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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스뜨로프스끼의 희극 <숲> 

- 비극배우 네스차스트라프쩨프의 성격화와 패로디 

백 용 식. 

1. 서론 

오스뜨로프스끼 (A.H.OCTpOBCKYIH)의 희극 〈숲 (JIec)>은 네끄라소프가 발행인으로 

있던 『조국잡기 (OTeqeCTBeHHhle 3arrHCKH)~ 의 1871년 첫 번째 호에 발표되었다1) 

1840년대 말에 극작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오스뜨로프스끼는 이미 50년대에 

러시아의 유명 극작가가 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가부장제와 돈이 지배하는 

러시아의 상인계층을 다룬 희극과 비극으로， 그는 상인계층의 세태， 언어， 

성격， 환경 등을 탁월하게 극화하였고， 때문에 대체로 러시아 삶에서 나온 

희곡을 쓴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2) 이것은 민족극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오스뜨로프스끼의 신념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3) 특히 1859년에 발표된 

<뇌우(rp03a)>는 제정 러시아 시기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기에도 

오스뜨로프스끼에 대한 예술적 엽적과 이념적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숲〉의 생산과 공연에 관한 아래의 내용은 주로 오스뜨로프스끼의 전집 14권에 수 

록된 이즈마일로바(H3MaflJlOBa)의 작품해설(c.361-365)을 정리한 것이다 다른 자료 

를 참고한 경우에만 주를 달도록 하겠다. 
2) CTpaxoB, H.H.(1871) <끼ec> ， I"KoMeOHJf B J1Jf TH oeRCTBHJfX,g, c.536 Tschizewskij , D 

~Russische Literaturgeschichte des 19~ ， Jahrhunderts, S.1 42 & 146 
3) 오스뜨로프스끼의 민족극 운동에 대하여， 참조 AH따CT ， A.(1972) I"TeOpHJf Opél.MbI B 

POCCHH OT J1y8/KHHéI. 00 lfexoBéI.,g, MOC!< Ba, c .285 H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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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60년대 오스뜨로프스끼는 “기대에 대한 부담， 악의적인 비평， 

극장과의 불편한 관계， (농노)개혁 이후의 정신적 혼란 그리고 과격해진 정치 

나아가 가정적인 어려웅"4) 등으로 인해 침체기에 빠지고， 이때에는 50년대와 

탈리 주로 역사극을 집필한다. 1868년부터 다시 희극 창작에 착수한 

오스뜨로프스끼는 1870년까지 네 편의 희극을 썼고， <숲>은 그 중 마지막 

작품이다. 한때 『동시대인 (COBpeMeHHHK).!I지에서 도브롤류보프와 함께 일했던 

네끄라소프가 자신의 새로운 잡지에 〈숲〉을 게재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반면，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 아카데미는 〈숲>의 공연을 

반대하였다~조국잡기』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숲〉은 1871년 1월 빼쩨르부르그와 모스끄바에서 초연되었다 빼쩨르부르그에서의 

공연은 실패하였지만， 모스끄바에서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오스뜨로프스끼 희 곡의 발전 과정 에 서 <숲>은 1858년 씌 어 진 <피 양육자 

(BOCl1HTaHHua)>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1870년의 〈미 친 돈(5eweHble lleHb대)> 

과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1871년 이 전의 작품들에서 이미 유사한 모티브와 

주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숲〉이 발표되었을 때 오스뜨로프스끼는 주제와 

모티브 혹은 유사한 인물유형과 갈등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작가로서 독창력이 고갈되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뜨로프스끼 스스로가 “강력 한 희 곡”이 라고6) 평 가했던 <숲>은 그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혁명 전까지 4，000회 

공연되었다고 한다 7) 

지금까지 소련연구는 <숲>은 몰락하는 봉건제도의 신분모순과 대두하는 

자본주의의 계급모순이 혼재하는 사회상과 이 모순들과 대립하는 순박한 

인간의 휴머니즘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8) 소련의 연구는 

4) Steltner, U. FOstroωskω， Der Wald, S ‘ 118 
5) )((ypasJlesa, A. H H.-Ma I<ees , M.C. AJJeKCaHI1P HHKOJJaeBH 'l OcrpoBcKH.깨， c.61 Steltner, 

