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똘스또이 의 반극장적 드라마뚜르기 에 관하여 
_r어둠의 권력 (BJIaCTb Tb .... )J l)을 중심으로 

박 현 섭 i 

1. 똘스또이는 마이다스인가? 

똘스또이의 희곡에 대한 러시아의 문학사적 평가는 오랫동안 적절한 비평 

적 거리를 상실했던 것처럼 보인다. “똘스또이의 희곡 작품들은 19세기 -20세 

기의 세계 극문학사에서 첫 번째 자리 가운데 하나를 차지했다 "2)는 정도는 

지나친 과장으로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 ... 이런 배경 위에서 러시아 비판적 

리얼리즘의 마지막 위대한 극작가인 레프 똘스또이와 체홉이 동장했다. 이 두 

사람의 걸작들은 러시아 극문학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서유럽에 곧바 

로 수용되면서 열광적인 반웅을 얻었다."3)라는 식의 평가는 러시아의 극문학 

비평 문헌들 속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각이다. 

몇몇 희곡들 가운데서도 특히 1886년에 발표된 『어둠의 권력』의 극적 탁월 

성에 대한 비평가들의 확신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그러한 확신의 배경을 

이루는 두어가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필경 1888년 파리 

에서의 공연이었을 것이다. 앙드레 앙뚜안(André AntoÍne)의 〈자유극장(Théatre-

* 상명 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똘스또이의 희곡 <<BJlaCTb Tb뻐》는 대개 『어둠의 힘』이라는 번역으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제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 ... Tenepb Bame BpeMJI H BJlaCTb Tb뻐”라 

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어둠의 권력』이라는 번역이 본 

래의 뜻에 더 가깝다. 기독교적인 세계 모형 속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는 선과 악 

의 근원적인 투쟁을 상징하며， 그렇다고 할 때 어둠은 사악한 영향력을 막연하게 

의미한다기보다는 선한 세계를 위협하는 실체적 권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H. 

A. Ka3aKoBa(1988) “Hapo뻐ajl lIPaMa J1. H. TOJlCTOrO <<BJlaCTb Tb뻐》” ν AHlUIH3 I1paM8.
TyprH'IecKoro npoH3Sel1eHHJI, J1., c. 303. 

2) A. H. raTeHjlH(1962) “J1. H. TOJlCTOR" // PyccKHe I1p 8.M8. TyprH, J1.-M., c. 228. 

3) A. J1. 미TeRH(1962) KpHTH'IeCKHJl pelUIH3M H pyCCK8.JI I1P8.M8. XIX SeK8., M., 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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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e)>에 올려진 『어둠의 권력』이. 서구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다.4) 하지만 그것은 민중세력의 부상이라는 전세계적 사회변화 

과정에 대한 관객들의 경향적 관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며 

(나중에 고리끼의 『어머니』와 몇몇 희곡작품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는 <자유극장〉에서 기획된 일련의 자연주의 연극공연이 불러일으킨 붐과도，5)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국 취향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6) 무엇보다도 똘스 

또이의 어떤 작품이 되었던 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환경이 

서구에 조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에 똘스또이는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 

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똘스또이의 희곡이 유럽에서 상연되었고 그 

한시적인 열광을 소비에트의 문학사가들은 독자들에게 두고두고 상기시키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배경을 살펴보자. 1880년대 이후 똘스또이가 국내에서 행사 

했던 사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으며 그 이상의 종교교 

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똘스또이의 이러한 지위는 사회 체제와 가치관 

이 극단적으로 변화된 소비에트 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똘스또이의 설교 

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예술관은 소비에트의 문화 정책 중에서도 가장 캉력하 

4) r어둠의 권력』은 발표 당시에 검열에 걸려 러시아에서는 상연되지 못했으며， 파리 

의 〈자유극장〉에서 초연되었다 R. M. ROTwaH(1987) “npawaTyprH.$I R. H. TOJlCTOrO" 
// HCTOPHJf pyccKoR I1paMaTyprHH: BTOpaJf no.nOBHHa XIX-Ha 'la.no XX BeKa (110 1917 
r .J, 끼.， c. 390. 러시아에서의 상연은 7년 뒤인 1895년에 알렉싼드린스끼 극장에서 
였으며， 이후에 말르이 극장과 MXAT에서도 상연되었다 10. A. nwHTpHeB, r. A. Xall
QeHKo (1986) HCTOpHJf pyccKoro H COBeTCKoro I1paMaTH'IeCKOrO TeaTpa, M., C. 57, 134. 

5) 1888년 『어둠의 힘』을 필두로 하여 입센의 『유령 A(189이 r들오리 J (1891)， 스트린드 

베리의 『줄리 양J (1893), 하우프트만의 『직공들J (1893) 같은 자연주의 연극의 대표 
적인 작품들이 이 시기에 〈자유극장〉에서 공연되었다.<자유극장〉의 활동에 관해 

서는 다음을 참고; ]. L. 스타이언(1988) 근대극의 이론과 실제 1, 문학과 비평사， 

47-55 쪽. 
6) “외국에서 이 회곡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이 회곡의 무자비한 리얼리즘 

이 서구인의 취향엔 새롭고 얼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미르스끼의 진술 D. 

s. 미르스끼 (1988) 러시아 문화사 2, 이항재 옮김， 화다， 31쪽. 미르스끼는 툴스또이 

의 희곡들을 혹평한 드문 비평가였다. 같은 책에서 그는 톨스또이의 회곡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극작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회곡의 장점들은 엄격히 말해 극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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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화된 부분에 정확히 대웅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7) 레닌이 가장 좋아하 

던 작가가 똘스또이였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마침 똘스또이의 회곡에 

대한 소비에트의 문학사 기술은 당대 러시아 농민의 계급적 상황에 대한 레 

닌의 인용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고 있다. 사실상 『어둠의 권력』처럼 레닌의 

진술이 편안하게 적용되는 예를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찾기 힘들 것이다，8) 

이처럼 똘스또이 희곡의 연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든 내외적 

인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다. 한 문학작품이 특정한 시대에 얼마만큼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그것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극문학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는 어느 정도 떨궈놓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다. 프로 

퍼캔더로서의 능력은 희곡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브레히트의 연극이 일으켰으며 아직도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반향의 

원천에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핵심적인 한 요소로 자리잡고 었다. 하지만 모 

든 훌륭한 문학작품이 다 그러하듯 희곡은 현재성(나아가 경향성)을 지니면서 

도 동시에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연극사 서술에서 똘스또이 

는 체홉， 입센， 스트린베리， 하우프트만과 같은 극작가들과 나란히 언급되면서 

19세기말의 ‘자연주의 연극’ 혹은 ‘새로운 연극’의 운동을 풍부하게 만든 비조 

로 평가되지만 그 속에서 똘스또이의 드라마뚜르기에 관한 별도의 장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9) 이러한 사실은 똘스또이의 희곡이 광범한 의미에서의 연극 

사적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보다 내면화된 전통으로서의 연극 자체의 발 

전사 속에서 별다른 계기적 역할올 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10) 

7) 30년대의 ‘긍적적 인간’， 40년대의 ‘무갈퉁 이론’과 같은 창작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예 

정책 당국의 지침은 문학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똘스또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J에서 예술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선한 감정의 전 

염’이라는 개념은 위와 같은 당국의 문예 지침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8) V, 1. 레닌(1988) 레닌의 문학예술론， 이길주 옮김， 논장. 이 책 속의 논문 “러시아 

혁명의 거울인 레프 똘스또이” “똘스또이와 현대 노동운동” 참조. 

9) 가령， 흔디는 하우프트만에 관한 장 속에서 똘스또이의 『어둠의 권력』을 미성숙한 

사회극의 예로서 몇 줄 언급하고 있다， Peter Szondi(1971) Theorie des modemen 
Drarnas, Suhrkamp, p. 63. 현대 연극을 형성한 거장들을 열거하고 있는 길만의 
목록 속에도 물론 똘스또이는 빠져 있는데 다만 체홉 드라마뚜르기의 획기적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동시대인의 대표적인 예로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Richard 

Gilman(1974) The making of modem drama, N. Y., pp. 121-122. 
10) 동시대 극작가였던 스트린드베리는 일찍이 이 점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18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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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학계의 공식적인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극장가에서는 똘 

스또이의 희곡들 보다 오히려 그의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 『부활』을 각색 

한 연극이 더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희곡에 있어서도 『어둠의 권력』보다 

는 『산 송장』이 더 지속적으로 공연되었다는 점도 『어둠의 권력』이 갖는 연 

극적 생명력이 길지 못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일단의 증거이다11) 

대예술가의 존재가 뿜어내는 광휘는 독자들을 현혹한다. 마이다스의 손길이 

닿는 물건이 모두 황금으로 변한 것처럼 대작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은 모두 

걸작이 되는 것일까? w어둠의 권력』은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희곡이다. 분 

명히 이 희곡에는 주의를 끄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요소가 

과연 걸작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판단은 잠시 유보하기로 하자. 

