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리스 고두노프>의 연극적 함축 

- 획할 놀이로서의 역사 -

1. 몰이해의 역사 

박 현 섭. 

뿌쉬낀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우리에게 시대착오적인 혼란을 가져다준다. 

마치 브레히트의 역사극을 보는 듯한 혹은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의 몽타쥬를 

보는 듯한 착각을 즐기고 있다보면， 새삼 이 희곡이 지금부터 2세기 전， 고전 

주의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막 낭만주의로 접어들었던 19세기 

초 러시아 극문학의 환경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다. 하물며 뿌쉬낀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 적어도 현대의 우리들 

은 뿌쉬낀의 희곡에 비교할 수 있는 유사품들의 목록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당 

시에는 그런 목록조차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리스 고두노프>는 

그들에게 마치 외계로부터 날라온 생경한 통신문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뿌쉬낀 스스로도 <보리스 고두노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보리스 고두노프>가 세상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뿌쉬낀의 

동료들은 앞다투어 이 희곡의 성공을’ 장답했지만 작가는 이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놀라웅을 표시할 정도였다: “n뻐YT MHe, <iTO EOpHC MOß 

HMeeT 6onbwoA ycnex: CTpaHHa~ Bemb! HenOH~THa~ Bemb nO Kpa때HeA MHpe ~ TO

ro H바뻐iI뻐HKa값K He OlKH때llanπ ’"1)’ 

밝혀진다다. 뿌쉬낀이 그나마 신뢰했던 동료 까쩨닌 (n. A. KaTeH뻐)은 면전에서 

* 상명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A. c. nymKHH, nOJJH. co Cíp. CO 'l. B 10 TOMaX, T. 10. 끼 , 1979, CTp. 258. (이후로 이 전 

집의 인용은 본문 속 괄호 안에 권수와 쪽수로 표기합) 이것은 뿌쉬낀이 뿔레뜨네 

프에게 쓴 편지인데， 작가는 뽀고진， 히뜨로보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은 뿌쉬낀이 작품이 이해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기는 했지만 한편 

으로는 그 성패에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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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의견올 숨기고 글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 사신(私信)에서 다음과 

같은 혹독 한 평 가를 내 린 다: “ 50 MHorHX no~p06HOCT~X eCTb YM 6e3 cOMHeHH~ ， 

HO uenoe He 06H~TO; ~ ~e He rOBop~ B ~paMaTHqeCKOM cMNcne; OHO He ~paMa 

OTH~~b ， a KycoK HCTOpHH, pa36HThI1I Ha MenKHe KyCKH, B pa3roBopax H B 3TOM 

OTHOUleH}써 cnHUlKOM MHoro He~ocTaeT."2) 한 마디로 드라마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심하다. 까쩨닌은 이 희곡이 그럴듯한 미적 요소라곤 

한 군데도 없는 소학생의 습작품이며， 극장에서 상연될 수도 없고 서사시라고 

부를 수도， 소설이라고 부를 수도，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무가치한 글(“Hynb")로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까쩨닌의 경우는 물론 매우 극단적이다. 그러나 그 밖의 여러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도 <보리스 고두노프〉는 통일성이 없이 역사적 장변들이 산만하게 나 

열되어 있으며(“He~OCTaTKa CB~3H MelK~ cueHaMH" - 5. nnacKHH), 피상적이고， 

심 도 깊은 배 역 이 하나도 없는(“HeT HH O~Horo rny60Koro xapaKTepa" - 11. 

Cpe~H때-KaM찌UleB) 결점 투성이의 작품으로 보여졌다.3) 다소 세월이 흐른 뒤에 

벨린스끼가 내린 평가는 양가적인 듯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혹평의 대 

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뿌쉬낀은 〈보리스 고두노프〉에서 그 어떤 초기작 

도 달성하지 못한 예술적 탁월함을 보여주었지만 또한 그들 중 어떤 작품에 

서도 이처럼 광범하게 결점들을 드러낸 적이 없다. 이 희곡은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워털루 전투이다. 여기서 그는 천재성의 넓이와 깊이를 한껏 과시했음 

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패배를 겪었다 "4) 

소수의 동시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변호했다. 예컨대 나제쥬진 (H. Ha~e

뼈HH)은 보리스 고두노프가 극의 도중에 죽어버리는 것이 이 작품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비판하면서 작품의 주인공이 생물학적 개인 

이 아닌 역사적 존재(“HCTOpHqeCKOe 6b1THe")로서의 고두노프라고 강변했다.5) 

끼레예프스끼 (11. KHpeeBcKHR)는 〈보리스 고두노프〉의 형식적 특징을 관용하 

면서 이를 사상의 드라마(“~paMa H~e때") 혹은 철학적 비극(“빼nocolþcKa~ Tpa-

2) A. c. nymKHH, nOJlH. co l5p. CO'l., T. VII. M., 1935, c. 458-459. 

3) 동시대 비평가들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A. AH싸<CT ， Teop때 

lIpa뻐 B POCCHH OT nymKHHa 1I0 lIexoBa, M., 1972, c. 59-73. 

4) B. ÖeJIHHCK때， nOJlH. co l5p. CO'l., T. VII. M., 1953-56, C. 505. / 다음에서 재인용.w. 