U‘ FOstrowskω， Der Wald, S .1 19 
6) OCTPOSC I< H까， A.H. Ff70JJHOe co6paHHe CO 'lHHeHHH,g, T.14, nHCbMa, c.203 

7) H3MailJlosa, Y.B.(1950) “KOMMeHTapH찌， <]]ec>", c.363 

8) “OTMeHa KpenOCTHoro npasa, yCKopHswa쩌 pa3sHTHe KanHTaJlH3Ma s POCCHH, He YHHqTO*HJla 

tlO KOHua φeOtlaJlbHNX OTHoweHHil. Bonpoc 06 OTHoweHH~X Me*tly 6apHHoM “ MY*H I<OM, 
。 nOJlo*eHHH B tlepeBHe npotlOJl*aJl OCTaBaTbC~ B TeqeHHe HeCKOJlbKHX noc Jletly~WHx 

tleC~THJleT싸l OCHOSHOil np06J1eMoil J1HTepaTyp비 Bo06we H tlpaMN, npeTeHtlY~weil Ha 

3HaqeHHe HapotlHOil, B oc06eHHocTH. BMecTe C TeM xYllo*ecTseHHNil aHaJlH3 cospeMeHH。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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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숲>의 사회 비 판적 요소 혹은 풍자적 요소를 강조하지 만， 이 러 한 

관점과 결론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숲〉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 비판적 

요소들은 매우 진지한 내용들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한 작품을 ‘희극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용 분석에 중점을 둔 소련 연구들은 

희극으로서 〈숲〉이 갖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작품이 희극으로서 성공과 인기를 누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내용 연구뿐만 아니라，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형식 분석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특히 희극에서 ‘진지한 내용’이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첫째， 희극에서 

진지한 내용은 문제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둘째， 그것은 웃음을 위한 재료나 도구 혹은 구실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한 

필요하다다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에서는 피스터가 분류한 인물 성격화 

기법에 따라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그의 메타연극적 성격을 설명하고， 나아가 비극에 대한 패로디로서의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희극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분석의 중심에 놓는 이유는 그가 내용과 희극적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숲>의 공연에 대한 역사에서도 이 역할의 성공적 

연기가 공연의 성공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묘한 이름을 갖는 이 

COUl!aJ1bHO때 lI<I!3HI! B J1106μX ee c~epax B nOpe$OpMeHHylO 3noxy 6꾀J1 yll<e He B03MOll<eH 

6e3 nOCTaHOBKI! Bonpoca 0 B03HI!KHOBeHI!I! HOBμx ， DeHell<HWX, 6YPll<ya3HμX OTHOmeHI!때， 

o BJ1aCTI! HOBoro X때Hl!ka - kynua, kanI!TaJ1l!cTa, iþllHaHC I!CTa‘"(끼OTMaH ， 끼 fA. H. OcrpOBCKHJ1 

H pyccKaJf DpaMaryprHJf ero BpeMeHH~ ， c.280.) 참고， llaHI!J1oB, C.C. & nopTyraJ10B, M. 

r.(974) FPycCKH.깨 DpaMarH'leCKHB rearp XIX BeKa, TOM 2, BrOpaJf noπOBHHa XIX 

BeKadl , c.68 )((ypaBJ1eBa, A I! 11. -MaKeeB, M.C. AJ1eKCaHDp HI!KOJ1aeBI!'I OCTpOBCkH때~ , 
c.60 

9) “사회적인 동기는， 풍자되는 경우에도， 성공적인 희극성을 위해 항상 ‘사용’된다” 
Waming, R. FElemente einer Pragmasemiotik der Komδdie，g， S.324 : “Political 

or topical allusions in a play amuse us because they are used, not because they 

refer to something intrinsically veη comical"(Langer, S.K.(1953) “The Great 

Dramatic Forms: The Comic Rhythm", fFeeling and Form - A Theory 01 Art,g, 
London, S.347). Waming, R. IFElemente einer Pragmasemiotik der Kom떠le，g， 

S.32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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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속에 비극에 대한 패로디로서 희극의 장르적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본론 

2.1 연극에서 인물성격화의 기법 

종합적 장르로서 연극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시각적 채널과 청각적 채널 

을 통해 10) 구어적 코드와 비구어적 코드를 전달함으로서 실현된다. 이때 넓은 

의미에서 정보 생산주체는 인물과 무대가 되며， 정보는 언어， 동작， 표정， 의 

사， 마스크， 이름， 인물사이의 관계와 같은 인물과 관련된 기호와 소품， 무대 

장치， 무대미술， 조명 등 무대와 관련된 다양한 기호를 통해 생산되고 전달된 

다 11) 채널과 코드의 목록은 인물성격화 기법 목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피스터는 연극의 의사소통의 채널과 코드 목록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극에서 

사용되는 인물성격화기법을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냈다(다음 페이지 표 

참조-편집자). 