그 판단을 위해서는 똘스또이의 연극관과 구체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똘스또이의 희곡을 편견 없이 논하기에 앞서 먼 

저 ‘똘스또이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2. 연극적 전통의 부정 

1880년대 이후에 쓰여진 똘스또이의 작품을 고찰하면서 똘스또이의 후기 

예술관을 집대성하고 있는 『예술이란 무엇인가?.11를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다 

시피 이 책자는 동원된 자료의 방대함과 현학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터무 

니없이 단순한 논리로 당시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옹갖 예술 작품은 물론 예 

술과 미학에 관한 온갖 논의들을 일거에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타인들 

의 다양한 시각들을 오로지 반박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동원할 뿐 아니라， 더 

에 쓰여진 에세이에서 〈자유극장〉에서의 『어둠의 권력』의 성공이 당시의 급진적 

인 정치 환경에 크게 의존했던 것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gust Strindberg(l96l) “Om modernt drama och modern teater" / / Toby Cole, 
Playwrights on Playriting, N. Y., p. 20. 

11) MXAT에서의 똘스또이 연극에 관한 네미로비치 단첸꼬의 회상에서 『산 송장』은 

MXAT의 가장 뛰어난 공연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안나 까레니냐~， 

『전쟁과 평화』， 『부활』 등 소설을 각색한 연극들도 좋았던 공연으로 기록되고 있 

다. 한편 스따니슬랍스끼는 『어둠의 권력』의 공연에 관한 짧은 글 속에서 이 공연 

을 곤혹스러운 체험으로 회상하고 있다 Bn. H. HeMHpoBHQ-naHQeHKo(1980) “Tonc
TOBCKoe B XY110*eCTBeHHOM TeaTpe" // BJ1, H. HeMHposH'l-l1aH'leHKO, M., c. 283-285; 
K. C. CTaH“cnaBcKHlt(l99이 Moe rpa)f(,lJaHCKOe C 까f)f(eHHe poCCHκ M., c.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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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철저한 반박을 위해 자신의 작품들마저 부정하는 똘스또이의 논쟁 방식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거의 자폐증적인 경지에 가깝다. 과연 작가 스스로 침을 

뱉은 작품들을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결국 

똘스또이가 세워놓은 부정의 벽에 부딪혀 퉁겨 나올 뿐이지 않은가? 똘스또 

이의 후기 창작들은 실제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전개된 사상의 자장 

속에 놓여 있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섣불리 이 책자의 논리와 관련시켜서 

고찰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다. 이 책자의 무지막지한 논리는 그에 대 

한 대항 논리 또한 단순화시키고 외마디 말로 전락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갖 

고 있다. 우리의 논의가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정지하고 마는 사태를 피하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제기된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어툴 필요가 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예술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1905년에 

쓰여 진 에 세 이 “셰 익 스피 어 와 드라마에 관하여 (0 llieKCnHpe H 0 llpaMe)"12)는 

셰익스피어 한 작가에 관하여 그것도 주로 『리어왕』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후기 저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부정의 논리는 이 에 

세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여기에는， 아닉스뜨(A .. AHHKCT)의 표현을 빌자면， 

“도덕가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13) 똘스또이가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 

서 비교적 윤택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구체적으 

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똘스또이의 연극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둠의 권력』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똘스또이 특유의 현학적 과시와 용고집으로 가득한 이 에세이의 요란스러 

운 서두는 인상적이다. 똘스또이는 지난 50여 년 간 셰익스피어의 작품틀을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판으로 몇 번씩이나 되풀이 읽어왔지만 혐오감과 따분 

함과 의혹만을 느꼈을 뿐이라고 말한다. 셰익스피어의 추종자들이 설흑 자신 

의 판단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신은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천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거짓말장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발언 속에서 저자의 입장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어 똘스또이는 『리어왕』의 줄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나서 그 결 

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 14)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연극에 관한 일반적인 

12) J1. H. TOJlcToR(1983) C06paHHe CO'lHHeHHH s osaouaTb osyx TOMax, T. 15, M. 이 후 똘 

스또이 저작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속에 권수와 쪽수로 표기함. 

13) A. AHHKCT(1972) TeOpHJl opa찌 S POCCHH OT nylDKHHa 00 I{exosa, 101., c. 495 

14) 똘스또이는 50여 쪽에 달하는 에세이 중에서 순전히 줄거리를 소개하는 데에만 20 
쪽을 할애하고 있다. 이 에세이의 과격한 어조와 이런 기괴한 구성은 후기 저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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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담고 있는 진술에 주목하기로 하자. 

똘스또이는 모든 시작품(n03TJ꺼eCKoe npOß3BeneHße)의 특성을 1) 작품의 내 

용， 2) 특정한 예술 장르에 알맞은 기법으로 성취되는 외면적 미(美)， 3) 진정 

성(작가 스스로 표현 대상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의미로서) 둥으로 규정하면 

서， 두 번째 항의 외면적 미를 성취하기 위한 극예술에서의 기법을 “배역에 

어울리는 진실한 언어，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인 결말， 합당한 장면 도입과 

감정 전개， 모든 표현에 있어서의 절제된 감정”으로 요약하고 있다.(XV， 300) 

이러한 똘스또이의 희곡관 자체는 다분히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별다른 시비 

의 소지를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모든 요건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있어 결여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똘스또이는 『리어왕』에서 “주인공들의 투쟁이 사건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인물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서 완전히 멋대로 정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예술의 주요한 조건이 되는 환 

상을 독자에게 심어줄 수 없다"면서 나아가 셰익스피어 희극의 가장 큰 미덕 

으로 칭송 받눈 풍부한 성격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그의 주인공들은 자신 

의 특정한 성격에 맞게 행동하기보다는 완전히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보통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특히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즉 셰익스피 

어의 성격은 그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다면적이며 더 

욱이 잘 알려진 인간을 표현하면서도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다는 것 

이다. < ... > 그러나 나는 셰익스피어의 회곡에서 항상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 
하곤 한다."(XV， 281) 

똘스또이의 비난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은 작위성， 또는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언급이다. 그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에서는 장면 설정， 행동， 사건， 성격 

둥 모든 것이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언어 표현이다: “모든 인물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언어로 

말해야 하는데 셰익스피어에게는 그것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인물들은 

항상 자신의 언어가 아닌 셰익스피어식의 허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는 동장인물로서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XV. 281); “셰익스피어에서는 모든 것 

이 과장되어 있다. 행동도 과장되어 있으며 그 행동의 결과도 과장되어 있으 

며 동장인물의 말도 과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발 한발 나설 때마다 예술적 

서 보이는 편집증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저자의 논지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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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깨어지는 것이다."(XV ， '293) 
현실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셰 

익스피어의 언어는 분명히 부자연스럽다. 물론 실제의 인간들은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처럼 “의미심장한 웅변과 사상을 남발하지 "(XV. 292) 않으며 운문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연극은 현실을 반영하고 모형화할 뿐， 현실 그 자체 

가 아니며， 따라서 연극적인 대사는 현실이 아닌 연극 내부의 논리 속에서 정 

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건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극 속에서는 현실과 전혀 다른 시공이 전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속의 인간들이 현실과 다른 언어로 말하고 행동한다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똘스또이의 오해는 100여년 전 영화가 처 

음으로 발명되었을 때， 이를 처음으로 본 시골 여자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한다. 스크린에 배우의 육체가 부분적으로 클로우즈-업 되는 것을 본 이 시골 

여자는 그 배우가 난도질당했다고 여기고 크게 놀랐다는 얘기다. 그녀는 영화 

와 현실이 스크린의 가장자리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즉 예술적 프 

레임이 허구적인 세계의 윤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하여 연극이나 영화가 도상성이 유달리 강한 기호체 

계인 까닭에 종종 지시대상인 현실과 동일시되면서 위와 유사한 오해가 생겨 

나곤 하는데， 사실 그런 오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까지도 대중 

잡지의 영화 및 연극 비평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어둠의 권력』을 연출했던 스따니슬랍스끼의 회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매우 홍미로운 사례를 볼 수 있다. 스따니슬랍스끼와 그의 

극단은 이 희곡의 사실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 작중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풀라로 갔다고 한다. 이들은 시골 마을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생활 모습과 의 

상 둥을 연구하고， 나아가 시골 노파와 영감의 형상을 배우기 위해서 중년의 

남녀를 고용했다. 그런데 연습 도·중 마뜨료나를 맡은 여배우가 병이 났고， 그 

래서 그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대사를 완전히 외운 시골 노파가 여배우의 대 

