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바트의 후기 드라마에 나타냐는 희극성 
『센느강에서 건진 마지의 여 인』과 『피가로 이혼하다』를 중심으로 

이 숙 경 (서울대) 

| 들어가는 말 

어리석음과 거짓에 대항해 글쓰는 일을 생의 과제로 삼았던 극작가 외된 

폰 호르바트 어ön von Ho띠th(1ffi1-1됐)는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시절 소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를 작가 특유의 언어로 묘 

사하였다. 그는 1~년대 말에서 깨년대 초 ‘호르바트 르네상스 Horváth

Ren머ssance’를 거치면서 민중극작가로 자리매김한다. 클떼스트상 수상작인 

r빈 숲속의 이야기 Geschich따1 aus dem Wiener W.머d~ (1때) 외에도 『카지 

미르와 카롤리네 Kasirnir und Karoline~ (1931), ~이탈리아의 밤 ltalienische 

Nacht~ (1때)， ~믿음 사랑 소망 Glaube Liebe Hoffn때~(1않2) 같은 민중극 

들은 독일어권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공연 

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몇 년째 호르바트의 후기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학비 평과 문예학에서의 후기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지극히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1없3년 이후에 

쓰여진 호르바트의 후기 드라마를 영향미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l없3년은 히툴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 

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점차 기세를 확장해가던 

시기에 반체제적이었던 극작가 호르바트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뿐만 아니 

라， 예정되었던 r믿음 사랑 소망』의 책 출판 및 초연이 방해를 받으면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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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이주한다. 당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었던 오스 

트리아는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겪으며 점차 나치 세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다. 1잃4년 2월의 내전과，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민족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쿠 

데타 시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1) 문화정책상으로도 오스트리아는 나치의 

문화정책에 따라.2) 1잃3년 이후 정치적 색채를 띠거나 실험적 요소가 있는 

작품들을 공연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호르바트의 『센느강에서 건진 미지 

의 여인 Eine Unbe없nnte aus 따 냉ne~(1됐)과 『최후의 날 fu j삐gste 

Tagil됐)이 공연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3) 

오스트리아의 어두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서 호르바트는 어 

떤 글쓰기를 시도했으며 어떤 극작술을 펼쳤을까? 후기드라마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대가 빠져있다’， 혹은 ‘사회비판적이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 

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슈뢰더 Jürgen Schröder는 

호르바트의 후기작품의 퇴행적 성격과 언어， 줄거리 그리고 인물형상화의 인 

습적 성격을 지적한다.4) 반면 감퍼 Herbert Gar파Jer는 죽음의 모티브를 근거 

로 호르바트 작품의 일관성을 주장한다.5) 하크 m밍id 뻐ag 역시 같은 맥락 

1) 1932년 5윌 수상에 취임한 돌푸스 Dollfuss가 1없3년 3월 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제 l 
공화국의 의회주의는 종말을 고한다.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는 오스트리아의 국내정치 

는 1없4년 2월 사민당의 산하기관인 공화국 보호동맹 Repub바anischer Schutzbund과 

기사당에 가까웠던 향토방위군 H잉mwehr간의 충돌로 이어지는데， 이 내전으로 보호동 

맹은 박살나고 9명의 주동자는 처형당했으며 사민당은 해체된다 독재적인 신분국가를 

표방했던 플푸스는 1없4년 7윌 25일 민족사회주의자틀에 의한 쿠데타시 살해당했다. 

2) Vgl. Hilde H며der-Pregler: Exilland Osterreich? In: E벼ta Koch/Fri띠of Trapp 
(Hrsg.): Exiltheater und Exildmmatik 1~않 1없5. 뻐mburg: Maintal 19i11, S. 13-40, 
besonders S. 16. V gl. auch Anton Staudinger: Abwehr des Nationalso깅alismus durch 
Konkurrenz? Zur KultuI]Xllitik irn Ausσofaschismus. In: Evelyn Schreiner (Hrsg.): 
100 J때re Volkstheater 까1않ter. Zeit. Geschichte. Mω1che미VVIe~ Jugend und Volk 
1됐， S. 82-87. 

3) 라인하르트 세미나에서 초연예정이었던 f센느강에서 건진 미지의 여인』은 1947년 9월 
16일에야 오스트리아의 린츠-우어파르에 있는 민중극장에서 초연되었고최후의 날』은 

1937년 12월 11일 체코의 메리쉬-오스트라우에 있는 독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Vgl 
뼈i따-Pregl<양: 없lland os따따ch?， S. 22. 