N. Vickery, Alexander Pushkin, N.Y., 1970, p. 61. 
5) AHHKCT, c.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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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lH$I")으로 부르고 이런 희곡에서는 장면들간의 분명한 연결 ("Ow.YTHTeJlbHa$l 

CB$l 3b") 이 없다고 주장했다.6> 그러나 이들이 〈보리스 고두노프〉를 얼마나 정 

확히 이해했는가는 의문스러운 일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뿌쉬낀 자신은 혹평에 

대해서나 옹호에 대해서나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7> 뿌쉬낀은 동시대 

가 그의 회곡을 해석할 언어를 아직 갖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보리스 고두노프〉의 수수께끼는 해결되었는가? 

스테파니 샌들러 (Stephany Sandler)의 의견에 따르면 사정은 본질적으로 달 

라진 것 같지 않다. 비평가들은 여전히 이 희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얼떨 

떨해 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시도는 이 회곡의 이해를 점점 더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8>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보리스 고두노프〉가 올바로 

이해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희곡의 공연사(라기보다는 공연 실패사라는 표 

현이 옳을 것이다)에 대한 일단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희곡은 발표 

된지 40년이나 지난 1870년에 알렉산드린스끼 극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 

려졌는데 펠드만(0. φeJlb，llMaH)에 따트면 그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극장에 

서의 공연 연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모순을 노정한 한심한 시도 중의 하 

나”였으며， 10년 뒤， 1880년의 말르이 극장 공연에 대한 반응 또한 환멸 그 

6) AHH I< CT, C. 72. 끼레예프스끼가 〈보리스 고두노프〉의 형식을 괴테의 희곡들과 비교 
하고 있는 점은 음미할만 하다.<보리스 고두노프〉가 막 구분 없이 23개의 장면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파우스트〉의 1부도 막 구분이 없이 장면틀로만 극이 

구성되고 있으며， 여기서 장소와 시간의 일치라는 신고전주의적 원칙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장면들은 파우 

스트라는 주인공 한 사람의 내변 풍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이 

점에서 〈파우스트〉는 행동의 통일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보리 

스 고두노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7) AHH I<CT, C. 72. 
8) S. Sandler, “Solitude and Solioquy in Boris Godunov", Pushkin Today, lndiana 

Univ. Press., 1993, pp. 171-172. 뿌쉬끼니스트가 아년 필자로서는 샌들러가 열거 
하고 있는 방대한 2차 자료들을 모두 열독하고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필자가 접근 

할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에서 말한다면 이들이 〈보리스 고두노프〉의 마력의 근 

원을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비에트 시대의 

자료들은 예외없이 민중성에 대한 공허한 변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역사 

적 배경이 되는 사실의 진위에 장황한 지변을 할애하고 있으며， 서구의 자료들은 

미시적이고 순문학적인 텍스트 분석이나 셰익스피어 모티프의 설명에 큰 비중을 

둠으로써， 회곡의 극적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50 러시아연구 채 10권 재 1 호 

자체였다고 한다.ψ 사실 이 시기의 러시아 연극은 아직 연극 창조과정에서의 

연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보리스 고두노프〉와 

같은 반전통적이고 까다로운 희곡을 제대로 공연할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펼요가 있다. 19세기 말에 앙상블 극단10)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스따니슬라프스끼와 네미로비치-단젠꼬에 의해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설립 

되었고， 여기에서라면 〈보리스 고두노프〉는 성공해야 했다. 그러나 “뿌쉬낀 

의 독특한 낭만성올 전달하겠다”는 의욕을 품었던 네미로비치-단첸꼬는 연습 

과정에서 뿌쉬낀의 아이디어가 피상적이고， 시대 장면들은 진부하며， 보리스 

의 묘사는 스케치에 불과하다는 회의에 이르렀고 이런 해석의 모순은 결국 

1907년의 공연을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11) 소비에트 극장에서의 첫 번째 

특기할만한 공연은 1934년 연출가 수쉬께비치 (5. M. CYW I<eBH"I)에 의해 이루어 

졌다. 당파적 입장에 투철했던 연출가는 뿌쉬낀의 바야르 계급에 대한 시각이 

절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개작했는데， 이런 무리한 시 

도가 뿌쉬낀의 스타일을 뭉개버리는 결과를 빚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2) 한 

편 메이에르홀드는 1924년에 박탄꼬프 극장에서 이 작품올 올렸으나 극장 자 

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신통한 결과를 보지 못했고 1937년의 다른 시도는 무 

위에 그치고 말았으며， 1930년대에는 네미로비치-단첸꼬가 〈보리스 고두노프 

>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무위에 그쳤 

던 것이다 13) 이 회곡이 극장에서 공연될 수 없다는 까쩨닌의 예언(?)은 실로 

오랫동안 <보리스 고두노프>의 운명을 결정 했다. 