역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H qTO *e? 3KcnpoMT nepe

BeHCKoR 6a6hl npOH3Ben COBepmeHHO nOTp~ca~~ee BneqaTneHHe. BOT KTO Bnep

Bble nOKa3an, qTO TaKoe nOnnHHHa~ 'llYmeBHa~ TbMa H ee BnacTb."15) 급기 야 실 

제 무대에 등장한 시골 노파는 아예 대본을 무시하고 생생한 구어체로 용설 

을 해대며 무대를 휘저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노파의 연기 

15) K. C. CTaHHCJlaBCKH꺼 (1990) Moe rp8:tÇlJ8HCKOe C.JJ짜'eHHe poCCHH, ~.， c.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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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웠지만 다른 배우들의 연기와 조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 시도는 한때의 해프닝으로 그치고 만다 

스따니슬랍스끼는 노파의 에피소드로부터， 사실적인 연기는 배우의 내면에 

서 동기화될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여기서의 문제 

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노파의 연기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 

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다른 배우들이 그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 

가 전적으로 그들의 가식적인 연기 때문일까? 나로서는 스따니슬랍스끼 역시 

조건적 행위로서의 연극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교훈올 애써 

구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둠의 권력』이 공연될 당시에 서구의 지배적인 연극 방법은 자연주의였 

다. 주지하다시피 자연주의 연극은 무대 위의 행동이 최대한 현실과 흡사해 

보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실제의 거실에서 벽 하나를 없애고 

그 구멍을 통해서 거실 안의 사람들을 엿보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내고자 했 

다. 요컨대 자연스러웅에 대한 똘스또이의 강조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주의라는 특정한 연극 방법의 교의를 강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똘스또이가 자연주의 연극의 코드로 셰익스 

피어의 연극을 해독하려하는 한， 그것이 제대로 읽힐 리 만무하다. 게다가 터 

무니없는 것은 그 해독불가능성을 똘스또이가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연 

극 방법의 약호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예술적으로 심지어 윤리 

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셰익스피어…”에서 상투를 잡히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한 사람의 극작가라 

기보다는 기존 연극의 전통과 관습을 대표하는 총칭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 

다. 즉， 똘스또이는 이 에세이에서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을 핑계로 하여 기 

존의 연극 전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연극 방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원용된 자연주의적인 원칙 또한 그 부정을 위한 핑 

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16) 그러나 에세이에서 밝힌 극예술의 모든 원칙들은 

그의 실제 작품 속에서 파행적으로 실현되거나 아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다. 

16) 똘스또이는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aJIII3M’ 

이나 ‘HaTypaJIII3M’과 같은 용어를 본문에서 의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이 에세이 

에서 ‘자연스러운’이라는 형용어는 항상 ‘eCTecseHH뼈’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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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당착 

에세이 “셰익스피어“… 
쓰여진 글이지만， 똘스또이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 그것이 저자의 “오래 전 

부터 굳어진 생각(MOë ， llaBHo YCTaHOBHBmeeCjj , MHeHHe)"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어둠의 권력』은 이 에세이에서 개진된 똘스또이의 연극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똘스또이는 일찍이 1없0년대부터 셰 

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진지하게 열독했거니와，17) 이는 1860년대에 시작된 그의 

희 곡 창작에 중요한 자극제 가 되 었을 터 이 다 18) 특히 교육받지 못한 하층농민 

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둠의 권력』은 주로 왕이나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 

로 삼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대한 자신의 반명제였을 가능성이 큰 것 

이다. 

이제 똘스또이의 연극관으로 똘스또이 자신의 희곡을 읽어보기로 하자. 

3. 1. 구성 

우선 구성적 측면과 관련하여 이 회독의 부제(副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발톱 하나만 걸려도 새는 통째로 걸려든다，(KorOTOK YBjj3 , BCeß IITHGKe rrpo

rraCTb.)"는 부제는 “어둠의 권력”이라는 성서적인 제목 옆에 병렬되면서 마찬 

가지로 성서적이거나 도덕적인 함축을 강하게 시사하고 았다. 그러나 그 부제 

의 속뜻이， ‘작은 죄도 나중에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 혹은 ‘한 사람의 타 

락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을 나아가 사회 전체의 타락을 초래한다’는 

데에 있다면 이는 동시에 이 희곡의 구성 방식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이기 

도하다. 

첫째， 주인공들의 범죄 행위에서 보여지는 점층적 구성 방식이다. 우선 니 

끼따의 경우를 보자. 그는 연극이 시작되기 이전에 고아 처녀 마리나와 혼전 

17) 드루쥐닌(llpy빼뻐H)은 1856년의 일기에서 똘스또이가 자기 집에서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해 파리에 있던 

뚜르게네프도 똘스또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날의 담화에 관해 언급한다， JJOTl,faH, 
C , 394 참조. 

18) JJoTlolaH, C, 391-396, 참조. 똘스또이의 첫 희곡은 1864년의 『감염된 가정 (3apa:l<eH

Hoe ceMei!.CTBo)~ 이었지만， 1856년에 이미 ‘농촌 환경의 타락’을 주제로 하는 희극을 

구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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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진 일이 있는데， 보기에 따라 단순한 추문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작가는 아낌의 입을 통해서 니끼따의 첫 번째 죄로 만들고 있다. 아낌은 아들 

이 착한 처 녀 인 마리 나를 능욕했으며 - “ ... 1leBKe 3TOß: CaMOß:, 06Hlla OT CLlHa 

Moro, 061illa, 3Ha'lHT, eCTb." (l; 11) -,19) 따라서 아들이 마리 나와 결혼함으로 

써 죄 에 서 벗 어 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r JUlllb, OHO xyll<e, a KaK no 3aKoHy, lla 

no-6oll<버， BCe KaK-TO, Tae, OHO Te6.l1 BeCeJlIiT. MaHIiTC.lI, 3Ha'lIiT. TaK Ii yrallLl

BaJl ce6e, 3 Ha'lHT , lI<eHIO, 3Ha'lIiT, MaJlOrO, 으L...I.쁘쩍， 3Ha'lHT."(1; 12) 그러 나 그 

다음에 니끼따가 일으킨 추문은 여기서 더 진전한 것， 즉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것이다. 마리나와의 혼전관계가 글자 그대로 추문이 되어 공개적으로 거론되 

고 있는 반면에， 주인의 후처인 아니씨야와의 관계는 뾰뜨르가 죽을 때까지 

도，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은 후자의 죄가 더욱 질이 

나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은밀하게 행해졌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니씨 

야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뾰뜨르의 살해로 이어진다. 물론 니끼따가 직접 죽 

인 것은 아니지만， 독살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방관적 태도를 취했으며， 나아 

가 살해된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들어앉아 범죄의 혜택을 누렸다는 점 

에서 니끼따의 죄는 간음의 세계로부터 이미 살인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고 해 

도 툴림이 없다. 이제 니끼따는 아니씨야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뾰뜨르의 전 

처 후생인 아꿀리나를 유혹하여 임신시킨다. 마리나가 고아 처녀였다면 아꿀 

리나는 저능아라는 점에서 자기 방어에 취약한 상대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여 

기서 니끼따의 야비한 성격이 재차 확인된다. 더욱이 이것은 보통의 간음이 

아니라 일종의 근친상간인 것이다. 아꿀리나가 그 불륜의 결과로 자신의 아기 

를 낳자 니끼따는 자신의 아기를 스스로의 손으로 죽인다. 그리하여 혼전관계 

라는 비교적 온건한 비행은 치밀한 점층적 구성을 통해서 간통으로， 근친 상 

간으로， 마침내 친자 살해라는 엄청난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은 5막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된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아꿀리나 

를 마리나의 조카에게 결혼시키는 장면에서 마리나가 찾아오면서 니끼따는 

새삼스럽게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이전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는다. 

M a p H H a. 5e3 ropJl, MHI<HTa,' He npoll<HSemb. lla JI csoe nepenJIaKaJIa - H 

npomJIo. 

H H I< H T a. 3TO npo npell<Hee,' npo CTapHHHoe. 3x LIpyr, nepenJIaI<aJIa TbI, a 

19) Jl. H. TOJICToll(1983) CoðpaHHe co만meHHH s LIsalIllaTb LISyx TOMax, T. 11, M. 이후 작 

품이 인용될 때는 괄호 속에 막과 장 번호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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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 BOT 1l0WJlO! 

M a p 11 H a. lla '1TO :1< TaK? 

H 11 K 11 T a. A T。’ '1TO OnOCTNJleJlO MHe BCe MOe :l<IITbe. CaM ce6e OnOCTNJleJl. 