4) Jürgen Schröder: Das S며twerk (얘ön von Horváths. In: Sprachkunst 7 (1976), S. 
49• 71, hier S. 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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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환구조 Kreisstruktur’가 호르바트의 모든 드라마에 나타나는 기본특 

징임을 강조하고 있다6) 그러나 이 두 연구자들은 호르바트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의 후기 드라마에 나타나는 다양한 극작술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호르바트의 후기 드라마에는 그의 민중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인 

물유형들도 등장한다. 이들은 소시민적인 사회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로1 그 

가운데는 긍정적인 또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인물들도 있다. 그렇 

다고 호르바트 민중극의 특정인 ‘언어 극작론’이 후기 드라마에서 ‘인물 극작 

론’으로 대체되고 있다7)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본래적인 언어의식 

uneigentliches Sprachbewusstsein’을 지닌 소시민들도 여전히 비중있게 다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기 드라마는 명랑극 Lustspiel, 익살극 Posse, 희극 Korr때le， 극 

Schauspiel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 장르로 규정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바트 자신도 이야기하듯이， 그의 작품들은 실제로는 비 

극이다: “나의 모든 작품은 비극이다. 이 작품들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희극 

적 이 된다 외le rreine S띠cke sind Trag때ien - sie werden nur komisch, 

weil sie unhe빼ch si띠"(kA Xl, Zl)).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비극작품들에서 

는 희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희극성 das Komische은 현실연 

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향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후기 극작술의 

중요한요소인 것이다. 

5) Vgl. Herbert GaI11j:ff: T，αlesbilder in Horváths Werk. In: Kurt BartsclνUwe 

BauerlDietrnar G따clmigg (Hrsg.): Horváth•Di skussion. Kron1x맹: Sαi마or 1976. 
(Mor뼈I빼rien μterat:uIï찌S였lschaft 28), S. 67-81 

6) In밍id 뻐ag: Zu Horváths “Kom뼈e des Menschen." In: Austriaca 14 (1쨌)， S 
1ffi-1ffi, lrier S. 184. 

7) Vgl. Johanna Bossinade: Vom Kl따1bürger zum Menschen. Die späten Draræn αiön 
von Horv삶1S. Bonn: Bou찌er 1~. (=Ab벼nc삐19en zur Kunst - Musik - und 
μteraturwissens때ft 짧)， S. 10 und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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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희극성의 개념과 그에 관한 이론들 

11.1. 희극성의 개념 

명사 ‘희극성’과 형용사 ‘희극적인’은 양가적인 개념들로， ‘우스광스러움 

Das Lächerliche’이나 ‘재미있음 c1as Lustige’을 의미하거나 또는 ‘기이함 c1as 

Selt잃ræ’이나 ‘유별남 c1as Absonc빼che’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희극성’이항상 재미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혼돈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쉐퍼 Susanne Schäfer는 희극성과 관련해 두 가지 관 

점， 즉 우스운 것과 재미있는 것， 그러나까‘웃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관점 

과， 익숙하지 않은 것과 낯선 것， 즉 상황에 따라서 결코 ‘웃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8) 호른 바ldráS Hom역시 희극성이 

기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9) 

호른은 ‘희극적인 것’과 ‘우스팡스러운 것’ 혹은 ‘재미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우스광스러우면서 희극적인 것’에 비해 체계적인 우위를 점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우스팡스려운 모든 것은 역설 

적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미있는 모든 것이 우스광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스 

팡스러운 모든 것이 재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웃음과 우스광 

스러움은 희극성보다 폭넓게 유포되어 있고 미학외적인 현상을 포괄한다. 우 

스광스러운 것이 항상 희극적인 것은 아니다 Lachen und Lächerliches sind 

weiter verbreitet als c1as Komische. Sie urnfassen auch a버엎강sthetische 

Erscheinungen. Das Lächerliche ist nicht imrær komisch"lO)라는 보레프 

8) Vgl. Susarme Schäfer: Komik in Kultur und Kontcxt. München: Iudicium 1앉Xì， S. 
16f. 

9) Vgl. Ar띠띠s Hom: Das Komische im Sp팽el der Literatur. Versuch einer 
systernatischen Einführung. Würzburg: Königshausen u. Neumann m용:， S. 13 

10) Jurij Borew: Uber das Komische. Aus dem Russ. übers. von Heinz Plavius. Berlin: 
A따bau 1~，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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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j Borew의 견해를 참작해 볼만하다. 또한 희극성을 미학적 현상으로만 보 

는 보레프는 희극성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다. 