피스터의 분류가 보여 주듯이， 이것은 청각과 시각의 채널 그리고 언어적 

기호와 비언어적 기호가 종합된 것이다. 기법은 크게 인물을 통한 기법과 작 

가에 의한 기법으로 나뉘고， 그것은 각각 언어를 통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명시적 기법과 언어 혹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암시적 기법으로 

나번다. 그리고 하부에 더욱 세분된 다양한 기법이 계통에 따라 분류된다 12) 

다음 장에서는 피스터가 분류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 격 을 분석 하고자 한다 13) 

10) 전통적인 연극에서 인간의 오감 중에서 후각， 촉각， 미각적 채널은 제외되거나， 거 

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논문이 다루는 〈숲〉에서도 시각과 청각적 채널 이외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11) 연극에서 사용되는 채널과 코드에 대하여 자세히， Pfister, M. I'Das DramaJ , 

25-29. 
12) 각각의 기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인물분석에서 필요한 경우 보충하도록 하겠다 
13) 피스터가 도식적으로 분류한 기법들은 작품 속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중 
첩된다 따라서 기법들의 중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매우 도식적이며， 인물의 

종합적이고 전체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변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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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의 성격화 테크닉 14) 

장71 

~\ 
명시적 암시적 

지문에 나타난 묘사， 상응과 대조 

암시적으로 

성격화하는 이름 

자가코멘트 타자코멘트 비언어적 언어적 

도백 

외모，표정，몸짓 

가면，의상，소품 

장소，행위 

/까 「\
전 후 재(在) 부재 

(첫 번째 등장) (인물이 무대에) 

/\ 
전 후 

음성，언어행위양식， 

방언，은어 ，어 법 ，수사 

(첫 번째 등장) 

것이다. 그러나 도식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와 의의는， 이러한 방식 

의 연구가 성격분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상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분석 과정 자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서 분석 과정과 그 결과물의 정당성을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분석 시도는 ‘인물의 성격분석은 인물 

중심의 내용 요약’ 이상의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14) Pfister, M. fDas Drama.s, S.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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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화 

2.2.1 인물-명시적 성격화 

언어를 통한 병시적-인물 성격화는 자기코멘트와 타자코멘트로 이루어진다. 

자기코멘트에서 “인물은 스스로 정보전달의 주체와 객체가” 되며， 타자코멘트 

에서는 “정보전달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지 않다 "15) 즉 전자의 경우 인물이 

자신에 대해 언급하고， 후자는 경우에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 언급하 

는 것이다 

2.2. 1.1 인물 명시적 자기코멘트 

인물 명시적 자기코멘트는 다시 독백과 대화로 나변다. 이때 전달되는 정보 

의 ‘신뢰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독백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비교 

적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대화의 경우 정보는 대화 상대자들에 대한 정 

보전달 주체의 태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수용자에게는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16) 

<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독백을 통한 자기코멘트는 사용되지 않고， 

모든 자기코멘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것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 

가 스차스트리프쩨프와 우연히 만나는 2막 2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예를 들 

면， 

He TBoe Ile.no. OJlTHalluaTb .neT , 6paTeu, He 6μ.n， a Bellb JI 'lyTb He pOIlH.nC꺼 

3lleCb. lleTcKHe .neTa, HeBIIHHble IIrpbl, ro.ny6J1 THII, 3HaeWb .nH, Bce 3TO B naMJl TH. 

(OnycKaeT ro.noBY.) 니TO )1(, OT 'lerO e까 (rYPMbl)l(CKaJl-필자) He npHHJlTb MeHJI? 