3x MapllHa, He )'MeJla TN MeHJI llep:l<aTb, nory611J1a TN MeHJI 11 ce6J1 TO:l<e! lIT。

:1<, pa3Be 310 :l<IITbe?(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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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말로 마리나에 대한 능욕이 니끼따가 이렇게까지 전락하게 된 원죄였 

음을 확인시켜주는 작가의 장치에 다름 아니다. 비록 이 희곡이 풀라 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그 소재는 이처럼 똘스또이 자 

신의 계획에 철저하게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니끼따를 대표적인 예 

로 들거니와， 점진적인 죄질의 상숭이라는 도식은 마뜨료나와 아꿀리나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범죄의 그물에 여러 사람이 꼼짝없이 걸려드는 

필연적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죄 

의 짐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모티프는 절묘하다. 니끼따는 

물론， 마뜨료나도 아니씨야도 사람을 밥먹듯이 죽이는 타고난 살인자가 아니 

다. 이들은 범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범죄를 저지를 용기도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 일에 끌어들임으로써 용 

기를 북돋아야 한다.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것을 나눠 가지변 마음이 편해질 터이기 때문이다. 니끼따에게 아이를 죽이도 

록 강요하는 아니씨야의 대사 속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보상심리는 극대화되 

고 있다: “ (Bcë B BO)]HeH짜f). H3MLIBa)]C3I OH HalIO MHOα C BHClOroR cBoeR! lla 

ÕYlIeT!IVCTb He JI OlIH!!. nYCTb-Ka H OH lIYmeryõeu õYlIeT. Y3HaeT, KaKOBO. 

“EMY H 3alIYmHTb BeJlIO OTpOlIbe CBoe noraHoe. (Bcë B BO)]HeHHH.) H3MY'IaJlaCb 31 

OlIHa, neTpoB비 KOCTH TO lIepralO'IH. nycKaR H OH y3HaeT. He no*a)]elO ceõ3I; 

CKa3a)]a, He nOlKaJlelO !"(4; 12) 

뾰뜨르가 독살되었을 때， 니끼따는 모든 일이 일단락 된 후에 뾰뜨르의 방 

으로 들어가서 시체의 몽에 지니고 있던 돈을 꺼내온다. 이 장면에서 니끼따 

는 이를테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범죄의 열매만을 취할 수 있었으며， 스 

스로도 어머니와 정부(情歸)의 범행과 자신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긴 

다. 하지만 그런 방조자의 역할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자기기만에 불과했 

으며 마침내는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공모는 죄의 짐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크기를 눈덩이처럼 불 

어나게 만드는 역설적인 기능을 한다. 

죄의 그물은 단지 마뜨료나， 아니씨야 니끼따를 사로잡는 데에서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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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3막 10-12장에서 아꿀리나가 아니씨야에게 품는 극도의 적개심 그리 

고 화려한 물건과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니끼따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된 악 

영향임에 분명하다. 아꿀리나는 주인공들의 범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의 도 

덕적 질서를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 이리하여 한 사람의 죄가 커지는 종적인 과정과 그 해악이 주변 사 

람에게로 확산되는 횡적인 과정은 『어둠의 권력』을 구성하는 그물코로 기능 

하면서 “KorOTOI< YBj!3, BCeß rrn띤I<e rrporraCTb."라는 부제의 주문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죄의 그물은 이 희곡의 구조에 있어서 외면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똘스또이는 이 작품에서 잘 짜여진 범죄극만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어둠의 

권력”이라는 제목에 담겨진 보다 거시적인 함축에 주목하여야 한다. 요컨대 

개인의 죄는 세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둠 즉 악의 지배로부터 연원하고 있 

는 것이다.20) 악이란 종교적인 맥락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지 

만， 이 희곡 속에서는 주로 물질주의의 외피를 띠고 구현된다. 주인공들이 살 

인을 하게된 동기는 물질적인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뾰뜨르의 살해는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며 아기의 살해는 차지한 재산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희독 속의 남녀 관계는 항상 물 

질적인 고려에 의해서 맺어지고 갈라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마리나는 성실하 

고 착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니끼따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아니씨야가 나이 많은 뾰뜨르의 후처로 들어간 것도， 니끼따가 아 

니씨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녀와의 병목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재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인 아꿀리나의 결혼에서 

도 역시 돈 문제가 강조된다. 신랑측은 아꿀리나가 입신을 했다는 소문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참금에 대한 욕심으로 결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다. 

20) 이와 관련하여 똘스또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시사적이다. 마뜨료나를 ‘러시아의 
맥베드 부인’， ‘치마를 입은 이야고’라고 비유한 비평가들에게 똘스또이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마뜨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맥베드라는 악역의 역할을 

할 필요가 도대체 없는 것이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평범 

하고 영리한 할멈이다. 그녀의 행위는 어떤 비상한 악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 

계관의 표현일 뿐이다 .... 그녀의 생각으로는 어두운 일은 모든 이에 의해서 행해 
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녀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끼 J1oTMaH, C.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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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질주의는 자본의 자기 운동이라는 은밀한 형태를 통해서， 개인적 

인 탐욕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악으로 전화하면서 보다 집요하고 파괴 

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망령이 아직 이 농촌 사회에서 그 모 

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것은 3막 5장에서 아낌이 은행과 이자 

의 개념에 관해 낯설어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뜨리치의 비유적 

인 설명을 통해서 이자의 개념을 이해한 아낌은 그것을 서슴없이 ‘죄’로 규정 

한다: “ (pa3rOp.ll'laCb). lla 3TO 'lTO lK? 3TO , Tae , 3Ha'lIiT CKBepHOCTb. 3TO 찌lKli

KIi, Tae, lleJJalOT TaK , M)'lKliKIi Ii TO , 3Ha'lIiT, 효효---'=.Qξ즈， Tae , nO 'lIiTaIOT. 3TO , Tae 

He no 3aKOHy, He no 3aKOHY, 3Ha'lIiT끼3; 5) 미뜨리치가 아낌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들간의 거래 관계를 실례로 들어 은행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은행이란 근 

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제관계를 보장하는 비인격적인 존재， 즉 제도인 것 

이다. 그런데 인격을 갖지 않은 이 은행이라는 존재가 가난한 농민들올 착취 

함으로써 스스로의 몸뚱이를 불려나간다. 아낌의 대사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본주의가 『어둠의 권력』을 포괄적으로 에워싸면서 개개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악의 개념에 대웅되고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어둠의 권력』에서 드러난 이런 사회적인 함축은 이 희곡이 소비에트 비평 

의 관심을 끌게 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본의 침투와 사람들을 잔인성과 

악덕으로 이끄는 사유재산의 권력을 보여주는 민중적 드라마"21)라는 표현은 

『어둠의 권력』에 대한 소비에트 비평의 대표적인 시각으로서 이 희곡의 한 

국면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는 “바로 잊그제 농노제로 

부터 해방된 가부장제적인 농촌은 글자 그대로 자본의 강탈의 물결에 속수무 

책으로 휩쓸렸다. 시대의 조류에 포획된 농민 경제와 농민 생활의 낡은 질서 

는 미증유의 속도로 파멸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똘스또이는 이러한 역 

사적 과정에 대한 동시대의 증인"22)이라고 칭송했던 레닌의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 희곡의 구성적인 특정을 염두에 두면서 에세이 “셰익스피어아 

내용을 상기해보자자. 똘스또이는 희곡의 구조적인 측면에 관해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 “모든 드라마의 조건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성 격 에 맞는 행동과 

사건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따라 주위 세계와 대립하게끔 만들어진 상황 속으 

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주위 세계와 투쟁하며 그 투 

21) A. JI. IDTeIlH(I962) KpHTH'IeCKHJt peaJ1H3M H pyCCK8J1 I1p8M8 xix BeK8, M., c. 312. 
22) B. H. JIeHIiH, I1O.RH. Coφ CO 'l.， T. 17, c. 210. ν JIon!aH, c. 4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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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XV ， 279) 주인공의 성격 및 
행위를 운명적인 소여로 파악하는 고전 비극과는 달리 근대 드라마에서는 성 

격이 행위로 현상화하게끔 만드는 계기로서의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과 조건 

에 큰 비중을 둔다. 분명히 똘스또이의 진술은 이러한 근대극의 정신과 연장 

선상에 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어둠의 권력』에서 주인공의 악덕은 항 

상 주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행위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위의 진술에， 나아가 근대 

극의 기본적인 정신에 적절하게 부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극의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한 - 그것의 근대적인 개념에 관한 한 똘 

스또이는 대체로 셰익스피어에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부분 

에서 똘스또이는 자신의 진술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첫 번째는， 뾰뜨르가 자신의 머슴인 니끼따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다. 