희곡은 훌륭한데 연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모순형용임을 상기한다면 일련 

의 공연 실패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러시아와 같은 풍요로운 연극 

환경에서 그리고 뿌쉬낀에 대한 열광의 토양 위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보리스 고두노프>가 성공적으로 공연되지 못했다는 데에는 두 가지 해답만 

이 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는，<보리스 고두노프〉가 뿌쉬낀의 예외적인 실패 

작이라는 것， 그게 아니라면 이 희곡의 연극성이 예외적으로 포착하기 힘들다 

9) 0 φeJl벼MaH ， CYl1bl5a TpaMaTyprHH nymJ(HHa, M., 1975, C. 196. 
10) 예술 감독의 주도 아래 희곡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pe빼ccepcl<째 

TeaTp를 가리킨다， 

11) 같은 책， c. 212. 
12) 같은 책. c. 껑7-231. 
13) 같은 책. c. 24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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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후자의 쪽에 선다. 이 논문은 따라서 〈보리스 고두노 

프〉의 연극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2. <보리스 고두노프〉의 구조 

19세기 러시아 극문학은 참칭을 주제로 한 기염비적 희곡을 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골의 〈검찰관〉이다. 주인공이 자신의 자아를 버 

리고 자기가 아닌 무엇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싼 등 

장인물들이 이들의 반(反)자아에 매혹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차이가 

없다. 다만 〈보리스 고두노프〉가 참칭자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면，<검찰관〉 

은 멍청하지만 행운아였던 참칭자의 희극적인 성공을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단지 소재적 차원에서만 닮은 것이 아니다. 두 작 

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사이에는 비상한 유사성이 가로놓여 있음을 발견하 

게 된다.<보리스 고두노프〉의 발단 부분이 새로운 통치자의 등극으로 시작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관〉은 검찰관의 도착에 대한 정보와 그 출현으 

로 시작하며， 고두노프가 사망하는 시점은 극 전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비교할 

때 가짜 검찰관 흘레스따꼬프가 사라지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검 찰관의 도착에 대 한 사람들의 당혹감은 〈보리 스 고두노프>에 서 는 고두노 

프의 동극에 즈음한 귀족들의 눈치보기 그리고 백성들의 소란스런 반응 속에 

서 닮은 꼴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장면의 유사성은 무엇보다도 놀랍다. 

~aHAapM. np"eXaBm"꺼 no "MeHHOMY nOBeAeH"’。 "3 lIeTepöypra ‘’"HOBHm< Tpe-

6yeT BaC ceR *e 4ac K ce6e. OH OCTaHOB"nC~ B rOCT싸mue. 

npO"3HeCeHHble CnOBa nOpa*a lOT KaK rpOMOM BCeX. 3ByK "3MneH"~ eAHHO

AYmHO "3neTaeT "3 AaMCK"X yCT; BC~ rpynna, BApyr nepeMeH"Bm" nOnO*eH"e, 
OCTaeTC~ B OKaMeHeH"H .14J 

(헌병. 칙명을 받고 빼쩨르부르그에서 오신 관리께서 여러분을 즉시 불러 
오라 하십니다. 지금 여관에 드셨습니다. 일동은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놀란 
다. 부인들의 입에서 일제히 경악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 모두들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화석처럼 굳어버린다.) 

14) H. roronb, nOBeCT". nbecμ t.4epTBμe Aym", t.4., 1975. c.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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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RbCKHH. HapOß’ MapH~ rOßyHoBa H C~H ee φeOßop OTpaBκnH ce6~ ~ßOM. 

뻐 BHßeRH HX MepTB~e Tpyn~. (Hapoß B y*ace MORqHT) 4TO * B~ MORqHTe? KPH

qHTe: ßa 3ßpaBcTByeT uapb 마iMHTpHß HBaHOBHq! 

Hapoß 6e3MoRBCTByeT.(5, 28이 

(모살스끼. 여러분! 마리야 고두노바와 그녀의 아들 표도르가 독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민중은 공포에 질려 침묵 

한다.) 어째서 여러분은 말이 없으십니까? 자 외쳐 봅시다. 드미뜨리 이바노 

비치 황제 폐하 만세! 민중들 침묵을 지킨다.)15) 

진짜 검찰관의 도착은 둥장인물올 경악시키고 얼어붙게 만든다. 가짜 드미 

뜨리가 명실공히 황제로 불리워질 것을 요구하는 순간16) 백성들은 침묵한다. 

이 두 침묵 뒤에 올 것은 무엇인가? 읍의 관리와 주민들은 흘레스따고프에게 

당한 것과 똑 같은 일을 진짜 검찰관에게 당하게 될 것이며， 드미뜨리의 백성 

들 역시 고두노프의 폭정과 다를 바 없는 가짜 드미뜨리의 폭정을 겪게 되리 

라는 것， 그리고 제 2, 제 3의 검찰관과 가짜 드미뜨리가 그 뒤를 끊임없이 

잇게 되리라는 것이다.<검찰관>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침묵이 태엽 풀린 인형 

의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그 태엽이 다시 감기는 것을 예비하는 신호라고 

할 때，<보리스 고두노프〉에서의 백성들의 침묵 또한 그와 다름없는 비극적 

휴지(休止)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0여년을 사이에 두고 발표된 두 

희곡이 이처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참칭이 

라는 공통된 소재에서 파생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두 작가는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참칭 행위의 연속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통찰 아래 이 아이디어를 

연극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비교는 뿌쉬낀의 희곡에서 고두노프를 유일무이한 주인공 

으로 보는 시각， 즉 그를 가짜 드미뜨리나 바야르들에 (나아가 민중들) 대해 

우월한 도덕적， 지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프로타고니스트로 보는 시각을 

고집한다면 성립될 수 없다 17) 고골의 〈검찰관〉에서 흘레스따꼬프와 진짜 검 

15) 알렉산드르 뿌쉬낀보리스 고두노프~， 석영중 옮김， 열린책들， 1999. 이후 〈보리 
스 고두노프〉의 번역은 이 책에서 벌어옴. 