보레프가 희극성의 객관적인 조건만을 주시하는 반면， 야우스 없ns 

Ro1:eπ Ja때는 희극성의 유희공간과， 희극성과 수용자가 갖는 관계에 주목하 

면서 희극성을 우스광스러움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우스광스러움과 희극 

성의 경계선으로 이해되는 미학적 입장이 요구하는 바는， 첫째 농담과 진지 

함 사이의 유희공간， 둘째 희극성이 갖는 반의성， 셋째 관찰자의 수용성이다 

Als Grenzlinie 때schen 따n Lächerlichen und dem Komischen verstanden 

erfor마rt die ästhetische Einste뻐19 [des Komischen]: 1. den Spie1raum 

a찌schen Scherz und 맘nst， 2. die Gegensinnigkeit des Komis다len und 3. 

die Ernpfänglichkeit des Betrachters."llJ 그밖에도 희극성이 소통적 상황을 

유발하는 반면에， 우스광스러움은 오로지 우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희극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구분하든， 희극성 

에 관한 연구에서는 희극성이 ‘반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 

하고있다 

11.2. 희극성의 이론: 불일치 및 대치이론， 놀이이론， 뒤집기 현상으 

로서 희극성， 카니발적 희극성 

우선 희극성에 관한 일련의 작업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불일치 및 

대치이론 Inkongruenz- und Kon없sttheorie에 따르면， 희극성의 경우 비정 

상， 즉 ‘규범위반’이 문제된다. “규범과 반규범간의 관계 ein Verl떠ltnis von 

R앵el und Regelwidrigkeit"l2)에 주목하는 융어 Fri뼈ich eorg J뻐ger， 희극 

성을 “대치， 갈등， 모순의 결과"13)로 규정하는 보레프， 그리고 역시 희극성의 

11) Hans Robert Ja버3: Zum Problem der Grenzziehung zwischen dem Lächerlichen U!펴 
dem Komischen. In: Wolfgang Preise쩌æWRainer Waming (Hrsg.): Das Komische 
München: Fi마 1976, S. 2ól→암2， hier S. 쨌 

12) Fri뼈ich Georg Jünger: Uber das Kor미sche. Fr때φ따 aM: Klostennann 1없8，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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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특성’14)에 주목하는 바움 등이 불일치 및 대치이론을 대변한다. 이 

이론에서는 희극성의 ‘반익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리터 Joac바n Ritter는 이 

러한 시각이 희극성과 웃음의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지 못한다고 본다. 기본 

적으로 ‘모순되고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 문제되지만， 이것이 고정 내지 확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5) 리터에 따르면 희극성은 규범적인 진지 

함 뿐만 아니라， 모순과 함께 나타나는 ‘공허함 das Nichtige’과도 관계가 있 

다. 그의 놀이이론 Spi리theo디e이 흥미로운 까닭은 희극성의 역사적， 사회문 

화적 상대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저 Wolfgang lser역시 ‘반의성’을 희극성의 주된 특성으로 보고 있으나， 

반의성에 고정시켜 희극성을 규정하는 것이 희극성이라는 현상에 적합지 않 

다고 덧붙인다.16) 이저는 규범 내지 입장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희극성이 수 

용자로 하여금 희극적인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희극성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 

기존 규범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적인 상황이 

나 인물에게 비판적인 거리를 갖게끔 만드는 입장전환 Positionswechsel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저는 희극성을 일종의 뒤집기현상 

Kipp-P}때l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웃음이론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는 바흐친 h따chail Bachtin의 카니발적인 

것에 관한 구상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희극성 개념이 진 

지함과 이해력 뿐만 아니라， 느낌 내지는 감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 

13) Borew, uber das Komische, S. gz 
14) Vgl. Georgina Baum: ~r wi따spruchsvolle Charakter und der historische ul띠 

gesellschaftliche lnhalt des Komischen in der dramatischen Gestaltung. In: Reinhold 
GrilTlffi"Klaus Bergh빼n (뻐-sg.): We땅1 und Fonæn des Ko찌schen im Drama. 
냉nnstadt: Wis땅lsch따미che Buchg얹ellsc뼈ft 1975, S. axì-252. 

15) Vgl. Joachim Ritter: U따 das Lachen. In: Su비ektivität. Sechs Aufsäαe. Fra띠며.Irt 
a.M: S비따엉mp 1974, S. 62-gz, hier S. 71. [Vorher: über das Lachen (Ritter). In: 

Blätter für deutsche Philosophie 14 0940/41), S. 1-21l. 
16) Vgl. Wolfgang Iser: Das Komische: ein Kipp-Phänomen. In: Das Komische, S 

3ffi 때2， hier S. 짧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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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친은 희극성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그로테스 

크한 작품들을 살펴본다. 특히 그로테스크풍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의 형상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희극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고 중세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엿보게 한다. 바흐친은 중세 사람들이 공적 

으로는 엄한 위계질서하에서 공포， 교조주의， 경외감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웃음， 신성모독， 세속화， 정숙하지 못한 언변과 몸짓， 모든 계층사람들과의 친 

큰한 접촉으로 충만한 카니발적인 삶도 살았음을 간파한다)7) 결국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그로테스크풍 작품은 공포를 이겨내는 요소와 웃음없이는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바흐친은 자선의 이론과 비교하며 카이저 Wolfg뻐g Kayser의 그로테스크 