그 동안 병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니끼따의 게으름을 책망하던 뾰뜨 

르는 죽기 직전에 니끼따를 불러들여 농사일에 관한 당부를 이것저것 하다가 

느닷없이 깊은 사죄를 한다: “He yBHlI<y TeÕj/… nOMpy H뻐Hl.Ie ... npOCTH MeHj/, 

XpHCTa pallH, npocn’, I<orlla COrpemHJJ nepell ToõolL. CJJOBOM H lleJJOM, COrpemHJJ 

I<Orlla ... Bcero Õb!JJO. npOCTH."(2; 14) 뾰뜨르가 살아서 남긴 마지 막 말이 , 자신 

의 친자식인 아꿀리나나 아뉴뜨까가 아니라 머슴인 니끼따를 상대로 한 것이 

라는 점도 기이하거니와， 더욱이 스스로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게으른 놈이 

라고 비난했던 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점도 기이하다. 아마도 작가는 바로 

앞 장에서 뾰뜨르가 집안을 맡길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는 대사를 배치함으로 

써 이 용서 의 근거 를 예 비 한 것 같다: “npHI<a3aTb HeI<OMy! HeOÕCTOj/TeJJbHa 

õaõa, rJJynoCTj/MH 3aHHMaeTCj/,. Bellb Bcë 3HalO j/... 3HalO... lleBl<a nypl<OBaTa, lla 

H 뻐alla. lloM COÕHpaJJ, a oõnyMaTb HeI<OMy. )i(aJJb TOll<e."(2; 12) 뾰뜨르의 이 말 

속에는 아니씨야와 니끼따의 불륜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암시가 보인다. 요컨 

대 니끼따를 향한 뾰뜨르의 참회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마누라와 배가 맞 

은 니끼따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러나 병약한 뾰뜨르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마련한 최선의 대안이 니끼따라는 사실은 납득하 

기 힘들며， 그 정도의 복선으로 뾰뜨르의 고육지책이 이 극의 논리구조 속에 

서 인과적인 근거를 갖는 것도 무리이다.23) 

23) 같은 해에 쓰여진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의 이반과 머슴 게라씹의 관계와 뾰뜨 
르-니끼따의 관계는 너무도 유사해서， 똘스또이가 이런 참회의 장변에 중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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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뜨르의 참회는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가의 계획에 종속되는 것으로 

서 결말에 나오는 니끼따의 참회와 조웅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회곡의 교훈 

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똘스또이는 궁극적으로 니끼따의 참회를 

이끌어내어야만 했다. 그러나 니끼따가 갑작스럽게 양심적인 인간으로 돌변하 

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보이 

기 위해서， 즉 돌연한 참회로 인한 관객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뾰뜨르의 참회를 연습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치밀한 조작은 두 번의 

참회를 모두 기묘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그리하여 “주 

인공들의 투쟁이 사건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인물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완전히 멋대로 정해지는"(XV， 281) 셰익스피어의 

문제가 바로 똘스또이 자신의 희곡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작가 

의 심층적 구도를 실현하는 종교적인 의미의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구성상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벌임으로써 극의 논리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키 

고 말았다. 

참회의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작위성과 그로 인한 극 논리의 파괴는 앞서 

똘스또이가 범죄의 증폭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달성한 구성 기법 

까지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죄와 참회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더욱이 

똘스또이의 종교적 모형 속에서 그것은 어느 한 쪽의 부재로도 온전하게 존 

립할 수 없는 상보적인 이원성을 이루고 있다. 이 문제를 도식화하면 이런 얘 

기가 된다. 똘스또이 입장에서 본다변 인간은 참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올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참회가 참으로 가치 있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죄 자체가 최대한 극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희곡 속의 엄 

청난 범죄는 니꺼따의 참회라는 모티프로부터 거꾸로 연역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똘스또이의 근본적인 당착은 여기에 있다. 극악한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일은 현실 속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가 이성적인 공황 상태의 결과라면 참회는 그와 정반대로 지극히 

이성적인 행위이다. 극악한 범죄자는 대개 그 범죄를 반성할만한 도덕적인 판 

단력올 상실한 인간일 터이며， 설령 자신의 범죄를 후회한다고 할 지라도 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마저 들 정도다. 다만 r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 

의 참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사색과정 속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소설의 구성 속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더욱이 

게라샘은 그 성실성에 있어서 니끼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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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초래한 이성적 공황의 연장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인 

간이 범행 후에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이는 일종의 

종교적 기적에 다름 아니다. 니끼따가 자살을 시도하는 5막 10장은 작가 자신 

도 그 점을 고려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 미뜨리치가 갑자기 

나타나 니끼따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종교적인 내용의 긴 설교를 하자， 이 셜 

교에 결정적으로 감화를 받은 니끼따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작가는 극적 

행위의 핍진성이 달성되려는 순간에 다시 스스로의 손으로 그 핍진성을 허물 

어뜨리고 었다. 그리하여 이 희곡의 극적인 구도는 작가의 종교적인 구도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만다. 

3.2. 언어 

『어둠의 권력』의 언어적인 측면은 똘스또이가 에셰이 “셰익스피어악.“" 

밝힌 언어관을 거의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소비에트의 회곡사가들이 이 작 

품을 민중극(HapOllHaJl llpaMa)의 전범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24) i'어둠의 

권력』은 민중적 내용에 정확히 조웅하는 민중적 형식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작품 속의 농민틀이 말하는 대사는 마치 녹음기를 대고 직접 녹음한 듯 

한 생생한 구어체 표현들 문맹성을 반영하는 비문(非文) 그리고 상소리들로 

가득하다. 더욱이 그러한 표현들이 농민집단의 언어적 특정을 일반적으로 반 

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똘스또이의 재능은 역시 빛을 발한다. 

즉，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언어로"(XV， 281)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아니씨야가 남편에게 줄곧 퍼붓는 욕설은 이 여자의 성적인 불만족과 관 

계가 깊은 듯하다.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마뜨료나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격언과 속담들 - “귀리 옆에서 떠나는 말 없고 복단지를 떠나서 복 찾올 수 

없다" “여자는 빼치까에서 굴러 떨어지면서도 일흔 일곱 가지 생각올 하는 

법” 둥둥 - 은 삶의 요령올 터득한 할머니의 면모를 보여준다. 상대방의 묻 

는 말을 항상 복창하고 대답하는 아꿀리나의 말버릇은 그녀의 열둥한 지력올 

능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51 pacct{HTμBalO •••• 끼로 시작되는 니끼따의 말버릇 

은 어딘가에서 어줍잖은 양반으로부터 얻어들은 말투일텐데， 이 또한 니끼따 

24) 다음올 참조할 것. C. C. llaHHJloB(l없8) O~epKH no HCTOpHH pyccKoro ßp4MaTH~eCKO

ro TeaTpa , M.-JI., c. 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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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물의 허영스러운 특징을 능률적으로 표현한다. “Tae… Toro ... 3Ha째T” 

같은 의미 없는 군더더기와 더듬거림으로 일관된 아낌의 말투도 그의 겸손하 

고 채식동물적인 기질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다. ‘“‘셰익스피어“… 

황금률로 삼고 있는 자연스러움의 원칙은 그렇게 실현된다. 각 인물들은 각광 

을 받는 무대 위의 주인공에게서 흔히 보이는 가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언어를 

버리고 자신의 계급과 지식정도 그리고 개별적인 기질과 품성에 조웅하는 자 

연스러운 언어를 얻고 있는 것이다. 

r어둠의 권력』에서 관객은 주인공의 화려한 언어에 현흑되는 일도， 대사의 

내용 보다 그 겉치장에 주의를 빼앗기는 일도 결코 없올 것이다. 이는 아낌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진다.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랄 수 있는 그는 중 

요한 전언이 담긴 대사들을 예의 더듬거리는 말투로 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전적인 희곡의 주인공들이 과시하는 유창한 웅변에 대한 똘스또이다운 대 

안이라고 할 것이다.정) 

언어적인 측면은 분명히 이 희곡의 비상한 가치를 담보해주는 미덕이다. 관 

객은 주인공들의 대사에서 살아 있는 말만이 가질 수 있는 풍부한 뉘앙스들 

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러시아인 관객에만 해당될 뿐 

이라는 점에 있다. 이 희곡의 러시아어에 담긴 구어적 함축과 세세한 곁의미 

들은 도저히 외국어로 온전하게 옮겨질 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 외국인이 이 

희곡에서의 구어적 함축과 곁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 

하며， 둘째， 셜령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옮겨지 

는 과정에서 심하게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F어둠의 권력』이 제대로 번역되 

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땅 위에서도 헤엄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26) 

『어둠의 권력』은 바로 그 생생한 언어로 인하여 지방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25) 작가의 반명제에 담긴 의도는 분명히 진지한 것이었을 테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패러디로 여겨질 수 있다. 어쩌면 작가 자신이 아낌의 더듬거리는 말투를 comic 

relief로 의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낌이 니끼따에게 “죄 

의 그물에 걸려들어 있음(3aBJl 3 TbI, CMOTpiO, B rpexe)"(3; 15)을 경고하는， 희곡의 

중심 전언에 해당되는 발언올 하는 대목에서 더듬는 말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 

음은 주목할만하다. 말더듬이 아낌의 예지롭고 경건한 영혼은 무언가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 결정적인 대목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어투를 찾은 것은 아닐까? 
26) r어둠의 권력 a의 한국어판 번역들은 원문의 생생함을 전혀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 