16) 바로 앞 장변에서 뿌쉬낀이 백성들에게 포고문을 발표할 때에 뿌쉬낀은 가짜 드미 
뜨리를 황태자(uapeB때)로 청했다. 

17) 무소르그스끼의 오페라는 바로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보리스 고두노프〉를 해석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요컨대 보리스 고두노프는 보통사람 이상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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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을 등가의 수준에 올려 놓듯이， 고두노프를 드미뜨리와 등가의 역할로 보 

기위해서는 고두노프 또한 드미뜨리와 같은 참칭자의 부류로 간주한다는 전 

제가 필요할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는 어렵지 않게 구성 

된다. 비록 고두노프가 적법하게 황제로 선출되었지만， 그는 류릭의 피를 이 

어받지 않은 비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바야르들에 의해서 그 정통성을 의심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임종에서 고두노프가 “평민으로 태어나서 이제 평민 

으로 암흑 속에서 죽어야한다”고 진술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스스로 황 

제의 자리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 

추어 우리는 고두노프조차도 넓은 의미에서의 참칭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보리스 고두노프〉의 장연 구성에 대한 고찰 

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희곡은 모두 23개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1, 12, 13장면을 중심으 

로 전편은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즉， 보리스는 4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며 12 

장을 축으로 하여 대칭이 되는 20장에서 죽게 된다. 참칭자는 5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19장에서 마지 막으로 등장한다. 대 칭 이 되 는 7장과 15장이 각각 황 

제궁을 다루고 있고， 8장 술집에서의 소란은 16장의 전투장면에 대응되며 그 

밖의 장면들도 내용적으로 대칭성을 보인다 18) 요컨대 고두노프와 참칭자를 

양날개로 한 구조적 대칭성은 결국 두 사람의 등가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거니와， 이는 고두노프를 주인공으로 간주할 필연성이 제거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제목은 뿌쉬낀의 기만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보리 스 고두노프〉가 〈검 찰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 내 적 으로 

는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곧바로 이 작품의 연극적 장점으로 연결되 

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매우 사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우월한 개인이지만， 다만 특정한 비극적 결함(tragic 

flaw, hamartia) - 무소르그스끼의 오페라에서는 고두노프가 드미뜨리의 살해자임 

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희랍비극적 

이고， 어떻게 보면 심리극적인 관점은 이 오페라를 관객이 익숙한 연극적 경험에 

접근시킴으로써， 정작 원작이 달성하지 못한 공연의 성공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했 

지만， 그러나 이는 이미 뿌쉬낀의 실제 작품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별개의 작품이 

라고 할 것이다. 
18) 이 희곡의 건축적 구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n. n. D.1Iaroll, “nymKHH KaK 

apXHTeKTOp", OT KaHTeMHpa /1.0 HamHX /1.H ell , M., 1973, H, c.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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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깊고 독창적인 연극적 결정이었으며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는 사실이다. 초기의 비평들이 <보리스 고두노프〉를 장면들의 무질서한 나 

열로 보았다는 것은 결국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보리스 고두노프〉가 이성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 

정한 연극적 특성을 가졌음을 어렴풋이 확인했으며 보다 실체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된 셈이다. 

3. 참칭 행위로서의 연극 

〈검찰관>이 그 소재와 구조의 측면에서 〈보리스 고두노프>를 반영하고 

있다면， 1887년에 발표된 안폰 체홉의 〈백조의 노래〉는 직접적으로 〈보리스 

고두노프〉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백조의 노래〉는 한 늙은 희극 배우의 우수어린 독백을 담고 있는 짧은 

단막극이다. 공연이 끝난 뒤 진탕 술을 마시고 분장실에서 잠들었던 스베뜰로 

비도프가 한밤중에 잠이 깨어 무대로 나오는 데서 이 연극은 시작한다. 어리 

석은 폭음을 자탄하고， 자신을 버려두고 가버린 사람들을 저주하던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그가 마시던 술병처럼 이미 소진되었음을 깨닫는다. 45년 동안 

스베뜰로비도프는 광대나 악당의 역할을 기꺼이 연기했고， 자신의 희극적 재 

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 그는 문득 광대로서의 평생의 연기 

생활이 헛된 것이었으며 자신의 재능이 낭비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하 

여 일생동안 발휘되지 못했던 숨겨진 비극배우의 재능을 펼쳐보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스베뜰로비도프는 텅빈 극장의 무대 위에서 늙은 프롬프터를 유일 

한 관객으로 하여 보리스 고두노프， 리어 왕， 햄릿， 오셀로， 차쓰끼의 독백들 

을 차례로 연기한다. 

관객이 없는 텅빈 극장 위에서 3류 희극배우가 비극배우의 역할을 연기한 

다는 설정에는 연극의 근원적인 문제를 성찰하려는 체홉의 의도가 들어있다. 

