간에서 드러나는 동선은 이들이 계하는 가

치와 연결되어 있다. 
원추의 상단부에 자리한 엘라는 통령의 공허한 약속, 항을 포기한 정

신과학, 경제와 생명과학에 맹신하는 세태가 낳은 사회의 폐단들을 언

하며 단호하게 비 한다. 그녀는 거 한 시스템이 아닌, 작은 단 의 재료들

과 씨름하는 남편의 세공업에 심을 가져보지만, 그 작업도 결국 생각 없
이 반복되는 역이라 단하고 기계 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남편을 물어

뜯어[때려(로어의 텍스트)] 죽인다. 지극히 이성 으로 비쳤던 엘라는 폭력도 

불사하고, 벙어리인 헬무트는 아내의 폭력에 제 로 항해보지도 못하고 희

생물이 된다. 

31) 탈하이머의 공연에서는 무대이미지에서 항상 위아래가 있다. 위에서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서 아래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이들을 내려다보는 형국이다. 탈하이머는 죄의 부담

을 느끼는 주인공 모두를 구부린 자세로 강제하기도 한다[예, <쥐들 Die Ratten>(2012) 
(DT Berlin, 2008 3sat Theaterkanal, 110분)].

32) 엘라 [...] 인용하면, >>[...] 우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 그러

나 인과적인 연관성은 실제로 나중에야 드러난다. 아무도, 신도 자연조차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을 뿐이다.<< (휴지

부) 대통령,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 운명은 없다/ 우리 스스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그
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서도 눈이 멀어 있다, [...]. 
Ella [...] ich zitiere: >> [...] in der Hoffnung, wir könnten so, [...] die Zukunft 
beeinflussen. Aber diese kausale Verknüpfung gibt es tatsächlich erst im Nachhinein, 
und niemand, wir nicht, kein Gott und nicht einmal die Natur selber, ist im Besitz des 
Wissens um unser aller Weiterentwicklung. Wir könnten genausogut würfeln.<< Pause./ 
Er versteht nichts,/ der Präsident./ Es gibt kein Schicksal/ außer dem, das wir selbst 
bestimmen./ Aber da wir nicht wissen können,/ wohin wir es bestimmen,/ sind wir 
blind/ gegenüber uns selbst, [...] (Unschuld, 96); 이숙경, 정치극의 회귀, 109-1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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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서두에 바다로 들어가 익사하는 미지의 여성은 극이 진행되면서 쇼핑

몰 콜센터의 통신원으로 일하는 로자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33) 보다 나은 미
래를 꿈꾸며 살아보려던 로자는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에 치여 삶을 지탱할 

기력이 더 이상 없다. 그녀는 임신보다 자신의 부양을 강요하는 어머니, 무늬
만 부부이고 자신에게 무 심한 남편 란츠 때문에 산송장처럼 살아간다. 로
자를 떠올리게 하는 미지의 여성이 향하는 원추의 꼭 기는 하늘 내지는 무

의 세계로 이어져 있는데, 어떠한 해답이나 구원을 제시하지 않는다.34) 

Ⅲ.3.2. 회  무   세계의 구 : 죽은 자들의 집 혹은 묘 

원추의 상단부가 주기 으로 회 하는 것은 구도 바꿀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  세계의 흐름을 암시한다. 인물들은 원추를 오르내리며 자신들의 자
리, 사랑 혹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가 른 경사면 에서 격렬히 움

직이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구도 회 하는 운동에서 자유롭지 않다. 원추
는 사랑하는 연인( , 둘과 압솔루트)이나 고요하게 망하지만 희망의 끈
을 놓지 않는 로자에게서 멈춰 선다.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삶을 포기한 듯 
원추 에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원추의 반 이상은 회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개개의 인물들은 무디게 등퇴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원추의 꼭 기에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들만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 외

로움에 들어 사는 하버자트 부인은 원추의 꼭 기에 선 채 자신과 아무 

련이 없는 총기난사사건의 희생자 가족을 찾아와 말을 섞는다(<이미지 10>). 
딸의 죽음으로 충격에 휩싸인 부부는 하버자트 부인의 갑작스런 방문이 부담

스럽기만하다. 하버자트 부인은 아들이 지은 시를 읊어 며 스 를 떨다 용

의자로 지목된 우도 Udo의 어머니로 자신을 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살인 
란으로 딸을 잃은 부모는 회 하는 ‘잿더미’ 산의 발치에 미동도 없이 서 
있다. 이들은 회 하는 원추의 하단 좌우 가장자리에 선 채, 끓어오르는 분노