이론을 상세히 고찰하는데， 특히 이 이론이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테스크가 추상적으로 합리화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즉 카이저가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을 진지함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 

서 그는 “카이저는 기분좋은， 해방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창조적 웃음을 모른 

다 Das fröhliche, befreiende, wiederge넓rende， das schöpferische Lachen 

kennt Kayser 띠cht" 181고 비판한다. 예를 틀어 바흐친은 카이저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대럽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로테스크 

의 형상체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삶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죽음과 삶의 상호작용을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카니발이다. 카 

니발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왕을 비웃고 때리고， 반대로 바 

보나 노예가 왕이 되는 상황이 가능하다. 카니발 왕을 치켜세우고 각아내리 

는 풍습에서 바흐친은 “카니발적인 세계정서의 핵심， 즉 교체와 변화， 죽음과 

부활의 파토스 den Kem d얹 없mev;떠istischen Weltempfindens: das Pathos 

des Wechsels und der Veränclerung, des TIαles und der Emeuerung" 19)를 

171 Vgl. Michail Bachtin: Literatur und Kameval. Zur Romantheorie und Lachkultur. Aus 
dcm Russ. übers. von Alexander Kaempfe. München: 뻐nser 1!lì9, S. 57 

18) Ebda,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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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카니발이 상징하는 모든 것은 부정과 죽음의 관점， 또 즐거운 상대성과 

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카니발의 양가적 특성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것 

이 바흐친의 ‘카니발적 희극성 Das 뼈mev외esk Komische'이 갖는 독자성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흐친은 희극성을 높고 공적 

인 문화의 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미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로테스크한 작품안에서의 희극성은 ‘민중에 가까운 비공식적인 웃음문화 

volksnahe inoκizielle Lac빠rultur’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11 1. 호르바트의 후기 드라마에 나타나는 희극적인 묘사 

앞서의 논의들은 호르바트의 후기작품에 나타나는 언어의 희극성， 희극적 

인 인물들 그리고 희극적 상황이 유발하는 반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웃 

음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자주 웃거나 미소짓는 인물들이 후기 드라마 

에 여러 명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재치있는 대사를 통해 비극적 

인 현실을 매개하고 있어서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이들은 현실을 진단하면서 비판한다. 그런데 

희극적인 인물로 분류할 수 있을 이들을 차별화하여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 

유는 이들을 단순히 희극적인 인물이라 부르기에는 이들 간의 상이성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몇 희극적 인물들은 『피가로 이혼하 

다 Figaro 1때t sich sch잉뼈l~의 피가로처럼 나중에 변신하여 본보기가 될만 

한 모습을 보이거나 w돈 후앙 전쟁에서 돌아오다 llin 뼈n kommt aus d앉1 

Krieg~(1됐)에서의 돈 후앙처럼 상이한 성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이나 성격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19) E벼a， S.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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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기이하면서도 희극적인 여인과 그랄듯한 해피엔드 

극작가 자신이 “특별한 실험적인 문학작품 얹 ausgesprochenes 

U따arisches Ex(:ffiIrent"(kA VII, 440)으로 부른 희극 『센느강에서 건진 미 

지의 여인~(1없3)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운디네 형상 Undinengestalt’을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미지의 여인은 작품전체를 통해 신비스럽 

고 기이하게 나타나는 인물이다. 빵을 먹고 술을 마시는 그녀의 행동은 그녀 

를 일상 속의 평범한 인물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와관계하고 있다. 

미지의 여인 (자신의 장미를 관찰한다):- 우리가 사는 저 바깥에는 도처에 장 

마가 자라고 있어요 특히나 약간 오르막인 좁은 길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는 

하얀 꽃들이 피어있는 묘지가 나와요. 때때로 전 돌아가고 싶어져요. 

DIE UNBEKANNfE betrad7tet ihre Rose: - bei tll1S draußen wächst das 
파Jerall， besonders ist da so 려nsc바naler Weg, der etwas ansteigt. Und dann 
korrrrnt 따 Fri뼈10f， wo die we파en Bltll11en bl삐en. Manchmal sehne ich 
mich ZUIÜCk. (20) 

인용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지의 여인이 현세에 속하는 인물이 아 

니라는 것이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여인은 비현실적인 세계를 대표 

하지만 동시에 운명적으로 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인물이다. 다른 인물들은 

미지의 여인을 “경찰 앞잡이 Po1izeispi앉1"(밍)， 꺼령 Gespenst"(32), “수호천 

사 Schutzengel" (밍) 혹은 “이상한 여자 ein komisches Geschöpf’(ffi) 등으로 

부른다. 미지의 여인은 모순적인 현실을 자세히 관찰하고 비판을 가하는 유 

희적 인물로，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는 기본적으로 삶을 옹호하고 삶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알베르트가 시계 수리업자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인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살인범인 알베르트를 연모하여 그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무 

관심이 팽배해있는 소시민 사회에서 미지의 여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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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불이다. 