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그것은 결코 번역자의 잘못이 아니다. 다른 서구어로 번 
역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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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소수의 훈련된 독자들은 이 희곡에서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는 세세한 

색채들올 포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버어나드 쇼나 하우프트만 같은 동 

시대 작가들이 이 회곡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 

술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높은 차원의 소통 상 

황은 외국의 일반적인 관객에게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 똘스또이의 회곡이 서 

구 근대극의 형상과정에서 한 몫올 했다고 한다면 이는 쇼나 하우프트만은 

아닐지언정 고도로 훈련되고 의식화된 독자층을 상정하고 논의될 문제이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연극은 그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연극사에 각인되 

지 않는다. 똘스또이가 현실에서 있올 수 없는 언어라고 비판했던 셰익스피어 

를 보자. 그의 대사들은 언제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되더라도 감동적으로 원히 

고 공연될 수 있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연극의 언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소통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먼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다. 산문 작가로서의 똘스또이 

의 언어는 셰익스피어 못지 않은 범세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작품의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스따니슬랍스끼의 일화를 다시 한번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대본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마뜨료나의 대역을 연기한 시골 

노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고 생생한 똘스또이의 언어마저도 거추장스러운 

연극적 컨벤션에 불과하다. 연극의 언어가 아무리 현실의 언어를 따라잡으려 

고 해도 현실은 항상 앞서간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극이 현실을 따라잡는 순 

간， 연극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스따니슬랍스끼는 자신이 감탄 

했던 노파의 연기가， 사실은 연기가 아니라 무대 위로 전이된 현실에 다름 아 

니었음을 알아야 했다. 

3.3. 성격 

똘스또이 자신이 지적했듯이 회곡에서 주인공의 성격올 보여주는 가장 분 

명한 요소는 주인공의 언어이다. 이 회곡의 자연스럽고 개성있는 언어는 주인 

공의 성격 또한 생생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r어둠의 권력』에서 우리는 마치 

현실 속의 농민올 보는 듯하다. 다만 이때의 ‘현실성’이라는 것이 연극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며，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충분 

히 이야기되었다고 본다. 

똘스또이는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이 현실적이지 않올 뿐 아니라， 다면적인 

성격을 갖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성격의 다면성에 있어서 r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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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의 권력』은 작가의 연극론을 다시 한번 배반하고 있다. 

마뜨료나로 대표되는 가해자 그룹의 주인공들은 일관되게 비속하고 잔인하 

다. 니끼따는， “닭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약한 마음을 지녔다는 어머니의 

말처럼 살인의 과정에서 주저하는 모습올 보이지만 이는 그의 천성이 착해서 

라기보다는 악행을 밀고 나가는 동물적 에너지가 결여된 (그의 어머니와 비 

교할 때) 나약한 인간임을 증명할 뿐이다. 나약함이란 선악과 별 상관이 없는 

범주이다.잉)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지휘했던 히블러도 마음이 약해서 피를 보 

는 것을 싫어했으며， 이 때문에 가스실과 대규모 화장장이라는 매우 위생적인 

학살 체계를 발명하지 않았던가. 

선한 쪽의 인물들도 시종일관 성격상의 동요나 발전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 

자 그룹과 다를 바 없다. 마리나， 아낌， 미뜨리치 모두 단색 내지는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인물들이다. 아꿀리나는 3.1.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의 세 

례를 받은 뒤로 불량해지면서 성격상의 발전을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두 그 

룹의 산술적 평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뉴뜨까는 특기할 필요가 있다. 이 

어린 소녀는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짓거리들을 낱낱이 눈치채고 있 

을 만큼 영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로서의 순결한 빛올 잃지 않고 있 

는 모순된 인물이다. 그러나 역할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극 전체의 인물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거의 모든 인물이 훌륭한 연극의 주인공에게 

관객이 기대하는 성격， 즉 복잡하고 모순된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미덕을 결여 

하고 있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매력 없는 인물들이란 얘기다. 그나마 가해 

자 그룹의 주인공들은 선한 쪽 그룹에서 풍기는 무채색의 싱거움올 극복하고 

있지만， 이는 관객들이 연극에서 “순수한 미덕보다는 순수한 악덕에 흥미를 

느낀다"28)는 벤틀리의 경구를 생각나게 할뿐이며 그런 홍미란 고양된 의미로 

서의 연극적 쾌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는 멕베드나 클로디어스 같은 

안타고니스트에게도 심지어는 이야고 같은 연극사상 최대의 악당에게도 일말 

의 복잡한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r어둠의 권력』에 나오는 악당들은 불쾌감만 

을 야기한다. 

V) 소비에트의 비명에서는 종종 니끼따의 천성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 
싼 환경이 니끼따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 

적인 인간관을 경직되게 적용시킨 명백한 오독이 아닐 수 없다. 마리나에 대한 혼 

인빙자 간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친상간， 친자 살인 같은 행위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8) Eric Bentley(1979) The Life of the Drama, N. Y.,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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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둠의 권력』은 에세이 “셰익스피어…”에서 

의 구체적인 연극관 보다는 『예술이란 무엇인가?JJ 에서의 제기된 대원칙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인다. 똘스또이는 이 책자의 15장에서 예술은， 내용을 고려하 

지 않을 경우， 감염력이 강할수록 뛰어난 것이라면서(“4eM CHnbHee 3apa*eHHe 

TeM :ny뻐e HCKyCCTBO , KaK HCKyCCTBO , He rOBOpJl 0 ero CO.llep*aHHH, ... "), 예술 

의 감염력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전달되는 감정의 1) 독창성 (oco6eH

HOCTb), 2) 명확성(JlCHOCTb) ， 3) 진정성 (HCKpeHHOCTb)을 들고 있다.cxv， 165)29) 
이 가운데서 2)항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r어둠의 권력』에서의 인물들의 성격 

은 똘스또이가 뛰어난 예술의 모범으로 들고 있는 민중예술에서처럼 선악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민담에서의 선악의 구도가 단순하다는 점은 윤리적인 판단 범주보다는 인 

식론적인 판단 범주에 관련된다. 그것은 발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근대적 

인 인간의 인식 단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청자에 대한 소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아의 인식 수준에 조웅한다. 자신의 예술이 무지한 농민 대중에 

게도 향유되기를 바랐던 똘스또이에게 있어서 그러한 점들은 당연히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담에서의 선악의 구도가 인류문화의 

자연발생적인 산물이었다면 - 즉 한 공동체에 공유된 인식적 단계로부터 자 

연스럽게 유로된 것이었다면 - 똘스또이에서의 그것은 의도적이라는 점이 

다르다.30)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가 아닌 다음에야 독자의 의식 수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한정하는 작가의 태도는 위험하기 학이 없는 것이다. 똘 

스또이의 ·경우는 다행히 특수한 작가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정치 권력과 잘못 결합됨으로써 야기되는 파괴적인 상황올 우리 

는 소비에트의 문화 정책에서 익히 본 바 있다. 

똘스또이가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감정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예술과 비예 

술을 구분하는 조건이다. 16장에서는 다시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의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똘스또이는 좋은 예술의 조건으로서， 감염되는 감정이 

인류의 종교적 심성과 형제애를 일깨워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어둠 

29) 여기서 진정성이란 예술가 자신이 전달되는 감정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하며， 그 
감정이 인공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0) 멜로 드라마 - 장르적 의미로서의 - 에서 선악이 명확히 대비되는 것은 똘스또 

이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그런 구성 전략이 이미 하나의 스타일로서 

장르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작가의 결정(장르 선돼)은 그 스타일에 

대한 2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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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은 그렇다면 어느 쪽에 속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희곡에서 

연극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들은 선한 쪽 보다는 가해자들이다.31) 똘 

스또이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요컨대 악당들이 가장 ‘강한 감정’올 전달하 

고 있으며， 그런 변에서 이들이 선한 쪽 보다 ‘감염력이 크다’는 얘기다. 그런 

데 앞서 말했듯이 그 강한 감정이란 불쾌감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똘스또이 자신이 이미 간접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란 무엇인가?.!J에서 똘스또이가 용납한 자신의 작품은 『신은 진리를 

보고 기다린다』와 『까프까스의 포로』 둘 뿐이었으며， 따라서 『어둠의 권력』은 

나쁜 예술로 분류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긴 우회로를 거쳐서 우리는 『예술이란 무엇인가?.!J에서 제기된 문제로 되돌 

아 왔다. 이제 기법적인 측면을 떠나 이 회곡의 기괴한 특정을 만들어내고 있 

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이다. 