즉， 극장이라는 공간과 배우의 실존을 이를테면 현상학적 진공상태에 집어넣 

고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베뜰로비도프가 연기하는 비극 

주인공의 모놀로그들 중 첫 번째가 바로 〈보리스 고두노프〉의 한 장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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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BeTJlOBHllOB. A Bellb KaK OR TaJlaHT, KaKaJl CHJla! npellCTaBHTb T버 ceõe He 

MOlKemb, KaKaJl 뻐KUHJI ， CKOJlbKO t:{yBcTBa H rpaUHH, CKOJlbKO CTpyH... (ÕbeT ce

ÕJl no rpYllH) B 3T얘 rpYllH! 3alloxHyTbCJI MOlKH이 ... CTapHK, TbI nocJIYwaR ... no

CToR, llaR nepeBeCTH 며X... BOT XOTb H3 (rOllYHOBa) 

TeHb rpo3HOrO MeHJI yCblHOBHJla, 
nMMHTpHeM H3 rpoõa HapeKJla, 
BOKpyr MeHJI HapOllbl B03MyTHJla 

H B lKepTBy MHe 50pHCa OÕpeKJla. 

UapeBHt:{ JI. nOBOJlbHO. CTbIllHO MHe 

npell rOpllOIO nOJl껴t:{ KO꺼 yHHlKa TbCJI! 19) 

(스베뜰로비도프. 대단한 재능， 대단한 힘이잖아! 얼마나 발음이 훌륭했는 

지， 감정은 또 얼마나 풍부하고 그 몸짓도 대단했어， 현이 들어있었지 ... 

(가슴을 친다) 이 가슴 속에! 죽여줬다니까1 ...... 영감， 들어봐， 자 기분 전환 

좀 하라， 그래 〈고두노프〉의 한 구절은 어떤가 

이반 황제의 환영이 나를 아들로 삼아 무덤에서 내게 드미뜨리라는 이름 

을 주었소. 내 주위에 백성들이 요동치게 하였고 보리스를 내게 희생물로 점 

지해 주었소. 나는 황태자요. 됐소. 오만한 폴란드 여자 앞에서 나 스스로를 

비하시킨 것이 부끄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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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뜰로비도프가 모놀로그의 첫 장면으로 참칭자의 대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삼류 희극 배우로서 감히 고전 비극의 주인공 

을， 그것도 고귀한 신분의 인물들을 연기한다는 것은 참칭적 행위에 다름 아 

닌 까닭이다. 체홉은 이 장면에서， 그리고리가 역사의 공간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참칭 행위를 저질렀다면， 스베뜰로비도프는 연극의 공간에서 그와 동일 

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희극 배우가 되었 

건 비극 배우가 되었건 간에， 배우의 실존 자체가 참칭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백조의 노래〉는 체홉의 초기 드라마투르기 형성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험적인 작품으로서，20) 체홉의 관심은 물론 역사 자체보다는 그 

19) A. n. 4exoB, nOJlH. coõp. cot:{. B 30 TOMax, T. 11. M., 1986, c. 212. 
20)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졸고， “체홉 희극의 성격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099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III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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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유로 하여 연극의 문제를 숙고하자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보리스 고두노프〉에서의 

오뜨레삐예프야말로 탁월한 배우가 아니었던가? 뿌쉬낀의 희곡으로 다시 돌 

아가보자. 

추도프 수도원에서의 오뜨레삐예프는 삐벤의 모범적인 제자였다. 그러나 불 

과 몇 년 후 폴란드 귀족들의 진영에서는 수도승의 때를 말끔히 벗고 러시아 

의 황족으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대귀족들을 

당당하게 대변하고 있으며(황족의 얼굴이라는 귀부인의 코멘트)， 마리나 앞에 

서는 열정적인 로미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오뜨레삐예프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이다. 리투아니아 국경의 선술집에서 

그는 자신의 인상착의가 적힌 수배문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바를라암의 

것으로 바꾸어 읽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정체가 탄로나기에 이르자 순식간에 

칼을 든 난폭한 폭도로 변신한다. 또한 마리나를 상대로 한 로미오의 연기가 

먹혀들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상황으로 이끌게 되자 

오뜨레삐예프는 주저 없이 드미뜨리의 역할을 되찾는다.21) 

상대방이 자신의 이중적 존재에 동요할 틈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천재적인 

즉흥성과 대담성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압도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다음과 같 

은 혼돈에 빠지게 할 정도다. 어쩌면 황제의 지위는 오뜨레삐예프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흘레스따고프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사깃꾼 기질과 주위 사람들 

의 속물근성으로 인해 검찰관이 되었듯이) 그의 타고난 변신 능력이 자기 운 

동한 결과로서의 최종판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는 

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보리스 고두노프〉에 이런 과잉해석을 조장하 

는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1) 텍스트 속에서 오뜨레삐예프의 대사 앞에 붙여진 명칭이 극의 추이에 맞추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역할 연기가 갖는 특성에 대해 뿌쉬낀이 의식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오뜨레삐예프의 명칭은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추도프 수도원과 그 다음 리투아니아 국경지대 술집에서는 그리고리였지만 세 번 

째 등장하는 비쉬네베쪼끼의 집에서 참칭자로 바뀌고 있으며 군사적인 승리를 거 

둠으로써 지도력을 장악하는 북노브고로드 i영원에서는 잠시 드미뜨리로 불리웠다 

가， 다시 세브스끄의 패배 이후 숲 장면에서는 가짜 드미뜨리와 참칭자라는 명칭 

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보리스 고두노프〉의 연 극적 합축 57 

이 희곡 속에서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연기를 

강요당하거나， 혹은 ‘연기를 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비쳐지고 있다. 즉， ‘연기 

Hrpa’는 등장인물들의 ‘액션 nellCTBHe’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요소인 것 

이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장면에서 네 번째 장면까지는 고두노프가 왕위를 사양하다가 마침 

