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톤 체홉의 보이지 않는 주언공들 

박현섭 

1. 문제 설정 

모든 예술 양식들은 각각의 재료가 갖는 시공적 한계와 능력에 따라 구별된 

다. 

연극은 그것이 희곡인 동안에는 시나 소설과 마찬가지로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들일뿐이지만 무대 위에 공연되는 순간부터 배우를 핵으로 하는 다양한 

무대 기호들로 변신한다1) 그리고 이 새로운 기호들은 시나 소설이 말로만 중 

얼거리던 사물들을， 여전히 가짜이긴 할 망정 우리 눈앞에 직접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연극의 능력이 순수한 언어예술 형식인 시나 소설과 비교하여 

그 예술성의 우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극작가는 시인이나 소설가와는 달 

리 언어 기호 이외에도 시청각 기호들을 통어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많은 표 

현의 가능성을 갖게 1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2) 이로 인해 어떤 극작가가 반드시 

더 좋은 표현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상명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극장에서의 모든 기호적 활동은 희곡 텍스트를 통해서 실현되며 그런 의미에서 “‘말’ 

은 마치 다른 종류의 기호적 활동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M ， .f!. nO
JlJl KOB , TeOpHJI I1p a.Mbl, MOCKBa, 1980, C, 22) 상연에 선행하며， 상연을 동반하는， 희콕의 

이른바 ‘이중적 실존형태’는 우리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2) 물론 극작가가 다루는 것은 언어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는 연출가라는 대리인을 통해 

언어 텍스트에 잠재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시청각 기호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소설 또한 연극으로 공연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극으로 공연 

되기 전에 각색을 거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희곡 텍스트로의 변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희곡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은 역으로 희곡 텍스트 속에 소설의 이 

야기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국면과는 별도의 고유한 연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텍스트와 상연의 관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위의 책 

이나 다음의 제 1장을 참조할 것: 안느 위베르스펠드연극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1993, 



26 러시아연구 채8권 채 1 호 

기호 자체에는 아무런 예술적 가치도 없다. 오히려 연극 및 그에 인접한 공 

연 예술이 시청각 기호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에는 나쁜 예술이나 비예 

술， 나아가 범죄로까지 전락할 수도 있다. 그 온건한 예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 

하여 ‘구경거리’만을 가득 채운 할리우드 영화이며， 극악한 예가 고대의 검투사 

시합이나 현대의 스너프 영화들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극한적인 ‘보 

여주기’는 허구와 현실의 거리를 영에 가깝게 접근시킴으로써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 

마야롭스키의 희곡 『블라디미르 마야롭스키』는 ‘보여주기’로서의 연극적 특 

성을 마음껏 구가하고 있는 또 다른 예이다. 이 희곡에는 실재할 수 없는 대상 

(눈과 다리가 없는 인간， 귀가 없는 인간， 머리가 없는 인간， 두 개의 입맞춤으 

로 된 인간)들이 등장인물로 제시되고 있는데，3) 이는 도막난 시체가 걸어다니 

는 ‘좀비’류 영화의 선정적인 발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마야롭스키』를 선정성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희곡의 비현실 

적인 괴물틀이 결코 시각적으로 그럴듯하게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인간 

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념들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지 

닌 영화와는 달리 연극은 제한된 시공적 능력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다행 

스럽게도) 마야롭스키의 선정적인 열정은 온전하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여 

기서 극적인 것은 연극의 양식적 가능성에 도전하는 마야롭스키의 공격적인 

기획 자체이다. 그것은 무대화， 즉 보여주는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양식 

속에 ‘보여질 수 없는 것’이 억지로 끼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기호적인 긴장이 

다. 비현실적인 대상이 시각화될 필연성이 없는 시나 산문에서는 그런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4) 

3) B Ma5l KoBcKlllí, “ BnaDIIMllp Ma5l KOBCK뼈 CoφaHHe CO 'lHHeHHD B BOCbMH TOMax, MocKBa, 

1968. T. 1. c. 36-56 
4) 글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흘레브니코프의 w3aHre찌』도 이와 비슷한 기호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연aHre311~ 의 장르를 CBepxnOBeCTb, 3anOBeCTb 등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장르 규정은 소설과 연극의 상보적인 기호적 관계를 적절하게 함 

축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어떤 비현실적인 대상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지만 결 

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다. CBepxnOBeCTb는 그런 비현실적인 대상을 보여주 

려는 그리고 보고자 하는 열망의 형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CBepxnOBeCTb는 읽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레제 드라마와는 명백히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CBepxnOBeCTb가 

희곡일 수도 없다. 이 작품의 기호들은 시각화를 위한 어떤 시도에도 완강하게 저항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P. B. llyraHoB , BeJ1HMHp XJ1e6HHKOB,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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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의 일정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소비하는 경향은 캠페인의 성격을 띤 문 

예 활동 속에서 종종 발견된다. 그 문예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즉 기호의 

특정한 가능성이 남김없이 소진되었을 때， 그 문예 운동은 이미 종착지에 도달 

하게 된다. 마야롭스키나 흘레브니코프로 대표되는 입체미래파의 연극이 오랫 

동안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보다 긴 생명력을 갖는 연극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천천히 소비한다. 