33) 이숙경, 정치극의 회귀, 109쪽 참조.
34) Vgl. Jane, Theater-Tipp für Ber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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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신음하고 울부짖는다.35) 
하버자트 부인은 7명의 사상자와 21명의 부상자를 낳으며 언론의 조명을 

집 으로 받고 있던 총기난사사건을 이용해 사람들의 심을 사고자한다. 
그녀는 아이를 유산한 아  기억이 있고 실제로는 구의 어머니도 아니다. 
이웃과의 교류 없이 단 된 삶을 살아온 하버자트 부인은 용의자의 실제 어머

니가 나타나면서 질타의 상이자 웃음거리가 된다. 탈하이머는 공연 반부터 
개개인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방식을 취하지만, 거짓으로 사람들의 심을 사
려던 하버자트 부인의 경우는 한 목소리로 심리치료를 제안하는 사람들과 립

하는 구도(<이미지 11>)로 가져간다. 하버자트 부인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하며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원인  책임을 국가로 돌린다(vgl. 53).

[이미지 10] 소통의 부재

  
[이미지 11] 다 음성

[이미지 12] 그림자와 부재

35) 원추의 꼭대기에 선 하버자트 부인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부부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

다. 이들 모두는 객석을 향해 서서 시종일관 정면을 응시한 채 대사를 읊조린다. 이는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한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 및 슬픔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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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느낌도 주는 검은 원추는 극작품의 서사  구 에 등장하는 자살자들

이 사는 고층건물을 떠올리게 한다.36) 자신의 집에서 남자 학생의 투신자
살을 얼떨결에 목격하는 여의사는 객이 삶의 유의미성에 해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인물  한 명이다. 원추의 좌측 하단에 자리하고 선 여의사(<이미
지 12>)는 티에서 우연히 만나 화를 나 다 자신의 아 트까지 오게 된 

호감가는 남학생이 14층 아 트의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경을 보고 경악을 

치 못한다. 20  반으로 보 던 남학생은 폴란드어와 경 학 공부를 막 

시작한 터 고, 앞서 여의사에게 신을 믿는지 여부와 의사로 숨 가쁘게 살아
가는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여의사는 필리핀의 열악한 병원에서 혹독한 인턴생활을 경험한 터라 독일

병원에서의 업무를 에 박힌 일상 정도로 보고 있었다. 만취 상태에서 여의
사는 자신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의사
직을 붙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의사와의 화를 뒤로 하고 남자 학생
은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은 채 아 트 14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여의사는 
그를 근성이 있는 유형으로 여기고 부러워하기까지 했었다. 그녀가 망연자실
하여 바라보는 열려 있는 창문만이 지나치게 개방 인 인상을 주었던 남학생

의 최후를 암시한다.37)

문도 모른 채 학생의 투신자살을 목격한 여의사, 딸의 죽음을 받아들
이기 어려워 규하는 부모,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먼 쇼걸, 
압솔루트와의 새 삶을 꿈꾸다 수술 실패로 좌 을 맛보고도 돈에 이 먼 

둘, 세공에 빠져 세상과 단 된 삶을 살다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헬무트, 다람
쥐 쳇바퀴 돌듯 하는 직장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 스 그리고 남편과의 소원

36) Vgl. Georg Kasch: Auf die Spitze getrieben. Unschuld-Michael Thalheimer inszeniert 
Dea Loher am Deutschen Theater (2011.9.29), in: http://www.nachtkritik.de/index. 
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114%3Aunschuld-michael-thalheimer-inszeniert- 
dea-loher-am-deutschen-theater&catid= 35%3Adeutsches-theater-berlin&Itemid=84

37) 여의사가 남학생을 만났을 때 받은 첫인상을 “너무 개방적 zu offen”(73)이라 표현한 것

은 여의사의 독백 말미에 남학생의 죽음을 암시하는 14층 아파트의 “열린 창문 das 
offene Fenster”(74)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로어의 텍스트가 지닌 언어유희적 용례이자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극작방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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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때문에 산송장처럼 살아가는 로자, 지병과 도의 인 책임을 물어 딸

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추커 여사, 외로움에 사무쳐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가
며 이웃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버자트 여사 등 <무죄>의 인물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이들  다수는 경사가 가 른 평면을 오르내리거나 연극무

의 가장자리  하단, 즉 사회의 주변부에 자리한다.38)

Ⅳ. 나오는 말

탈하이머는 재 독일어권 연극계에서 가장 탁월한 연출가 군에 속한다. 
그는 비극, 특히 고 비극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생산 으로 작업해 무