이 극작품은 ‘희극’으로 불리지만， 전체적으로 음산하고 무언가 꺼림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비극에서나 볼 수 있는 7-}살이 그려지고 있 

어서 부제에서 갖게 되는 독자나 관객의 예상은 빗나가게 된다때 이 작품의 

결말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벌 

어지지 않은 양，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인다. 우울증 환자 에밀은 낙천주의자가 

되고， 알베르트는 이레네와 다시 합쳐 아들 알베르트와 함께 신도시에서 시 

민적인 삶을 영위한다. 알베르트는 신비스런 미소를 머금고 있는 ‘데스마스크 

Totenmaske’에서 죽은 미지의 여언을 떠올리지만， 결국은 그녀를 외면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 아들 알베르트의 반응이다. 그는 마치 내막을 알고나 있 

는 듯， 아버지가 데스마스크를 알아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자 울 

어버린다.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소시민들은 살인과 같은 폭력 

행위가 빈번한 일상에 무감각해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살인이 일어 

난 집의 문을 닫고 그 집에 숨겨진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뿐이다. 강도 살인 

이 벌어진 집은 닫힌 채로 남아 있고 잊혀지게 된다. 

드라마의 결말부분에서 미지의 여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살한 여인의 

가면으로 분해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변을 쓴 여인의 형상은 그로 

테스크하기까지 하다21) 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폭력과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의 일그러진 현실상과 관계가 있다. 재생산되는 데스마스크는 이레네가 

기꺼이 구입하는 요리책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있다. 장식으로만 사용되 

는 예술모조품으로 전락한 데스마스크는 소시민사회의 겸직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타인을 위해 죽은 이 여인의 신화는 

모조품의 형태라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자살’은 비극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희극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요소이다. Vgl. 
sc벼fer， Komik in Kultur und Kontext, S. 16. 

21) 그로테스크한 것은 단순한 풍자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하이드시에크는 그로테스크한 

형태가 현실을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전도 내지 왜곡을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Vgl. 따nold 1뼈dsieck: Das Groteske und das 
Abslπde im rmdemen Dr<una. Stuttg와t: Ko비뼈rnmer 1!m,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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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외성을 수반하는 희극성은 호르바트의 후기 

극작술에서 큰 벼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Jean-Cla빼 François는 바 

로 그러한 의외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호르바트의 작품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에서는 희극성이 보이지 않는 

다. 역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도 희극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Die Komik ist b잉 Hoπáth nicht doπ zu treffeπ wo man sie erwarten 

solltβ und umge~앙ut gibt es komische Elemente auch doπ. wo Sle 

ausgesc버ossen 않in sollten.22) 

호르바트는 자신의 작품들이 비극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와의 말을 벌어 

표현하자면， 그의 작품들은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복변을 한 비극들 

verk聊æ Trag때때”껑)이다. 물론 몇몇 극작품의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지만， 결말부분은 독자나 관객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해피엔드와는 거리 

가 멸다.24) ‘그럴듯한 해피 엔드 야1 vorgetäuschtes 뻐뼈Iy-End’는 독자나 관 

객으로 하여금 모순적이고 꿰뚫어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해피엔드의 아이러니화는 결국 텍스트와 수용자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11 1.2. 언어의 희극성 그리고 희극성과 비극성의 흔합 

희극 『피가로 이혼하다~(1쨌)는 보마르혜가 자신의 피가로를 그려내고 있 

는 시대와 히틀러의 지배와 오스트리아에서의 1없4년 2월 내전이 있던 직후 

22) Jean-Cla뼈e François: Komische Elerænte in 따1 Draræn 어ön von Horváths. In: 
Wendelin S따찌dt-Dengl앉 (바sg.): Komik in 따 östeπeichischen μteratur. Berlin: 
Schmidt 1앉Xì， S. 212-218, hier S. 212 

23) E벼a， S. 217 
24) 호르바트가 처음엔 ‘명랑극’으로， 초연 때는 ‘희극’으로 표기했다가 훗날 ‘익살 

극’으로 바꿔 표기한 『오락 가락 Hin und her，;{l933)과 명랑극 『남자없는 마을 Ein 
Dorfohne1빼ler~ {l쨌) 역시 행복한 결말을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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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 사이를 오가며 진행된다 피가로라는 인물은 서커스단에서 자란 기 

아였다. 오랜 세월동안 알마비바 백작의 시중을 들었던 그는 백작부부와 함 

께 망명길에 올랐다가 그들과 헤어진다. ‘그로스하더스도르프 G뼈3hé뼈rsdoIÍ 

에서 미용사로 거둡나기 위해 열심인 그는 아내 수잔네에게 손님인 마을사람 

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는 실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 여겨 수잔네와 다툰다. 