내 내키지 않는 듯 이를 수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어차피 얻게 

될 자리를 보다 공고하게 하고 바야르와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위한 정치적 

제스츄어에 다름 아닌 것이다. 슈이스끼는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l/eμ KOHqHTC~? Y3HaTb He MYapeHO 

Hapoa e.e nOBOeT, aa nOnnaqeT, 
BopHC e.e nOMOp~TC~ HeMHOrO, 
l/TO nb~HHQa npea qapKO~ BHHa, 
H HaKOHeQ no MHnOCTH cBoeR 

npHHUb BeHeQ CMHpeHHO cornaCHTC~; (5, 187) 

(어떻게 끝나냐고? 그거야 쉽게 알 수 있지. 백성은 좀더 울고불고 할 테 

고 보리스는 좀더 얼굴을 찌푸리겠지. 술꾼이 술잔 앞에서 하듯이 말일세. 

그런 다음 결국에 가서는 생색이라도 내듯 왕위를 받아들이겠노라고 겸허하 

게 말하겠지 ) 

고두노프는 임종의 순간에 자신이 죄를 참회함으로써 마치 이 자리에 걸맞 

게 자신의 감추어진 내변을 노출하는 듯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드미뜨리의 죽 

음에 대해 한 마디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의 마스크는 얼마나 견 

고한가? 

l'I aOBoneH. 

npOCTHTe * MHe coôna3HW H rpeXH 

H BonbH퍼e H TaRHμe OÔHaw ... 

CB~T뻐 OTeQ, npHônH*aTbC~ ， ~ rOTOB. (5, 273) 

(이제 만족하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용서하소서 ...... 거룩한 신부님， 가까이 오소서， 준비가 되었나이다.) 

고두노프의 황제로서의 삶은 견고하게 통제된 연기였다. 다만 자신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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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나 스스로에게나 공히 엄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으로 해서 그 연기는 어리석은 자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슈이스끼와 같은 

교활한 인간에게는 성마른 조바심만을 안겨줄 뿐이다.껑) 그리고 이러한 고두 

노프의 능력은 그를 오뜨레삐예프와 구별시키면서 그에게 통속적인 의미에서 

의 주인공의 이미지를 드리우는데 기여한다. 오뜨레삐예프는 고두노프와 마찬 

가지로 반(反)자아에 자신을 철저하게 종속시킬 수 있지만 그의 반(反)자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화무쌍했던 것이며 따라서 고두노프의 견고한 안정성 

에 압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본래 모습의 완벽한 위장， 즉 완벽한 변신의 능력은 이 작품 속 등장인물의 

권위의 위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지위의 적법성이나 혈통의 정통성 

보다 우위에 놓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점에서 고두노프를 능가하는 

인물은 당연히 이반 그로즈느이 선황제인데 그는 지독한 폭군에서 온화한 수 

도승으로의 극단적인 변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이의 과정에서 그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연기는 오히려 연기를 하지 않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라는 경구는 현대의 극장에 비추어 보면 매우 비연극적이고 고 

루하게 들리지만 이 경우에는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다.<보리스 고두노프> 

에서는 연기의 수준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실재’의 점근선을 향해 무 

한히 접근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연기와 실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한때 이반 황제의 측근으로서 전쟁터의 무용을 자랑했으나， 지금은 

수도원의 고요한 은둔자로서 지나간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삐멘도 이반 황제 

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의 축소형 닮은꼴로서 자기 변신의 과정에서 자아의 

분열을 겪지 않는 인물이다. 삐멘이 양심적인 역사 서술자의 화신이자， 이 희 

곡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치를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유의 이변에는 

그의 완벽한 연기력이 포함되는 것인지도 모른다.정) 그 완벽성은 남이 보기에 

22) 고두노프의 내면을 훔치려 애쓰는 슈이스끼의 비소한 열정은 이 희곡의 몇 안되는 
방백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3) 삐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다음과 같은 뿌쉬낀의 발언에 의해 결정적으로 뒷받 
침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대기 서술자의 장면에서 삐벤의 캐랙터는 

나의 고안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나를 사로잡았던 우리나라의 고대 연대기 

의 특성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 영혼의 순결성과 겸양， 아이들 같으면서도 지 

혜를 겸비한 덕성， 찌르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경건한 헌신， 자기애와 파당심의 완 
벽한 부재， 이런 것들이 지나간 시대의 값진 기념비 속에서 숨쉬고 있다. 그 가운 

데서 꾸르프스끼 대공의 연대기는 이반의 추방으로 인한 고된 생활이 고요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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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스스로도 자신이 연기를 한다 

고 여기지 않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좀더 낮은 단계의 연기자들을 보자. 잃어버린 바야르 집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구국의 명분을 내걸고 외세와의 결닥을 정당화하는 귀족들， 반대로 현재 

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리스에게 짐짓 복속하는 시늄을 하는 궁정 신하 

들은 모두 정치적 연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슈이스끼는 이 중에서도 

탁월한 권모술수로 구별된다. 그는 현란한 화법으로 어리숙한 바라뜨인스끼의 

속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고두노프의 충실한 측근을 연기하면서도 교묘하게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다. 그러나 그의 연기는 보리스의 권위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도 하다. 