우리는 그 닥월한 예를 안톤 체홉의 연극 속에서 볼 수 있다. 연극은 보여지 

고， 들려지며 간혹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그런데 체홉의 연극에서는 소리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무대가 텅 비어버리기도 한다.5) 어떤 주인공들은 끝내 

등장하지 않은 채， 무대 위도 허공도 아닌 어딘가를 둥둥 떠다닌다. 

2.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극의 대책 

체흡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실들을 간단히 확인하기로 하자. 연극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처한다. 

몬타노: 바다 위에 무엇이 보이는가? 

신사1 ‘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뿐입니다. 하늘 

과 바다 사이에 좋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몬타노: 육지에서도 바람이 몹시 불었지. 성벽이 이토록 들썩거린 때는 일 

찍이 없었어. 바다에서도 바람이 이토록 심하다면， 참나무로 된 배의 허리께 

로 산더미 같은 파도에 치여 산산조각이 났잖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 

았을까 궁금하군. 

신사2: 터키 함대도 사방으로 흩어졌을 겁니다. 파도치는 바닷가에 나가 봤 

더니， 파도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몰린 해면이 무시무시한 

갈기처럼 휘날리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서 불같은 작은 곰 자리에 물을 끼 

얹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꼼짝 않는 북극성의 호위병 별들을 물거품으로 

지우려는 기세였습니다. 이토록 미친 듯한 파도는 처음 보았습니다. 

(r오셀로~ 2막 1장) 

1990, c. 189-192 영화， 가상현실 등과 같은 현대의 놀라운 시각 예술은 열망의 형식 
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csepxnoseCTb의 실현에 어느 만큼 접근했을까? 

5) 박현섭체홉 ‘희극’의 성격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J ， 1997, 144-1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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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장면은 연극이 장르의 시공적 제약으로 인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어 

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관한 예이다. 셰엌스피어 시대의 ‘지구 극장’은 지붕이 

뺑 뚫린 일종의 노천극장이었으며 공연은 낮에 이루어졌다. 벌건 대낮에 변변 

찮은 무대 장치 위에서 무시무시한 파도를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배 

우의 입밖에는 없었을 것이다.6) 신사l 몬타노 신사2의 대사는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대사는 그 양이 순차적으로도 점점 늘어 

나면서 형상적인 표현이 강화되는 동 점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객의 상상력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엿보인다. 위의 장황한 대사들은 

극장의 기술적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보는 그 기술적 제약이 해소되었을 때 과잉정보로 드러나게 된다. 발달된 무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의 극작가들이라면 이런 여분의 대사를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근대 이전의 연극에서 프레임 바깥에 있는 시공에 대한 설명， 즉 극의 시작 

이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전사(前史)나 막과 막 사이의 시간적 공백에 대한 설 

명， 위에서처럼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대상들에 대한 

설명들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다.7) 그런 설명적 대사들이 여전히 어떤 즐거움 

을 줄 수 있다면 이는 다분히 의고적인 취미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대 연극의 

첨 예한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8) 

6)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연극에서는 매 사건의 무대가 극중 인물의 대사 속에서 상세 
히 묘사됨으로써， 관객 스스로 무대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것올 언어무대장치 

(Wortk비is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인즈 가이거/헤르만 하르만희곡의 입장~， 

1996, 87쪽. 
7) 할리제프의 용어를 벌자면 이런 것들은 이른바 서술적인 담화(nOBeCTOBaTeAbHa~ peQb) 

혹은 서사적 담화(3nHQeC l< a~ pe%)이다. 서술적 담화는 회곡 속에서 단지 요소의 차원 

으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장인 

물의 언술적 행위 속에서 둘째 등장인물 중 누군가에 의해 ‘대리되는’ 작가의 - 청 

중을 향한 - 주석 속에서， 셋째， 지문 속에서 실현된다. 이런 요소들이 때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족적인 지위에 머물 뿐이다 희곡과 서사적 장르 

와의 관련에 관해서는 할리제프를 참조할 것 B. E. XaAH3eB, llpaMa KaK pOtI 刀HTepaTY

pbl, MOC I< Ba, 1986, C. 38-50 
8) 고대 회랍 비극에서의 코러스는 설명적 대사들을 담당했던 서사적인 연극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쿄러스가 그러한 기능을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대 연극의 발전은 코러스만 존재하던 연희양식으로부터 배우가 한 명씩， 두 명씩 

독립해 나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분명히 코러스의 기법은 현대 연극，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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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특정한 사물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것을 편법적 

인 수단을 통해 억지로 (가짜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와 정반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포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은 가능한 한 그 등장이 지 

연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략은 ‘보여주기’와 ‘보여주지 않기’의 대립을 통한 극 

적 유희를 가장 원시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어떤 대상에 대한 시청각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 내용물이 

없이 장소만으로 존재하는 그 대상은 마치 진공 상태의 용기와도 같다 진공 

상태의 용기가 공기를 무섭게 빨아들이듯이， 정체 모를 대상은 주변의 임자 없 

는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인다. 이때 관객이 느끼는 공포는 정보의 과 

잉 상태에서 비롯되는 신경의 긴장에 다름 아니다. 

