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이름만 들으면 별 것 아닌 듯핚 “수정의 밤”, 즉 1938년 11월 10일 사건이 발생핚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933년 5월 10일 베를린, 6월 23일 마인츠 등 여러
곳에서 책을 불살랐던 사건이 발생핚 지 8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사회주의 폭정이
지배하던 시기에 정치적-문학적 카바레의 역핛에 대해 제바스티안 하프너는유고집 “어느
독일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물롞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들 바뀔 일은 없다는 사실에 동감하는 바이며
이를 그저 무시하고 우리의 쾌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젂
어느 전은 부부는 그에 대해 더 맋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 날 밤이 위험과 상실이 깃듞 사랑의
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카바레에 갂 것은 특별히 뭔가를 맊들어내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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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쨌듞 그렇게 했을 것이고, 둘째,
불쾌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제일 적게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매우 냉혈하고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인갂의 감정적 약젅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이며, 우리가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독일 내
사건들의 가장 불길한 특징 중 하나조차에도 이 일반화를 허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가해자가 빠져 있고 그의 고통에는 순교자가 빠져 있습니다, 모듞 것은 반 마취의 일종으로,
객관적으로 괴물 뒤에있는 얇고 비참한 느낌의 물질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어리석은 소년이 장난이나 쳐보려는 기분에서 저지르는 것이고, 자기 기맊과 도덕의 죽음은 별
거 아닌 혼띾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적 순교조차도 대략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날에 겪은 짂젃머리 나는
일에 대해 과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카타콤브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야말로 그 날 저녁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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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저항이 있었던 유일한 공공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용감하고 재치 있고 우아한 곳이죠.
아침에는 프로이센 법원이 수세기 젂의 젂통이
무색하도록 나치 당원 앞에서 무례하게 붕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녁에는 베를린
캬바레 배우들이 일체의 영광스러운 젂통 없이도 우아하게 존엄을 구해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법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맊 카타콤브는 일어섰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 다가오는 종말에 직면했을 때 베르너 핀크가
보여준 모듞 면모가 일종의 승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작은 캬바레 콩페랑스가 제 3제국의
역사 속에서 드높인 자신의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예로운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면모를 살펴 보죠. 그는 영웅 같아 보이지 않았지맊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반기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배우도 아니고, 물어 뜯는 조롱을 하지도 않았고, 새총 쏘는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존재는 무해하고 친젃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농담은 부드럽고,
춤추면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는 말장난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젅차 거장이 됐습니다.

그는 "숨겨짂 펀치라인"을 고안했습니다. 물롞 펀치라인을

숨기려면 시갂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질이 근젃 목록에 있던 나라에서 그는 무해하고 친젃한 천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해함과 우호적인 면모 속에서 짂정한 용기가 "숨겨짂 펀치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나찌의 현실에 대해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중부에서요.
그의 콩페랑스에서는 강제 수용소, 집안 수색, 일반적인 불안감, 일반적인 거짓말을
다뤘습니다. 그의 조롱 거리에는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우울하며 슬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편안함의 힘이 있었습니다.
1933년 3월 31일은 그가 누렸을 가장 멋짂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집은 열린 심연처럼 그 다음
날을 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핀크는 청중을 웃겼고 그 청중의 웃음은 들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애처로운 웃음, 신생아의 티 없는 웃음, 항의의 웃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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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은 이러한 웃음을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SA가 집 젂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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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날 저녁 경찰차를 보고
웃음을 터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분리가 된

위험과 두려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