OH, npH3Ha lOCb, TOr.aa MeH jI CM)'THJI 

cnoKoRcTBOM, 6eCCTW.lIHOCTblO He*.aaHHOR, 
OH MHe B rJla3a CMOTpeJl KaK 6y.aTO npaBI뼈: 

PaccnpamHBaJl, B nO.apo6HOCTH BXO마iJI -

H nepe.a HHM jI nOBTOpHJI HeJlenOCTb, 
KOTOPYlO MHe CaM OH HamenTaJl. (5, 189) 

(솔직히 말해서， 그자는 예상 외로 침착하고 뻔뻔해서 나를 놀라게 했네. 

마치 올곧은 사람처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시콜콜 캐물었네. 나는 그 

자가 나에게 주입시켰던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그 앞에서 그대로 되풀이했 

고.) 

그리고 이 희곡의 희극 배우들 백성들이 있다.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코메디아 델 아르테 (Commedia del1' Arte)로부터의 오 

랜 희극적 전통이었다면 백성들의 연기 또한 그 전통의 연장 속에 있다. 그 

리하여 이들은 떼지어 몰려다니며 통곡하고 탄식하고 감복한다. 심지어는 오 

늘날의 배우들이 안약을 넣어 눈물을 만들어내듯이 양파로 눈을 문지르기까 

사들의 겸손한 생활과 구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대기들과 구별된다 

Pushkin on Literature, T. Wolff, ed. and trans., Stanford Univ. press., 1986, p. 
222. 그런데 Greenleaf는 이 발언 속에서 뿌쉬낀의 수사법의 특정인 모순된 대비가 
동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삐벤에 대한 뿌쉬낀의 태도가 양가적인 것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다음올 참조할 것. Monika Greenleaf, Pushkin and Romantic Fa

shion, Stanford, 1994.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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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다. 제비치 벌판에서 벌이는 백성들의 짓거리는 ‘연기 Hrpa’라는 이 희곡 

의 ‘액션 JleRCTBHe’이 외면적으로 가장 명석하게 전시되고 있는 장면힐 것이 

다. 

nepB뻐. npaBO JIIOÕO! 

O~HH. 4TO TaM 3a myw? 

JlPyroA. nocnymaA! ‘no 3a 미yM? Hapo~ 3 aBblJ1, T aM na~alOT ， 4TO BOJ1HbI, 3 a 

p"~OM p"~ ... em.e ... em.e ... Hy, ÕpaT, ~OmJ10 ~O HaC; CKOpee! Ha KaJ1eH띠 

Hapo~. (Ha KOJ1eHJl X. BoA H nJ1a4). AX, CMHny꺼CJI ， OTeu Ham! BJ1aCTByA HaMH! 

By~b Ham OTeu, Ham uapb! 

O~HH (THXO). 0 4eM TaM nJ1a4YT? 

JlpyroA. A KaK HaM 3HaTb? To Be~alOT ÕOJlpe, He HaM 4eTa. 

Baõa ~C peÕeHKOM). Hy, 4TO *? KaK Ha~O nJ1aKaTb, TaK H 3aTHX! BOT JI Te

õ,,! BOT ÕYKa! nJ1a4b, ÕaJ10BeHb! (BpOCaeT ero 015 3eMb. Pe15eHoK nH뻐T.) Hy, 

TO-TO *e. 

O뻐H. Bce nJ1a4yT, 3anJ1a4eM, I5paT, H 뻐 

JlPyroA. H CHJ1IOCb, I5paT, ~a He Mory. 

nepBblA. H TaKlI<e. HeT J1H J1yKy? nOTpeM r J1a3a 

BTOp。꺼. HeT. JI c J1IOHeA nOMa*y. 4TO TaM em.e? 

nepBblA. Jla KTO HX pa3ÕepeT? 

Hapo~. BeHeu 3a HHM! OH uapb! OH COrJ1aBHJ1C"! BOpHC Ham uapb! ~a 3~paB

cTByeT BoPHC’ (5, 196-196) 

(민중 1. 진짜 볼 만하군! 
민중 3. 저기서 웬 소동이지? 
민중 2. 들어보자! 무슨 소렬까? 사람들이 올기 시작했어， 저기 파도치듯 

줄줄이 끓어앉네‘ ..... 접점 ...... 가까이 오네. 이봐. 형씨， 우리 차례야， 빨리! 무 

릎 꿇어! 

민중. (꿇어앉은 채 대성 통곡하며) 아， 통촉하소서， 아버님! 저희를 다스 

려 주소서! 제발 저회 아버님이， 황제가 되어 주소서! 

민중 1. (작은 소리로) 저기서들은 무엇 때문에 우는 거지? 
민중 2. 우리가 알 도리가 있나? 대귀족이나 알지. 우리야 한참 아래인걸. 
아기를 데리고 온 아닥네. 아니 이게 뭐야? 울어야 할 때는 울음올 뚝 그 

치고! 자 울어! 망태 할아버지 오신다! 울어라 이 녀석아! 

(아이를 땅에 덜걱 내려놓는다. 아기가 빽빽거린다) 

옳거니 그렇지. 
민중 1. 다들 우는구먼， 형씨， 우리도 울어보세 
민중 2. 그런데 형씨， 나는 아무래도 눈물이 안 나오이. 
민중 1. 나도 그러네. 양파 없어? 눈에 문지르자고. 



〈보리스 고두노프〉의 연극적 함축 

민중 2. 아니， 난 침을 바를테야. 저건 또. 뭐야? 
민중 1. 왜들 술렁 대지? 