드릴러의 요체는 정체를 모른다는， 또한 그 정체가 조금씩 드러난다는 사실 

에 있다. 그것은 서사체를 구성의 근간으로 하는 예술에 있어서 그 서사체의 

시간적 제약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며， 따라서 드라마 장르에 고유한 책략이라 

고 볼 수 없다.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소설과 달리 괴물이나 악당을 언젠가 눈 

앞에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추가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략은 연극이 갖는 고도의 예술성과는 거리가 멀다 

메테를링크의 『틈입자』는 이와 관련되는 교묘한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장차 

죽게될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방은 무대 밖에 자리잡고 있다. 이 방 

의 시청각적 정보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식구(그리고 관객)들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이는 눈먼 노인에게 있어 더욱 그러하다. 연극의 말미에 가서야 이 방으 

로부터 나온 수녀의 행동(십자가를 긋는)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암시되고， 

울음소리를 통해 아기의 구원이 고지된다. 그런데 노인은 여기서 눈이 멀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이미 ‘무슨 일인가’가 별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뿐더러 다른 식구들이 정확히 모르거나 숨기고 있는 정보를 누구보다도 적극 

적으로 관객들에게 발설한다. 즉， 이 연극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시청각 정보를 

소거시켜 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눈먼 노인이라는 뜻밖의 매개를 통해서 

서사적 경향의 연극에서 자주 차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단지 코러스의 설명 

적이고 주석적인 기능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터이다 코러스의 기법에 담겨진 의고 

적인 파토스의 본질은 그것이 원시적인 제의 형식을 연상시킨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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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테레오타입의 드릴러와 『틈입자』를 속류예술과 진정한 예술로 구별짓는 

것은， 전자가 특정한 기호의 부재로 인한 효과만을 반성 없이 복제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기호의 부재가 갖는 의미를 전향적으로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 

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의 

상실로 인해서 다른 감각이 보상적으로 발달한 노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 

지 못하는 것을 듣거나 느낀다.’ - 이런 역설이 『틈입자』에 담겨 있다 W틈입 

자』의 긴장은 매우 연극적인 종류의 것이다. 그러한 긴장은 서사체， 혹은 서사 

체로 변환될 수 있는 연극적 구성(정체 모를 인물， 잠재적인 사건이 우여곡절 

을 겪다가 극적으로 등장하거나 실현되는)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그것은 육체 

를 갖고 있는 기호-배우들 사이의 감각적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긴장이다 

한껏 보여주는 전략과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은 상반된 방 

식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객의 원초적인 정서， 즉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9) 이런 전략들이 겨냥하고 있는 정서의 질이 원초적인 

만큼 그 효과도 신속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의 삶이 아닌 연극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미적 체험을 이끌어내는데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3. 체홉 희곡에서의 부재의 전략 

3-1) 초기 희곡의 경우 
체홉의 드라마투르기는 시각적 효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합목적 

적인 발전의 양상을 보인다. 

체홉의 초기 희곡은 다채로운 주인공들과 자극적인 사건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플라토노프(nJIaTOHOB)~ 나 『대로에서 (Ha 60JIbIlI。η .llopore)~는 칼과 도끼가 

난무하는 격투를 보여준다 무대 위에 악당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W플라토노프~ ), 주인공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W이바노프 

9) 벤툴리가 연극의 에로틱한 본성을 말하면서 사용했던 비유는 이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옷이 육체의 성적 매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기 위해 

서 사용되 어 질 수 있다’는 것 이 다. Eric Bentley, The Life af the Drama, N. Y., 1979,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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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BaHOB) dJ). 한편 에 는 『타치 야나 레 피 나(TaTb5lHa PemlHa) dJ 와 같은 전 형 적 인 드 

릴러도 있다. 이 단막극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음독 자살한 여자는 남자의 새 

로운 결혼식장에서 허깨비로 나타나는데， 그 허깨비의 출현은 주인공의 불안을 

최대로 증폭시킨 연후에 결말에서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구성들은 매우 

체홉적이지 않은 것이다. 

초기 희곡에서의 과도한 보여주기나 과도한 감춤은 동일한 평면에 있으며 

이런 류의 드라마투르기는 후기의 희곡에서 점차로 사라져간다 10) ~갈매기』는 

그 같은 발전의 의미를 체홉 자신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작품이 

다. 여기서 체홉은 트레플료프의 극중극을 매개로 하여 자신이 앞으로 발전시 

킬 드라마투르기의 상을 변증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니나는 트레플료프의 연극에 ‘액션’이 적고 낭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HHHa. B sameil nbece MaJlO lleilcTsHlI, OllHa TOJlbKO t쩌TKa. (...)11) 

‘액션’이 없다는 것은 이후의 체홉 자신의 연극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연상 

시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트레플료프의 연극과 체홉의 연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트레플료프의 연극은 정적인 내용을 충 

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스펙터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혼이라는 상정 

주의적 형상은 니나의 모습으로 육화되고， 이에 대항하는 악마는 빨간 눈을 번 

쩍거리며 유황 연기를 품어댄다. 실제의 호수와 달빛으로 구성되는 장경(場景) 

은 설내극의 화려한 무대 장식에 대한 반발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적 효 

과를 향한 또 다른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야코프에게 

유황의 준비를 재차 당부하는 트레플료프의 과민함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 있 

다. 