4. 반극장 

극작가 똘스또이 속에는 극히 상충되는 세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가장 표면에 자리잡고 있는 첫 번째 입장은 문학사가들로 하여금 그를 자 

연주의의 투사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그것이다. 에세이 “셰익스피어"에서 그 

가 아무리 과격하게 전통적인 연극의 형식올 비판했다고 해도~예술이란 무 

엇인가?.!J에서 그가 과거의 모든 극작가들올 매도했다고 해도， 이 첫 번째 입 

장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충실한 극작가이다.32) 여기서 똘스또이는 

31) 일반적으로 소비에트의 비평에서는 마뜨료나의 강렬한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으로 아낌의 민중적 개성을 높이 명가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경향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32) ‘반극’이라는 부제를 단 『대머리 여가수』로 기존의 연극에 반기를 들었던 이오네스 
꼬도 자신의 연극론을 세우기 위해 똘스또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은 바 있다. 1958 
년에 씌어진 에세이 “연극의 경험”에서 이오네스꼬는 똘스또이가 r예술이란 무엇 

인가?J에서 일찍이 사용했던 것과 거의 구별하기 힘든 논법으로 선배 극작가와 동 

시대 극작가들을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 “디드로， 쥬네， 피스차토르， 브레히트는 ...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스트린드베리는 ... 몰리에르는 나를 지겹게 만들곤 했 
다 “솔직히 꼬르네이유는 나를 지겹게 만든다 “쉴러는? 와일드는? 쉬운 작품들 

이다. 입센은? 좀 둔하다. 스트련드베리는? 서투르다 ... 지로두는 언제나 인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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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극의 연극다움을 노출하는 극장주의적 컨 

벤션을 거부했을 뿐이다. 똘스또이가 특정한 연극의 코드를 비난하는 것이 정 

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는 똘스또이의 자연주의를 비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어둠의 권력』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극작가로의 똘스또이가 아님올 알 수 있었다. 자연주의는 또 

다른 입장， 즉 설교자로서의 폴스또이에 철저하게 종속된 채， 그를 뒷받침해 

주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3.1에서 보았듯이 구성에 있어서의 개연성은 작가의 

설교적인 목적에 장애가 될 경우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공들 

의 소박한 언어와 단순한 성격은 농민들의 실제 형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 

겠지만， 그런 형상을 통해야 똘스또이의 설교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r어둠의 권력』에서의 단순성을 정보이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 

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소통 채널에 있어서의 잡음을 최소화하 

면서 의도한 전언을 경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니 

끼따의 손풍금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똘스또이가 자신의 전언을 잡음 없는 순 

수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주의를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이다. 니끼따가 자본주의의 단 열매를 맘껏 누릴 뿐 아니라 또 

한 그 쓴맛도 경험하는 3막에서 그는 자신의 우수를 노래로 달래고자 손풍금 

을 찾고 있다. 그러나 12장 18장 두 번에 걸쳐 손풍금은 니끼따의 눈에 띠지 

않는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손풍금올 무대로부터 치워버림으로써 니끼따가 반 

주 없는 가사만의 황량한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의 

궁극적인 의도는 명백하다. 3막에서 니끼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정신적인 벌 

을 받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는 니끼따의 긴장을， 나아가 그를 바라 

보는 관객의 긴장올 정서적으로 해소시키게 된다. 때문에 니끼따의 영혼이 지 

옥불에 타고 있음올 관객이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음악과 같은 달콤한 

잡음이 없어야 했던 것이다. 

설교자로서의 입장이 극적 개연성올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 폴스또이는 여 

전히 극장의 경계 안에 있을 수 있다. 손풍금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는 

똘스또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올 견지하고 있었지만 일생올 통 

다. 마찬가지로 꼭또의 연극은 경박하고 가공적인 것으로 보인다끼 외젠느 이오네 

스꼬(1992) r노트와 반노트J ， 박형섭 역， 3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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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브레히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브레히트였다면 이런 경우에 정반대의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주인공은 손 

풍금을 신나게 켜 재끼며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노래를 불렀으리라.) 

똘스또이와 마찬가지로 브레히트도 기존의 극장이 민중에 대한 계몽적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언 극장의 개념을 전복하고 

자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졌던 극장성과 반극장성의 개념은 완전히 거꾸 

로 설정되어 있다. 브레히트는 관객이 연극의 상황에 동화됨으로써 기만적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관객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극장적인 컨벤션을 최대한 강화했다. 똘스또이가 관객들이 주인 

공의 감정을 생생하게 공감하기를 원했다면， 반대로 브레히트는 그런 감정이 

입을 배제하고자 했으며 그럼으로써 관객이 연극 속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 

라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동일한 목적에 상반된 두 가지 방식이 동원되고 있 

다는 점은 매우 홍미롭다. 마침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주인공 

들이 악의 그물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엮여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둠의 

권력』과 매우 홉사한 논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들의 비교를 통해서 

두 방식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억척어멈은 30년 전쟁의 와중에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장사에 열을 올린다. 

전쟁터는 그녀에게 있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대이다. 하지 

만 그녀가 물건을 홍정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첫째 아들은 모병꾼에게 

끌려간다. 둘째 아들이 연대의 금고를 홈쳐서 사형을 당하게 되자， 억척어멈 

은 아틀을 빼내오기 위해 마차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마차값을 많이 받으려 

고 시간을 오래 끄는 사이에 둘째 아들은 죽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딸 

하나 마저 장사를 하러 간 사이에 죽임을 당한다. 억척어멈은 전쟁을 이용하 

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사업 비결올 가졌지만，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이 희곡의 교훈은 명백하다.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며 모든 이는 전쟁의 파멸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두 희곡은 그 결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리석은 니끼따가 

깨달음과 참회의 기회를 얻은 데 반해 브레히트의 억척어멈은 세 자식을 모 

두 잃고 나서도 여전히 전쟁터가 자기 삶의 터전이라 믿으며， 씩씩하게 마차 

를 몰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억척어멈이 뭔가 교훈을 얻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 

는 주변의 의견을 브레히트가 거절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교훈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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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대 위의 허구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밖에 있는 현실의 인간이라는 

것이 브레히트의 생각이었다.잃) 그래서 브레히트는 주인공에 대한 관객의 감 

정이입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행복한 방식으로 배 

반당했다 r억척어멈 ... .!1을 관극한 독일 노동자들은 역경올 헤쳐나가는 억척어 

멈의 꿋꿋한 태도에 크게 감명올 받고 용기백배해서 극장올 나섰기 때문이다. 

브레히트는 실패한 설교자였지만， 최소한 자신의 극장이 사랑받고 있음올 확 

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폴스또이의 의도는 불행한 방식으로 배반당했 

다i'어둠의 권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두 가지 정서， 즉 연 

민과 공포 중에서 하나는 고사해버리고 고약한 다른 한 쪽만이 괴물처럼 커 

져버렸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어둠의 권력』의 반극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 

에트의 비평에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어둠의 권력』에서의 공포(YlI<ac)는 그 극 

한을 달리고 있다. 범죄의 과정은 무대 위에서의 절제를 망각한 채， 치밀하고 

도 뻔뻔스럽게 묘사된다. 아내는 죽어가는 남편의 몸에서 돈올 뒤지고， 범죄 

의 수괴는 멋들어진 경구를 날려가며 이 모든 절차를 지휘한다. 니끼따가 자 

신의 아이를 밟아 죽이는 장면에서 “아기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니끼따의 대사는 적절한 사이를 두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똘스 

또이는 물론 이런 무시무시한 장변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 했 

올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 

을 미치리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가 4막에 덧붙인 변형 장면은 이 

를 증거한다. 여기서 아기 살해의 과정은 눈에 띠게 그 잔인성이 약화되고 있 

으며， 난데없이 아뉴뜨까와 미뜨리치가 동장하여 죽은 아이의 순결한 영혼이 

어디로 갈 지에 대한 동화 같은 토론올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똘스또이는 자신 

의 교훈적인 의도 깊숙이 감추어진 석연치 않은 찌꺼기에 대해 스스로도 의 

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관객은 비극에서 공포만을 구하지 않는다. 설령 악당이 끝끝내 승리할지언 

정 그 악당에게 분노와 함께 동정과 연민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관 

객 자신의 원죄에 대한 연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취미하고 둔 

탁한 악당들에게 관객들은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하여 관객의 영혼 깊숙 

이 감추어진 비도덕적인 열정은 분출되지 못한 채 그럽으로써 비폭력적으로 

해소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썩어간다. 니끼따는 똘스또이의 도움으로 참회를 

33) Martin Esslin(1974) Brecht: the Man and His Work, N. Y.,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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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이 필요한 것은 무대 위의 허깨비가 아니라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어야 했다. 그러나 『어둠의 권력』에서 증폭될 대로 증폭 

된 공포와 불쾌감은 니끼따의 참회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정화의 기회를 박 

탈당하고 말았다. 