피가로: 나도 비정한 사람은 아니라고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하지 ? 난 다 

만 책임감이 있는 것 뿐 이라구.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 

는 걸 알잖아 내 아이가 다음번 전쟁에서 전사하는 걸 내가 하늘에 

서 내려다봐야겠어? 

수잔네: 아무래도 당신은 하늘나라에 책임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 

아. 당신은 지옥행이야 

FIGARO: Wie oft sol1 ich es dir noch 잃geπ 빼 ich kein Unmensch bin. 

Ich besitze 1，떠iglich Verantwortungsgefühl und du we빠 ich 

kann prophezeien. 앉)11 ich es vom 돼mrnel droben 띠tans당1en， 

wie rnein Kind im nächsten Krieg f:때lt? 

SUSANNE: Ich glaube, du 벼st für den Himrr때 zuviel 

V없ntwortungsgefi뼈. Du kommst in die Höl1e. (kA vrn, 닮) 

피가로는 환상을 갖지 않고 상황을 직시하는 인물이다.25) 그러나 아내에 

의해 속물로 취급받는 그는 이방인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증오로 생활을 위협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학명과 망명이 문제되고 있는데， 개개 

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안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 인물들의 대사에는 

시의성뿐만 아니라， 개체의 삶이 갖는 비애도 담겨져 있어 호르바트의 텍스트 

가 갖는 다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혜롭고 체념적인 희극성 w잉se 

lilld resignative Ko따k"26)과 함께 모순적 현실이 묘사되고 있다. “희극으로 

25) 전체적으로 보면 피가로는 혁명을 꿈꾸는 무모한 자에서 기회주의적인 소시민을 거쳐 
인간성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신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모순적 현실을 숙고하게 하는 
유희적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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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한 비극 머s Korr뼈le gl없mte Tragöclie"27)으로 볼 수 있을 이 작품에는 

독자나 관객의 웃음을 유발승}는 곳이 상당히 많다. 다음은 독자와 관객을 웃 

게 만드는 미용실 손님으로 등장하는 산파의 대사이다. 

산파: 일이 넘쳐나서 나 자신도 추스릴 수가 없어. 일주일에 다섯 번의 출산 

이라니， 그 가운데 두 번은 쌍둥이야. 아무리 강한 남자도 이건 지탱해 

내지 못한다구! 계속 이렇게 가다간 훌륭한 우리 그로스하더스도르프 

가 곧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겠는걸. 내 가련한 곱슬머리는 순전히 황 

새로 인해 벌써 모양이 망가져 버렸다구! 

f正BAMME: Ich karm mich kaum mehr retten vor lauter Arbeit, fünf 

Geburten in 밍ner Woch, davon gleich zweimal Zw피inge， das hielt 

der stärkste Mann nicht aus! Wenn 없s so weitergeht, w뼈 unser 

braves Großhadersdorf bald eine Weltstadt, und meine arnεn 

Locken sind schon ganz deformiert vor lauter Storch.28J (51) 

산파의 대사를 그로스하더스도르프의 인간상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독자나 

관객은 산파의 희극적인 대사를 훨씬 더 만끽할 수 있다. 알마비바 백작의 

몸종이었던 피가로는 이 마을에서 수잔네와 함께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자 하 

지만， 이 마을의 거주자들은 증오섬에 가득 차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이틀의 편견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 마을 

에서는 소시민 그룹에 속하지도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한 남자 역시 비방 

당한다. 여기서 ‘그로스하더스도르프’라는 명칭이 불화가 인간 상호간의 관계 

를 지배하고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족사회주의의 온상을 구현했던 소시민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라한 시대사적인 맥락에서 산파의 대사에는 나치 정권의 도래에 대한 경고 

26) Franz Norbert M없nerreier und Frithjof Tra따 않utsche E때φama따 19.1l bis 
1됐 München: Fink 1[ID, S. ffi 

27) Traugott Krischke: O:Iön von Horváth. Kind 영ner Z잉t.M1ωlchen 1[ID. (= Heyne 
ßi맹raphien)， S. 219. 

28) 이 대사는 아이를 가져온다는 황새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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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함되어 있다. 

호르바트의 작품에서 희극적인 요소들이 흥미로운 까닭은 그것이 비극적 

인 사건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작가 자신도 이러한 연관성을잃) 강조 

한다: 

나에게 있어 희극성은 비극적인 것이다. 내가 쓰는 비극은 오로지 이 극의 ‘인 

간성’ 때문에 희극적이다. 