10) 체홉의 후기 장막극을 ‘사건이 없는 연극’으로 특정지었던 초기의 비평적 시각은 체홉 

드라마투르기 발전에 있어서의 한 측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소련의 이론가 

들에 의해 정립된 ‘내적 행동’， ‘내적 슈셋’ 등의 개념이나 마가르삭의 ‘간접적 행동’과 

같은 개념은 후기 장막극의 입체적인 극 구조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B. XaJlH3eS, LlpaMa KaK pOI1 JlHTepaTypu, MocKsa, 1986, C. 148-161; 

D. Magarshack, Chekhov The Dramatist, N. Y., 1960, pp. 159-173. 
11) A. n. 4exos, nOJlHOe co6paHHe CO 'lHHeHHη H f1HCeM, MocKsa, 1986, T. 13, c. 11. (이후로 

체홉의 작품이 인용될 때에는 인용문 끝에 쪽수만을 괄호 속에 적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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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nJIeB. CnHpT eCTb? Cepa eCTb? Kor ,aa nOKa ll<YTC !I KpaCHble r JIa3a, Hyll<HO , 
4TOÔ“ naXJIO cepo l!. (HHHe) H.aHTe, TaM BCe npHrOTOBJIeHO. BbI BOJIHyeTeCb? .. 

(10) 

트레플료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TaK BOT nycTb H30-

Õpa3 !1T HaM 3TO HH'!e fO" , 13), 그가 특수효과에 기 울이 고 있는 수선스런 관심 의 
근저에는 연극을 ‘볼거리’로 생각하는 뿌리깊은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빨간 눈 

의 악마가 유황연기를 뿜으며 등장하는 장변에서 인기 배우인 어머니 아르카 

디나가 던진 야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트레플료프의 연극은 지극히 비현 

실적인 내용에 자연주의적인 장치를 결합시킴으로써 명백한 부조화를 노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체흡은 『갈매기」에서 새로운 드라마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트레 

플료프의 ‘새로운 형식’과는 다른 것이다. 트레플료프의 연극은 당대의 자연주 

의적인 연극에 대한 반발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위 연극 

의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클리쉐 (cliché)를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트레플료프의 공연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희화되고 있다는 사실 

은 체흡이 이 공연과 자신의 연극관과의 차별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 

음을 알려준다 12) 극중에서 전개되는 상반된 연극관의 갈등은 불완전한 명제와 

이에 대한 불완전한 반명제의 대립에 불과하며， 상위의 작가 체홉이야말로 이 

대립을 희극 『갈매기』에서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것이다 13) 한편~갈 

매기』에서는 트레플료프의 자살 또한 초기의 작품과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처 

리되고 있다. 이바노프가 대중들 앞에서 극적인 권총자살을 감행했던 데 비해 

트레플료프는 무대 뒤에서 홀로 죽는다. 충격적인 장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극 

중의 서투른 작가(트레플료프)와 실제 작가는 이처럼 사뭇 다른 기법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14) 

12) 다음을 참조할 것. ]. L. Styan, Chekfwv in Performance, Cambridge, 1971, pp. 

33-35 
13) 물론 이 문제는 ‘새로운 드라마’로서의 『갈매기』라는， 보다 광범한 주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체홉 희곡의 시각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14) 체홉의 연극 속에 등장하는 총의 역사를 일별하는 것도 홍미롭다. 이후 『바냐 아저 
씨』에서 권총의 발사는 우스광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마지막 회곡인 『벚꽃 

동산』에서 예피호도프가 지니고 다니는 권총이나 샤를로타의 사냥총은 결코 발사될 

일이 없는 장식품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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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해독에 관하여 (0 Bpelle Ta6aKa)~는 체흡 드라마투르기의 발전 속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배우의 문제에 관한 작가의 성 

찰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뉴힌이라는 인물이 홀로 등장하는 일인극이다. 우리 

는 뉴힌의 입을 통하여 가상적인 관객， 뉴힌의 가족들， 뉴힌이 봄담고 있는 기 

숙학교 학생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 물론 이들은 극장의 ‘지금， 여기’라는 시공 

간 속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뉴힌의 대사 속에서 말로만 살아 있는 것이 

다. 

뉴힌은 자신의 강연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장황한 학문적 배경 설 

명을 한 뒤에 본제로 들어간다 하지만 ‘담배의 해독’에 관한 강의는 시작하자 

마자 지리멸렬해지고 만다. 그리고 여기에 뒤이어서 그의 강연을 채우는 것은 

온통 가족들과 기숙학교의 여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요컨대 무대 밖에 

있는 허깨비 같은 존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뉴힌의 강의에 끼여들어 압도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뉴힌의 강연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극의 액션을 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뉴 

힌의 삶을 일상의 잡사 속으로 침몰시키고 뉴힌의 정신적 독립을 앗아간 존재 

들이라는 점에서 이 연극의 액션을 내적으로 규정한다. 