만약 똘스또이가 관객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종교적인 고통이었다면 그는 

이미 극장의 경계 바깥에 서있는 셈이다. 관객은 고통받고 위협을 당하기 위 

해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똘스또이는 이런 체험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있다는 사실올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1장은 어떤 오페라 연습의 체험에 할애되고 있다. 

여기서 똘스또이는 당대에 있어서 극장이라는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요 

소들을 거론하면서 이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평하한다.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투입되는 막대한 금전적， 교육적 노력， 연습 과정에서의 배우와 지휘자의 실 

량이， 화려하고 선정적인 의상， 무대 장식 둥둥 온갖 것들이 똘스또이에 눈에 

는 무익하고 우스팡스럽고 비도덕적인 짓거리로 비쳐진다.(15， 41-46) 똘스또 
이가 이처럼 현대 예술에 대한 비판의 첫 실마리를 극장에서 찾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전편올 통하여， 

연극， 오페라 둥 공연 예술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비상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는 똘스또이가 당대의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공연 예술에 대립 

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공연 예술은 감정의 전염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가 

안 된다. 즉， 극장은 당대의 예술이 민중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둘째， 공연 예술은 오락성이 매우 강한 장 

르이다. 즉， 쾌락 지향적인 예술이다. 물론， 똘스또이는 예술의 목적이 쾌락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셋째로 보다 은밀한 이유가 있다. 극장은 교회와 더불어 

대중들이 모이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다. 지금에 와서야 두 장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인류 사회의 초기에 공연과 예배는 제의라는 이름으로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폴스또이와 같은 광신적 

인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극장은 교회를 위협하는 이교적인 공간에 다 

름 아니다. 화려한 무대 장식과 배우들의 선정적인 몸짓， 그리고 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모습은 똘스또이에게 있어 어쩌면 이교도들의 혐오스러 

운 제의 행위처럼 보였는지도 모른다. 



76 러시아연구 제9권 채 1 호 

사실은 톨스또이가 희곡을 썼다는 것부터가 크나큰 당착이다 r예술이란 무 

엇인가?Jj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똘스또이는 극장 자체를 혐오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문헌은 아니지만， 주변의 인물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연극에 대한 

똘스또이의 경멸적 태도는 보다 단언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 TaK H 뽀핸효-

-- HH3mHR pon npOH3BeneHHR AßTepaTVPμ. KpOMe TOrO, MHe JIH"IHO MemaeT, "ITO 

~ BCerna "IyBCTBy~ MeXaHH3M 3TOrO. R BH*y, KaK 3TO CneJIaHO , KaK COBepmaeT

C~ BCe TO, "ITO eMY H~HO. A nOTOM e Qle 3TH yCJIOBHOCTH Hrphl: KaKOe CJIOBO 

nOn"lepKHyTb, KaK npOH3HeCTH , - KOCTI。뻐， neKOpal.\HH H T. n."34); “apaMaTH"IeC

Ka~ φOPMa H3JIO*eHH~ Y*aCH~， e띠e ~aCHee ， "IeM CTHXOTBOpHa~ ， cBoeR HCKYCCT

BeHHOCTb~. Bpen 3TOR ~OpMhl yCHJIHBaeTC~ e Qle TeM, "ITO xopomHR aKTep MO*eT, 
KaK MHe npenCTaB~eTC~， npeKpaCHO ChlrpaTb CaMhle rJIynhle H CKBepHhle BeQlH H 

TeM yCHJIHTb HX BpeDHOe BJIH~HHe."35) 

억지스런 꾸빔으로 가득한 희곡과 연극에 대한 똘스또이의 혐오감은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폴스또이는 왜 스스로 희곡을 썼는가? 

더욱이 1880년대 이후의 회곡 집필， 1905년의 연극론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 

는가? 

주지하다시피 똘스또이의 연극관은 플라톤적인 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 

고 었다.36) 비극(시)은 진실로부터 세 단계나 떨어진 열둥한 모방의 형식이라 

는 주장， 무분별한 비극 작가와 시인틀이 자신의 교묘한 재능으로 시민들에게 

건전치 못한 감정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똘스또이의 연극관과 얼마 

나 유사한 지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똘스 

또이가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의 구별에 대한 교조적인 원칙을 제시했듯이， 

플라톤도 모든 문학을 축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과 훌륭한 사람을 찬미 

하는 송가에 관해서는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두 사람 모두 연극 내 

지는 문학의 강력한 감염력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염력이 교화적인 기능으로 발휘될 때의 매력올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은 아이러니이다. 시인이 아닌 플라톤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선악을 

34) A. rOJlb.lleHBeIl3ep(1922) B6J1H3H TOJ1CTOrO, T. 1. M. , c. 245. // 뻐HKCT ， c. 493.에 서 

재인용. 

35) JJHTepaTypHoe HaCJ1enCTBO, T. 37-38, M., 1939, ç. 528. ν AHHKCT, c. 493.에서 재인용. 

36) 플라톤(1983) r플라톤J ， 윤용탁 역， 학원출판사， 491-502,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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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시인 

으로서의 (누구보다도 강한) 정념과 설교자로서의 (누구보다도 강한) 정념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똘스또이에게 있어 그것은 스스로 떠 안아야할 치명적인 

모순이었던 것이다. 폴스또이는 항상 자신이 창조한 것을 다시 스스로 배척해 

야만 했다. 그리고 『어둠의 권력』에서 이런 분열적인 내면의 투쟁은 가장 첨 

예한 형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 내면의 분열은 비극이라는 고도로 통일적 

이고 집중적인 형식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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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б анти-театральной дракатургии 

Льва Н. Толстого в драке «Власть тьк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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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к Хён Соп 

в описани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драматургии, русские КРИТИКИ говорят без 

соынения, особенно при CQBeTCKOM времени, что драматургия Льва Толстого 

оказала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вместе с Чеховw на европеекий театр начала 

nека, ПРИ'!!!м драма «Власть 'bмы). считается особенно ПРИЗН8.нноЙ. НО такая 

оценка РУССКИХ н советских КРИТИКОВ, кажется, не освобождена ни о, общего 

дВiоритеТд "вели;кого Льва Толстого", ни от аВjоритета В. Ленина, который 

любил этого писателя больше всех других классиков. 

в отличие от официальной оценки 8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на сценах 

зрители больше любили его инсценированные спектакли, такие как «Война И 

МИР», <<Анна Каренина», или другую еl'О драму «Живой труп», чем "Власть тьиы». 

Это важн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го факта, что театральная жизнь драмы «Впасть 

тьмы» была не долгая. 

В этой статье обсуждается то, что эта пьеса не такая заслуженная, бо

лее того, даже часто прочиворечит правилам И условиям театра (которые 

писатель сам ИЗЛОЖИЛ в своих статьях), показыва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его анти

театральную ТОЧКУ зрения на театр. 

В cBOi!!W зссе "о Шекспире И о npawe" он сильно критикует Шекспира в том, 

что зтот великий драматург нарушает условия драмы: правильное ведение 

сцен, соответвующее характерам героев; естесственный язык; богатство ха

рактера героев. Но Толстой сам в своей драме «Власть тьмы» игнориру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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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HKy KOMn03HUHH TOnbKO a~ aBTOpCKOrO aHaaKTHqeCKOrO nnaHa. H ero xa

paKTephl BOOÕ~e nOKa3hlBaWT OaHO-nHHeßH꾀e 3nO H aoõpo: HnH qHCTO OTBpaTH

TenbHhle npecTynHHKH HnH CKa30qHO aoõp피e KpeCTb.SlHe. 

ECTeCTBeHHbIß HapOaHhlß .SI 3hlK H npOCThle XapaKTep비 repoeB, MO:l<eT ÕhlTb, CO

OTBeTCTBywT HaCTO.Sl~eMY oõpa3y KpeCTb.SlH TOrO BpeMeHH. Ho TOnCTOß He nOH.SIn , 

qTO TeaTp -- He CaMa aeßCTBHTenbHOCTb, a CHCTeMa 3HaKOB, xyao:l<ecTBeHHhlß 

Koa, KOTOpbl까 MoaenH3HpyeT peanbHhlß MHp. 

MHorHe MaTepHanhl CBHaeTenbCTBywT, qTO y ]JbBa TOnCTOrO. ÕbIJIO HeOÕblqHOe 

npeHeÕpe:l<eHHe K TeaTpy, KaK K xyao:l<ecTBeHHOß ~OpMe C ÕOnbmOß HCKYCCTBeH

HOCTbW. Ho, Bcë TaKH, OH XOTen HCnOBeaOBaTb qepe3 TeaTp, nOTOMY qTO OH 

xopomo 3Han, qTO TeaTp -- CaMOe MO~Oe opyaHe ~ npOnaraHabI. B pe3ynb

TaTe TaKOrO npOTHBOpeqH.SI, K CO:l<aneH짜0 ， Re aOCTHranHCb HH ero MOpanbHble 

HaMepeHH.SI, HH TeaTpanbHa.Sl noõe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