Für mich ist die Komik etwas Tragisches. Ich schreibe Trag해ien， die nur 

durch ihre ‘MenschIichkeit’ komisch sind. (kA Xl, 246) 

비극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희극성의 역할은 모순적 현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르바트는 모순적이며 꿰뚫어볼 수 없는 현실과 반대 

되는 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는 역사적 현실을 드러내놓고 묘사 

하지 않는다 극작가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의 드라마에서는 “진지함과 

반어의 통합 려ne Synthese aus Emst und Ironie"(219)이 문제이다. 그는 풍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놀팅 Wmfried Nolting이 주장하는 “총체적 풍자 

tot떠e Satire"30)를 지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희비극적인 현상은 이상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1) 이것은 희비극적인 현상을 풍자와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풍자가 규범이 갖는 확고한 입장 그리고 이상과 관련이 

었다면， 희비극성은 어떠한 지탱점도 제시하지 않는 규범들과 관계가 있다. 

29) Vgl. Borew, uber das Komische, S. 28 und Jaræs K Feibleman: 많 Sinn des 
Komischen. In: Wesen und Forræn des Komisch앉1 im Drama, S. η-92， hier S. 91. 

30) Vgl. wi빼ed Nolting: Der tota1e Jargon. Die 뼈natischen 많SPl밍e CXlön von 
Horváths. München: Fink 19J6. (~ Litemtur und Presse. Karl Kmus-St뼈ien 2), S. 
1빠 놀팅의 명제는 그때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교양은어 Bil뼈ngsjargon’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그러나 후기 드라마에는 소시민뿐만 아니라， 언어의식이 

있는 자율적이고 변화할 줄 아는 인물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명제를 호르바트의 

모든 드라마에 적용할 수는 없다. 
31) V gl. Gerhard Melzer: Das pl때lomen des Tra밍komischen. Cn따"Suchungen 찌m 

Werk von Karl Kmus und CXlön von Horváth. Kronberg: Scriptor 19J6. (= 

Hochsch띠schriften μ떠aturwís영lSChaft 15), 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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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말 

호르바트의 드라마에는 극적인 절정이 없다. 드라마 내에서의 긴장은 사건 

진행 차원에서의 극적인 형상화를 통해 생겨나지 않는다.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희극적으로 혹은 비극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이다. 호르바트는 관객으로 

하여금 희극적인 묘사를 통해 제시한 상황과 행동방식들에 대해 숙고하게 한 

다. 결국 희극적인 부분들은 수용자를 텍스트 안으로 끌어들이고 텍스트의 

지각과정 내지 해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결론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극작가가 기존 유형들을 새롭게 형상화하고 

이 유형들이 갖는 진부함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후기 드라마에서는 희극성의 통속적 형태， 예를 들어 익살극이나 소 

극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사용되고 있다~남자없는 마을』과 『피가로 이 

혼하다』에서는 명랑한 분위기까지도 연출되고 있어서， 인간의 삶이 갖는 비 

극성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극작가의 노력을 감지할 수 있다. 끝으로 

효코르 Franz Theaior Csokor가 1933년 8월 호르바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희극 형식에 대한 호르바트의 기본적인 입장이 드러나 

고 있는 구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스트로이 같은 작가가 되어야 한다. 

오래 전에 자넨 내게 편지했었지. 희극으로 해야 비인간적인 것을 효과적으 

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네. 왜냐하면 비극적인 것에는 잔인함 

을 인간적으로 파악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Dazu 

m패te man ein Nestroy 앞n， hast Du mir unlängst geschrieben, ul찌 es 

stimrnt, 없ß sich das Unrænschliche wirksarær als Korr뼈ie gesta1ten läßt, 

따m im Tragischen herrs다1t noch imrær das &었ψfnis nach einer 

rænschlichen Durch며맹tll1g des Bestialischen."32) 

32) Traugott Kris따‘e: “Leben ohne Geländer". ßriefwechsel zwischen Franz 까leOOor 

Csokor und 어ön von Ho얘th aus den Jahren 1됐 bis 1됐" In: (Csokor) , 

Lebensbilder eines HumanistefL Ein Franz 깐lffXior-Csokor-ßuch. 빠sg. von Ulrich 
N. Sch띠enburg. Wien: Löcker/Wien, Mωlchen: Sessler 1002, S. 139-172, hier 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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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잃sung> 

Das Komische in den sp헤ten Dramen 

Odön von Horváths 
- anhand Eine Unbekannte aus der Seine und 

Figaro /，때t sich scheiden-

Suk-Kyung Lee (Seoul National Univ.) 

〔성ön von Horváth erprobt in den s며ten Draræn dramaturgisch alles 

Mögliche, was wohl rnit den schlechten pr떠바ctionsb:퍼i맹ungen im Exil 

zusarm빼녀맹t Um die dramatisch-ästhetische Darbietung Horváths zu 

erläut앉n， wird das K!αnische in den späten Dramen genauer angesehen. 