뉴힌 이외의 다른 잠재적 주인공들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연극 

이 일인극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거꾸로， 이들이 등장하지 않아야 하기 때 

문에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는 일인극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 

건은 익명성이 강한 집단적 인물들인 여학생들과 아이들 보다 뉴힌의 아내에 

있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받은 멸쩡한 한 사나이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로서의 아내의 형상은 그 자체로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연상을 만 

들어낸다. 하지만 아내가 무대에 등장한다면 그러한 연상은 곧장 증발되어 버 

릴 것이다 그 연상은 그녀가 무대 밖에 있음으로서 가능해지는， 특별한 종류 

의 연극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극의 공간이 관객의 눈앞에 실 

제로 보이는 무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3의 시공간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두 공간은 변증법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주인 

공들은 각각의 공간 속에서 양화적인， 그리고 음화적인 존재 형식을 갖는다. 

단막극 『맡기 싫은 비극 배우(Tpar따 rrOHeBO Jle) dI에서도 주인공의 입을 통해 

서만 등장하는 아내가 있다. 그녀 또한 공처가 주인공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 

는 독재자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러한 아내의 캐릭터가 체흡의 

머리 속에 고착적인 형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녀의 모습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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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것이다. 다만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을 뿐 

이다. 

3-2) r셰 자매』와 『벚꽃 동산』의 경우 

체홉의 후기 희곡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 

지하며 연극 속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먼저 『세 자매』를 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두 개의 대립적인 공간이 존재한 

다. 무대 위에 놓여지는 것은 세 자매가 현재 살고 있는 지방 도시이다. 한편 

에는， 세 자매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죽은 아버지의 추억이 간직된 모스 

크바가 등장인물의 대사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의 관심은 물론 보이지 않는 모 

스크바에 있다. 

세 자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스크바는 어떤 모습인가? 

Onbra. CeronH~ Tenn。’ MO*HO OKHa nep*aTb HaCTe*b, a õepe3hl e~e He pac

nycKanllCb. OTe l..l no.ny4l1n õpllrany 11 Bhlexan C HaMII 113 MOCKB비 。nllHHanl..laTb

neT Ha3an, 11 , ~ OTnll4HO nOMHIO, B Ha4ane Ma~ ， BOT B 3Ty nopy B MOCKBe y*e 

Bce B I..lBeTy, TennO, Bce 3anllTb COnHl..leM. OnllHHanl..laTb neT npowno, a ~ nOMHIO 

TaM BCe, KaK õymo BhleXanll B4epa. Bo*e MolI! CerOnH~ yTpOM npocHynacb, yBII 

nena Maccy CBeTa, yBllnena BeCHY, 11 panOCTb 3aBOnHOBanaCb B Maell nywe, 3a

XOTenOCb Ha ponllHy CTpaCTHO. (119-120) 

올가에 게 있어 모스크바는 모기 가 많고 추운 이 지 방에 비 해 ‘꽃이 만발하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찍는’ 곳이며 이리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좋은 곳 이 다. (“JIylllne MOCKBbI HeT H1I4ero Ha cBeTe" , 171) 안드 레 이 의 모스크바 

는 레스토랑에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앉아 있어도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세 자매와 안드레이는 마치 낙원을 꿈꾸듯 모스크바 

로의 귀향을 열망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 중 아무도 모스크바에 가지 

못한다. 무엇이 이들의 귀향을 막고 있는가? 

세 자매의 모스크바는 십 일년 전의 기억으로서의 모스크바이다. 올가의 기 

억 속에 남아 있는 ‘꽃이 만발하고 따돗한 햇볕이 내리찍는’ 모스크바는 오월 

초의 특정한 시간에 정착된 이미지에 다름 아니며， 모스크바의 레스토랑에 대 

한 안드레이의 기억 역시 모스크바의 실체와는 무관한 자의적인 이미지일 뿐 

이다. 요컨대 세 자매가 열망하는 모스크바는 지리적으로 실재하는 공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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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과거의 한 시간， 혹은 각자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낙원의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설령 모스크바로 간다고 해도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던 모스크 

바와는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밖에 없다 - “ ... TaK )j(e H BbI He ÕYlleTe 3aMeqaTb 

MOCKBbI, KOrlla ÕYlleTe )j(HTb B Hefi." (49) 

과거로 돌아가거나 관념 속으로 귀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모스 

크바가 영원히 도달될 수 없는 피안이라는 사실이 등장인물들에 의해 차츰 지 

각되기 시작하는 2막에서 모스크바의 이미지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된다 15) 

주인공들이 끝내 모스크바에 가지 못할 운명이라면 실제의 모스크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없지만 동시에 기이한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다. 

안드레이와 송료느이의 말다툼 속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은 한 개가 되 

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한다. 

COJJeHI뼈 B KaKoA? B MOCKse Ilsa yHHsepCHTeTa. 