민중. 보리스님께 왕관을! 그분은 황제이시다! 승낙하셨다’ 보리스 님이 

우리의 황제이시다! 보리스 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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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낙네가 아기를 땅에다 던지는(“6pocaeT 06 3eMJlJO") 장면은 〈보리 

스 고두노프〉의 빛나는 성취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물론 백성들이 연기하 

고 있다는 사실을 희극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 갖지만 그와 동시에 종결부의 

침묵장면과 대비되면서 권좌를 둘러싼 지배자들의 유희에 대한 백성들의 태 

도를 요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는 아이와 관련된 이 희곡의 모티프들24)을 

한 몫에 엮어내는 그물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등장하는 장 

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스물 두 번째와 스물 세 번째로서 이 

희곡의 앞뒤에서 대칭적인 액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열 일곱 번째의 장면과 

합쳐 모두 5개나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장면들의 의미론적 하중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러나 이것을 소비에트 시대의 관변적 시각에서처럼 민중이 역 

사 결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들의 수동적 태도가 너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연극적 관점에서 이 문 

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황제와 참칭자와 귀족들이 자신의 내밀한 의도를 섬세한 연기 속에 감추고 

있는데 반해， 높으신 분들의 이런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이는 과장 

된 반용 속에는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대저 희극배우들이 그러하듯 

백성들은 그저 연기하는 행위 자체를 한껏 즐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뿌쉬 

낀은 자신의 역사적 회의주의를 이들의 축제적인 연기행위를 통하여 유희하 

고 있는 것이다. 

4. 역사 - 연극 - 기호의 공간 

참칭으로서의 역사 과정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뿌쉬낀 

의 시각은 이 세계의 기호적 본성에 대한 뿌쉬낀의 날카로운 지각과 맞물려 

24) 살해된 드미뜨리와 보리스의 아들 표도르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박해받는 유로 

지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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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우는 연기되는 다른 존재에 대한 기표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실존에 

대한 기의이기도 하다. 존재내에서의 이러한 분열적 현상은 기호의 성립이 현 

실체로부터의 소외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물론 기호의 소 

외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이 세계를 지각하고 그 모형을 구축하며 나아 

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황궁에서 고두노프는 지도를 그리고 있는 아들에 

게 이 렇 게 말한다: “Bce oÕJJac깨， K010pble 1 b1 HblHe H30Õpa3HJJ TaK XH1pO Ha õy 

Mare, BCe nO.ll pyKy .llOC1aHy101 1BOIO. 네가 지금 종이 위에 그토록 정교하게 

묘사한 모든 영토가 네 손안에 들어갈 것이로다"(5， 225) 장차 참칭자에 의해 

죽음을 당할 표도르는 그가 밟아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영영 밟아보지 못하 

게 될 러시아의 방방곡곡을 지도라는 허망한 표상， 즉 기호로써 소유하고 있 

는 것이다. 쿠빌라이 황제가 마르코 폴로의 여행담을 틀으면서 자신은 그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모든 땅들을 지배하고 있노라고 호언했듯이.<보리스 고 

두노프〉에서 기호의 소유는 곧 권력의 장악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총 

주교와 수도원장은 오뜨레삐예프의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 그토록 법석을 떨 

었던 것이며 (5， 205), 오뜨레삐예프는 남의 이름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송두리 

째 버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호의 소외는 양날의 칼처럼 인간을 배반한다. 순찰꾼의 칙서는 읽 

는 이에 따라서 교수형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칙서에 

쓰여 있는 범죄자의 인상착의는 바를라암의 것이 될 수도， 오뜨레삐예프의 것 

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실체와의 신화적 연결에서 풀려난 기호는 허공을 떠 

다니며 다른 그 무엇과도 내키는 데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참칭자의 미래 

는 리투아니아 국경 술집에서 일찍부터 예언되고 있다. 그의 비극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그리하여 한낱 기호에 자신의 전존재를 투사함으로써， 부유하는 

기호의 운동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데 있다. 그리고 뿌쉬낀은 연극이라는 

기호의 유희 마당이야말로 이 참칭자의 비극을 담을 수 있는 탁월한 형식임 

을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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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у.ность (Бориса Годунова) 

как театраль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Пак Хён Соп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театр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 драме 

Пушкина (Борис Годунов) . Эта драма долгое время из-за своей странной фор

мы смущала критиков и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Критики пытались применить к 

этой пьесе такие разные методы, как традиционная теория драмы, анализ ли

тературных мотивов и т. д. 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их работы не дости

гали органического понимания этой пьес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йти ключ к этой 

пьесе нужно рассмотреть ее с совсем другой, театр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 этой пьесе поведение самозванства эквивалентно связывается с игрой 

роли в пьесе. Здесь мотив "актерской игры" пронизывает всю пьес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Лже-Дмитрий и Годунов отличаются от других действующих лиц своей 

способностью абсолютного метаморфозис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род - коми

ческие "актеры". В отличие от лиц высшего класса(они тоже "октеры"), ко

торые скрывают свои настоящие намерения, народ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показывает 

свою игру и наслаждается ею. 

В конце концов, через историю, которая, по Пушкину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амозванство, и через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рсонажи,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быть "ак

терами", пытаются играть,' Пушкин являет нам трагегию 'знака', который изоли

ровался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