에 올리는 연극  감각이 뛰어나다. 탈하이머의 다수 공연은 무 미술가 알

트만과의 합작품인데, 그의 무 장면은 객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성찰을 유도하는 강한 자력을 지니고 있다. <무죄> 공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래언덕, 산 정상 혹은 묘를 연상시키는 원추의 상단부가 일정한 주
기로 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의 향도 받지 않는 매커니즘에 따라 
존재가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원추의 상단부가 멈춰 서는 시 스는 자연

인 시간의 흐름을 의문시하는 축으로 기능하는 경우들로 볼 수 있다.
탈하이머는 인들의 불행한 삶을 애도와 고통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로어의 텍스트를 조각 같은 무  이미지와 결합시켜 인물들의 비극성을 극

화하고 있다. 다수의 인물들은 경사가 가 른 원추의 가장자리 혹은 하단에 

정지해 서 있거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오르내린다. 모든 걸음걸이는 일종의 
투쟁에 가깝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할지 인식과 계하는지를 단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객들의 몫이다. 인물들은 죄와 속죄에 한 물음을 제기하면
서 시된 인형 혹은 리품처럼 원추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거의 비어 있는 

38) Vgl. Barbara Behrendt: Bergbewohner. Dea Loher: Unschuld, in: http://www.die-deu 
tsche-buehne.de/Kritiken/Schauspiel/Dea%20Loher%3A%20Unsch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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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한 무 를 채우는 것은 정면 혹은 허공을 응시한 채 서 있는 인물들의 

사, 이들의 신체  운동언어, 시종일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 그리고 

객들의 시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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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Michael Thalheimers Regieästhetik
－ im Hinblick auf Blick und Räumlichkeit bei der Unschuld-Inszenierung

Lee, Suk-Kyung (Seoul National Uni)

In dieser Arbeit liegt mein Anliegen darin, Michael Thalheimers Inszenierung 
Unschuld im Hinblick auf seine Regieästhetik, vor allem die Elemente wie 
Blick und Räumlichkeit, näher zu betrachten und zu analysieren. Der Text 
dieser Inszenierung ist ein Drama Dea Lohers, das 2003 veröffentlicht wurde.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st die Version, die von Thalheimer am 29. 9. 
2011 im Deutschen Theater Berlins auf die Bühne gebracht wurde. Auch 
diese Version ist aus der Zusammenarbeit mit dem Bühnenbildner Olaf 
Altmann entstanden, der ein minimalistisches Bühnenbild bevorzugt und zeigt.

Michael Thalheimer setzt sich bei dieser Inszenierung wiederum mit dem 
Schmerz unglücklicher Menschen auseinander, die unter unvermeidlichen 
Katastrophen leiden. Dea Loher betrachtet diese Katastrophen mit Trauer und 
einem leidvollen Blick. Thalheimer bringt ihren Text in einem Bühnenbild in 
Verbindung, das wie eine Skulptur wirkt, und führt das Tragische der 
Figuren damit ins Extrem. 

Die Figuren finden keinen Ausweg und haben keine Aussicht auf Verbesserung. 
Daher bleiben sie oft fast bewegungslos am Rande oder auf dem unteren Teil 
des Kegels stehen, der sich gleichmäßig nach Mechanismen dreht. Ansonsten 
gehen sie mühsam und schwerfällig auf dem Kegel auf und ab. Jeder Schritt 
ist ein Kampf. Der Kegel erinnert sehr an einen Sandhügel, eine Bergspitze 
oder ein Grab. Er dreht sich nicht, wenn an der natürlichen Zeitentwicklung 
gezweifelt wird. Die Figuren bleiben wie ausgestellte Puppen am Rande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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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els stehen und stellen die Frage nach Schuld und Sühne. Sie schauen 
einander kaum an, sondern starren ins Publikum oder in die Luft. 

Die fast leere Bühne wird nur mit den Worten der Figuren, der Körper- und 
Bewegungssprache der Schauspieler, durch die es zur Schaffung eines 
semiotischen Raumes kommt, mit der Spannung erzeugenden Musik, dem 
angemessenen Gebrauch des medialen und des pragmatischen Raumes sowie 
den Blicken der Zuschauer erfüllt. Die Wechselwirkung von Entleerung und 
Erfüllung spielt also eine entscheidende Rolle bei dieser Inszenierung, deren 
minimalistisches Bühnenbild mit der Panoptikum-Dramaturgie Lohers die 
Einbildungskraft der Zuschauer anregt und ihre Reflexion provoz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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