AHllpeA. B MOCKse OIlHH yHHsepCHTeT. 

COJJeHhlA. A ~ saM rosop~ Ilsa‘ 

AHllpeA. nycKaA XOTb TPH. TeM JJyqrue. 

COJJeHhl꺼. B MOCKse Ilsa yHHsepcHTeTa! 

AHllpe꺼. B MOCKse Ilsa yHHsepCHTeTa. (152) 

이처럼 불확실한 대상으로서의 모스크바는 정작 그곳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페라폰트에 의해 완천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φepanOHT. A s MocKse, s ynpase Ilaseqa paCCKa3bISaJJ nOIlP~llqHK ， KaKHe-TO 

Kym.jbI eJJH ÕJJHHμOIlHH KOTOphlA CbeJJ COpOK ÕJJHHOS, ÕYIlTO nOMep. He TO COpOK, 
He TO n~Tbllec꺼 T. He nOMH~. (1 41) 

φepanOHT. 니ero? 

naY3a 

H TOT )j(e nOllp~llqHK CKa3hlSaJJ -- MO)j(eT, speT, -- ÕYIlTO nonepeK sceA Moc

KShl KaHaT npouHyT. (141) 

15) 2막에서는 세 자매가 모스크바로 갈 수 없음을 얄려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온다 
현실적인 이유는 교수의 꿈이 꺾인 안드레이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편 페도치크는 카드점으로 이들이 모스크바에 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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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폰트는 4막에서도 또 등장하여 페테르부르그인지 모스크바인지에서 이 

천 명이 열어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사람들이 빈대떡을 마흔 개씩 먹고 죽 

어나가며， 온 도시에 그물이 펼쳐진 모스크바의 형상은 물론 지극히 비현실적 

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 속에 고착되어 있는 모스크바만을 말 

하고 있는데 비하여 페라폰트가 집요하게 전해주는 모스크바의 모습은 현재적 

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는 단지 기억의 모티프에 그치지 

않고， 페라폰트라는 배우의 육체를 매개로 하여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세 자매』의 기이한 모스크바를 만들어내는 힘은 무대의 프레임 속으로 모 

스크바를 옮겨올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공간적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스크바를 소유하려는 등장 인물들의 정념에 기반한다. 그것은 연극에서의 정 

념이 어떻게 무대적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세 자매』에서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 모스크바라는 한 곳으로 수렴되고 있 

다면 『벚꽃 동산J에서의 보이지 않는 공간은 보다 폭넓게 산재해 있다. 그것은 

무대를 둘러싸고 있을 벚꽃 동산이기도 하며，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파리이기도 하며， 등장 인물들의 추억 속에 편재(遍在)하는 과 

거의 시공이기도 하다. 혹은 줄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먼 하늘， 우주， 로파 

힌과 피르스의 잠의 세계이기도 하다. 무대 위의 공간을 한없이 왜소하게 보이 

도록 만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발산하는 이 신비스런 바깥 세계에 대해서 섣 

불리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이 바깥 세계의 거주자들이 무대 

위의 공간에서 어떤 존재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몇 명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 무대 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파리 애인은 그 중 한 사람이다. 우리는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대사를 통하여 이 인물이 방탕함과 뻔뻔스러움으로 그녀를 괴 

롭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병에 걸려서 그녀를 애타게 찾고 있음을 안 

다 그러나 이런 서사적인 정보는 이 남자를 연극의 인물로 만드는 데 본질적 

으로 역할하지 않는다. 연극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남자가 

매일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에게 보내는 전보이다. 전보는 무대적인 사실로서 관 

객 앞에 실제로 보여지기도 하고， 리드미컬하게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심기를 

건드리다가 마침내 그녀를 파리로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무대 위에 나 

타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파리 애인은 무생물인 전보를 통해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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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현재의 극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보는 일차적으로 파리에 있논 애인에 귀속되는 액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무대 위에서 전보 자체의 기이한 액션으로 전환되고 있다. 1막 

에서 전보는 바랴에 의해 자물쇠가 채워진 책장에서 꺼내어져 류보피 안드레 

예브나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곧장 찢겨진다. 

Bapll. TyT , MaMO 'll<a, 8aM 118e TeJIerpaMbl. (B삐6HpaeT I<JI~'I H CO 380H I< OM OTrrH 

paeT CTapHHblA ml< aiþ.) BOT OHH 

J1뼈。8b AHllpee8Ha. 3TO H3 napH*a ‘ (P8eT TeJIerpaMMbI, He rrpO 'lHTa8.) C napH

*eM I<OH맨HO... (206)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소중하게 전보를 간직한 바랴의 태도는 읽지도 않고 

이를 찢어버리는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태도와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2막에 

서는 또 하나의 전보가 거의 즉흥적으로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어져 또 여지없이 찢겨지고 있다 

J1~608b AHllpee8Ha. (…) Ta l< rJIyrro , Ta l< CTbIllHO ... H rroT lIHyJIO 811pyr 8 POCCHlO, 