Das Kiornische i얀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späten Dramatik, weil es 

eme 외ctive Betätigung des Rezipienten heπorr따t. Zum Beispiel führt die 

Sprachkornik, die einen starken R얹litätsbezug aufweist, den Rezipienten 

zum Nachdenken und bereitet ihm zugleich Vergni.igen. 

In diesem Zusamræ이퍼ng sind elmge πleorien über das Kiornische 

interessant: Ers따lS die Inkongruenz- und Kiontrasttheorie, in welcher der 

K빼뼈- bzw. Widerspruchsc뻐r없er des Kiornischen im l\1ìttelpunkt 

steht; zweitens die Spieltheorie, in der die geschichtliche, soziokulturelle 

Relati띠tät des Kiornischen betont wird; drittens lsers Auffassung vom 

Kornischen 외s “Kipp-Th삶lomen"; zuletzt l\1ìchail Bachtins Kionzept des 

Kamev머istisch태， das sowo비 띠t Emst/Verstand als auch rnit 

Gef삐따:'b빼ndung zusamræ야1빼gen 잉11. 

Die späten Draræn sind jeweils als “Kiorr뼈ie"， “Posse", “h댐rchen" und 

“Lustspiel" bezeichnet. Es gibt zwar elmge Merkmale, die sie rni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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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ung Kon때le 따l태， z.B. ret1ektierte Kri따 am Gel떠1따1. Sie stellen 

aber keine Konmen im konventionellen Sinne 없r， 없m sie verbürgen 

k잉n HaWy-End Nach Horváth sind s잉ne Stücke sc땅ar “Trag때ien". In 

diese Trag때ien sind komische EleIre!1te in grossem Ausmaß int명neπ. 

Wie Horváth zu Re야lt 밟rerkt， hat Komik etwas Tragisches. Komik 

뼈때t wie Tra밍k mit der wi따sp띠chlichen W버dic빠ceit zu잃mrren. 

Die Unbekannte in Eine Unb삶vnnte α1s der Seine (1됐 ist eine 

Undinengestalt, die das ganze Stück hindurch seltsam und komisch 

erscheint. Sie ist eine Spielfigur, die eine kritische Aussage über die 

widersprüchliche Wπ때chl떠t macht. Schließlich rer때sentieπ sle emen 

Menschen, der in einer von Kälte geprägten Gesellsch따t w.굶1re zel망， 

denn sie opfeπ sich freiwillig für den Verbrecher Albeπ， der nur an sich 

selbst de파rt. Am Dramenschluss wirkt die Gestalt der Unbekannten in 

einer Maske sogar grotesk Dieses groteske 뼈sken-Bild h삶핑t mit 따n 

verz앉πen Wrrklichkeitsbild zu잃mrren， das von Gewalt und Verbrechen 

g악)[;명t ist. 

Auch Figaro in der Fi맹rσKon때ie(l936) ist eine differenziert 

dargeste11te Figur, die komisch erscheint. Die komische Wrrkung dieser 

Fi맹 wird meist durch dessen Bemerkungen erze맹t， die den Re긴pienten 

갱m Lachen bringen. IÆr Karπre떠iener Figaro scheint die durch die 

Revolution veränderte Lage zu durchschauen. Er wird zum Spießer-Typ, 

des양Existenz allerdings im fremdenfeindlichen engstimigen 

gesellschaftlichen K1ima von Grosshadersdorf bedroht ist und der einen 

scharfsinnigen Blick auf die Eitellceit des Le밟lS wirft. Insgesamt 

betrachtet, ist er eine Spiel- und Modellfigur, die eine Wandlung 

durchmacht und den Re낌pl빠en zum Nach- und Umdenken veranlasst. 

Die Beachtung des kulturellen und historischen Kontexts ist wichtig, um 

die komischen Figuren verstehen zu können. fuen komische Erschei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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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때t im Grunde mit der wi따"SpIÜchlichen WrrkIichkeit zusamræn. Bei 

Hoπáth wird diese durch “weise und y;얹1밍1ative Ko띠k"(Mennerreier} 

clargestellt. Von claher gesehen ist die Figar，σKon뼈ie ein gelungenes 

S띠ck， in 따n 잉'wo비 c1as Aktuelle 머s auch die Tra빙k des 

Einzelrnenschen zum Ausdruck kommt. Horváth beWI명t 없1 Leser bzw. 

c1as Pub파rum zum Nachde뻐en über die vorgefühJ따1 Verhältnisse und 

Ver뼈l따lsweisen. Di，않e Folgerung ist c1adurch n뼈Iich， c1ass er c1as a1te 

Muster neu gesta1tet und des양d3ar빼tät herausarbeit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