Ha p。띠HY ， 1< lleSO 'll<e Moeií ... (YTHpaeT CJIe3삐 ) rOCrrOllH , rOCrrOllH , 6Yllb MHJIOCTH8 , 
rrpoc깨 MHe rpeXH MOH! He Ha l<a3 b18aA MeHlI 60JIbme! (llOCTaeT H3 l< apMaHa TeJIe

rpaMMY.) nOny'lHJIa CerOllHlI H3 napH*a ... npOCHT rrpOIlleHHlI, yMOJIlIeT sepHyTbC lI. 
(PseT TeJIerpaMMY.) CJIOSHO rlle-TO My3 b1l< a. (npHCJIymH8aeTc lI.) (220) 

눈물을 짜다가 갑자기 전보를 꺼내어 찢어버리고 또 곧장 어딘가에서 들려 

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태도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3막에서 스스로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호주머니를 비집고 나온 전 

보는 트로피모프에 의해 주워진 까닭에 간신히 찢겨질 운명을 변한다. 

J1~60Sb AHllpeesHa. Ho HallO HHa'le, HHa'le 3TO Cl<a3aTb... (BblHHMaeT rrJIaTO I<, 
Ha rrOJI rranaeT TeJIerpaMMa.) (234) 

이런 일련의 장면들에서 매일처럼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손에 찢겨지는 전 

보의 장면을 연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 것이다. 전보가 출현하는 상황 

의 돌발성， 그 기계적 반복성은 희극적 메커니즘의 전형이다.(그것은 주인공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거기서 두꺼비가 튀어나오는 만화영화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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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희극적 메커니즘은 전보에 일정한 표정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활물적 대상 

으로 전화시키고 나아가 이 자리에 없는 파리 애인과의 유비를 가능케 한다. 

한편， 파리 애인처럼 『벚꽃 동산」의 외연적인 구성축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간적인 의미에서 무대 위의 인물들에게 보다 더 가깝 

게 접근하고 있는 무대 밖의 인물이 있다. 그것은 피쉬크의 딸 다센카이다. 다 

센카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피쉬크의 입을 통해서만 그녀의 일을 알 수 있 

다. 

nHU\HI<. 4e.nOBe l<, HallO npaBIlY rOBOpHTb… 1l0cToll:Hell:uIHll:... fl MO~ llameHbl< a .. 

TO:l<e rOBOpHT, '1TO... pa3Hμe C.nOBa rOBOpHT. (XpanHT, HO TOT'IaC :l<e npOCblnaeT 

c~ .l A BCe-TaI<H, MHOrOYBa:l<aeMa~ ， OIlO.n:l<HTe MHe... B3all:Mbi IlBeCTH COpO I< PYÕ

.nell:... 3aBTpa no 3a l<.naIlHoll: npOJ.teHTμ n.naTHTb .. 

Bap~ (HcnyraHHO). HeTY, HeTY! 

짜OÕOBb AHllpeeBHa. Y MeH~ B CaMOM Ile.ne HeT HH'IerO 

nH마il<. Hall:llyTC~. (CMeeTC~) He Tep~1O HHI<Orlla Halle:l<llbI. BOT, IlYMalO, y* BCe 

npona.no , nOrHÕ, aH rmllb, - :l< e.ne3Ha~ Ilopora no MOe꺼 3eM.ne npom.na, H ... MHe 

3an.naTH.nH. A TaM, rmllH, eU\e '1TO-HHÕYllb 띠y'lHTC~ He CerOIlH~-3aBTpa ‘. llBe

CTH TblC~'1 B뻐rpaeT llameHb l< a ... Y Hee ÕH.neT eCTb. (209) 

nHU\HK. HHblme ... φH.nOC。φ ... Be.nH'Ia ll:mH때， 3 HaMeHHTell:mHll: ... rpOMa}]HOrO YMa '1e 

.nOBe l<, rOBOpHT B CBOHX CO'lHHeHH~X ， ÕYIlT。 φa.nbmHBble õyMa:l<KH lle.naTb MO:l<HO 

Tp。φHMOB. A BbI '1HTa.nH HHblme? 

nHU\HK. Hy ... MHe llameHbKa rOBopH.na. (230) 

위에 인용된 것이 다센카에 대해 피쉬크가 말한 전부이다. 그녀는 로파힌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센카는 바랴의 연적인가?) 

하지 만 그녀 가 말한 여 러 가지 이 야기 들(“H MO$l llarueHbKa .•. TO)i(e rOBopßT, 'ITO ••. 

pa3Hble CJlOBa rOBopßT.")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피쉬크의 선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까닭에) 알 수 없다. 그녀는 복권을 갖고 있으므로 20만 루블리의 행운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조지폐에 관한 니체의 가르침을 아버지에게 전해 

주었다. 하지만 다센카가 몇 살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성격의 여자인지에 

관해 관객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단지 다센카라 

는 인물의 사소성을 확인해 줄뿐일까? 

다센카는 류보피 안드레예브나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떠날 때 피쉬크의 입 

을 통해서 상냥한 안부인사를 보내고 있지만， 이에 대해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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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그 누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인용 

문들에 서 도 마찬가지 이 다. 즉， 다센카는 다른 등장인물들에 게 무시 되 어 도 상관 

없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한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사소한 의미 

를 갖는다는 것이 곧 그의 연극적 의미를 사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16)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에 의해 매번 찢겨지는 파리 애인의 전보처럼 

다센카의 존재는 철저하게 무시됨으로써 오히려 현저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희극적 주인공이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는 독특한 방식 중의 하나이기 

도 하다. 

다센카가 다름 아닌 피쉬크의 전언을 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연 

극적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백치에 가까운 피쉬크의 머릿속은 돈 

을 빌린다던가 무엇을 먹는다던가 하는 몇 개의 상투적인 관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센카는 바로 그 텅 빈 정신 속에서 자신의 자 

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센카는 피쉬크라는 육체에 담긴 

다중인격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과도한 비약이 아님은 

피쉬크와 의사연인관계를 이루는 샤를로타가 바로 다중인격성을 여러 가지 방 

식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17) 

4. 결론 

연극은 (그리고 모든 예술은) 일종의 시공간 변환장치이다. 타임머신이 개념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홀을 통해 우리를 다른 시공간의 가지로 옮겨놓는 것이 

라면， 우리는 연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체험을 이미 하고 있는 셈이다. 연 

16) 표면적으로 ‘사소한 것 (trivia)’이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체홉 창작 전 

반에 관련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Cathy Popkin은 단편 소설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다만 선택된 자료의 속성상 그녀의 관점은 

주로 사소하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서사체 구조(플롯)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중요 

한 의미를 띠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Cathy Popkin, “Chekhov and the Pragmatics of 

Insignificance", Anton P. Cechov; Werk und Wirkung, Teil 1, Wiesbaden, 1990, pp 

123-146;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사체는 연극이라는 구조의 한 측면일 뿐이다. 만약 

‘사소한 것’이 연극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주제적 평면에만 국한되지 

않는 독특한 연극적 파토스가 될 것이다 
17) 샤를로타의 복화술， 중성적인 특정， 정체성에 대한 혼란 동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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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현실 세계와 평행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다준다. 19세 

기의 재현적(리열리즘적) 연극이 보여주는 무대조차도 현실 그 자체가 아년， 

일정한 연극적 기호와 약속으로 구성된 시공간， 즉 변환된 시공간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극작가들은 이미 그런 재현적 연극에 만족하지 못 

한다. 체홉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상징주의와 부조리 연극들은 그런 

예술사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운동들인 것이다. 바로 그 첨예 

한 경계선에 체흡이 존재한다. 체홉의 해결방법은 변환된 시공간의 툴 속에서 

또 다른 변환을 시도하는 것， 요컨대 재현적 연극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청 

각적 기호들을 교묘하게 소거하고 다시 그 사라진 기호들을 전혀 다른 존재 

형식으로 무대에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현대의 연극들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 다센카야말로 얼마나 큰 실체였던가를 

증명한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와 같은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의 부재는 에피소드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미 중심적인 

연극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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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НеВИДИNЫе герои в драматургии А. П. Чехова 

Пак Хён Соп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жанров таких, \(а!{ стихи или проза, пьеса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вершенствуется через постановку Для этого в тексте пьесы 

потенциально сушествуют приемы 'ПОК(lза', будучи важ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пьесы, 

Но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может име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ь ТОЛЬКО тогда, когда она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семиот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ью. Пьесы куба-футуристов дости

гают радикаль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через макснмализаЦИЮ такои на

пряженности. НО СЛИШКОМ усиленный 'показ' в драме часто губит её художест

венность, 

С дргой стороны сушествует приём,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реверсию способ

ности 'показа'. драма ужаса достигает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эффекта тем, что он 

усиливает :эмоциальн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рождённую отсуствием героя. Но такой 

при!!м, возможный и В повестовательном жанре, не основан на природе драма

TичecKoгo жанра. 

В драматургии Чехова приём пока за и скрытия далеко не грубой вкус вуль

гарного театрализма. Через тот же при!!м в ней создается уникальное, прису

щее только драматическому жанру, время-пространство. 

Москва, в пьесе "Три сестры", не сушествует на сцене. Но она странным 

образом создае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на сцене. 

Невидимые герои в пьесе "Вишнёвый сад" тоже соб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дейст

вуют на сцене. Любовник Раневской, хотя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 живет в Париже. 

выступает на сцене через телегамму. Повторительное комическое проявл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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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rpaMMhl 3aMeH~eT aeACTBHe napH%CKOrO nro60BHHKa. nameHbKa, KOTOpa~ cyme

CTByeT TOnbKO 'Iepe3 CnOBO DHIIlHKa(eë OTl~a) ， ocymecTBn~eT noa06Hoe KOMH'IeC

Koe aeACTBHe. 

TaKHM 06pa30M, 니eXOB nHKBH3HpyeT BH3yanbHhle 3HaKH H3 Cl.leHbl, a nOTOM B03-

BpamaeT Ha Cl.leHy 3TH HC 'Ie3HyBmHe 3HaKH COBCeM HOBOA ~OpMoA 6h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