OHa y )l( cTapywKa; eìl, no caMoMy llaMcKoMy C'leTy, llaBHO 3a nJlTblleCJlT .neT. 51 

ee He 3a6μBa.n， noc.nbl.na.n, 6paTeu, e꺼 'laCTO nOllapKH. H3 Kapacy6a3apa noc.na.n 
e꺼 Tyiþ.nH TaTapCKHe, Mopo)l(eHylO He.nbMy H3 HpKyTcKa, 6HplO3μ - H3 THiþ.nHca, 
KHpnH'lHOrO 'lalO, 6paTeu, H3 Hp6HTa, 6a.nblK - H3 HOBO'lepKaCCKa, Ma.naXHTOBble 

'leTKH - H3 EKaTepHH6ypra, Ila Bcero H He ynoMH뻐Ib. KOHe'lHO, .ny 'lwe 6b1 HaM 

C To6oìl nOllbexaTb K KpbVIbUY B KapeTe; IlBOpHJI HaBCTpe'ly ... A Tenepb newKoM, 
B py띠lI\e. (YTHpaeT c.ne3b1.) rOPIl JI, ApKallHìl, rOPJl. (HeJleBaeT 'leMOJlaH.) OOìlJleM, 
11 Te6e yro.n 6YlleT. l7J 

15) Pfister, M. I'Das Drama.ff, S.251 
16) Pfister, M. FDas Drama.ff, S.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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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 따르면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구르의쉬스까야의 영지에서 어린 시 

절을 보냈고， 그녀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오랫동안 유랑생활을 했고， 그동안 

그녀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가난한 형색으로 찾아가 

지만 긍지를 잃지 않는 인물이다. 자기코멘트는 주로 어린 시절과 구르의쉬스 

까야와 관련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막 2장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기코멘트가 도처에 배치되어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그는 극단을 찾아 여러 도시로 유랑하고 있으며，(3이 지방극 

단의 배우로서 수도의 극장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 

고，(31) 속물근성을 혐오하는 성격인 그는 예술은 모르고， 음모와 돈만을 생각 

하는 구단주를 경멸하고，(32) 그래서 극장을 떠났으나， 그것을 아쉬워하고，(33) 

당시에 유명한 지방극단 배우인 뢰바꼬프(HHKonafi XpHCaH~OBHq Phl6aKOB6 

1811-1876)도 감동한 병 비극배우이며，(33)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이지만， 스스 

로도 돈이 부족해 스차스트리프쩨프에게 돈을 줄 상황은 아니다.(34) 자기코 

멘트는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데， 가난， 지방극단의 비극배우로서의 

자부심， 돈에만 관심 갖는 극단주에 대한 경멸감， 명예심 그리고 유랑， 가난， 

허풍과 과대망상 등이 그의 복잡한 성격을 규정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의 단면들은 희곡의 다른 곳에서도 

자기코멘트를 통해 반복하여 드러난다.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입장 

때문에 왜곡된 자기 코멘트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배우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구르의쉬스까야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퇴역소령 역할을 하고，(41) 외모로 보면 더 이상 군에서 근무하지 않 

는 것 같다는 구르의쉬스까야의 말에 이렇게 답한다. 

nnoxo 3nOpOBbe , nnOXH C‘inbl, Bpar He rp03HT. Ho, eCnH ... a! .. MHe no nyme 

KpOBaBble nOTeX씨 Cny*HTb B MHpHOe BpeM~ nn~ 째HOB ， nn~ nO 'lecTeR! .. 51 He 

'1eCTOÆo6HB.(46) 

‘평화시의 군복무는 높은 지위를 위한 것이며， 자신은 명예에는 욕심이 없 

다’는 진술은 거짓인 동시에， 비극배우로서의 명성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17) OCTpOBCKI깨， A.H. <J1ec> , c.36(다음부터 “OCTpOBCKH꺼， A.H. , <J1ec>"에서의 인용은 본 

문에 쪽수만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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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성격의 한 단면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자신을 퇴역군인으로 믿고， 절망적으로 경제적 도움 

을 청하는 악슈샤에게 이렇게 말한다. 

0, 3aMOJl'l1l’ 3 aMOJl'lIl! R BhlpBy BCe CBOII BOJlOChl. 0, llllTJI MOe! R npecTynHIIK! 

R MOr IIMeTb lleHbrll, MOr nOMO'lb Te6e, MOr ClleJlaTb Te6$1 C'IaCTJlIIBOii; 11 $1 
npOMOTaJl, npOll<lIJI IIX 6ecnyTHo; $1 IIX BTOmaJl B rp$l 3b BMeCre C CBOelO MOJlOllOCTblO, 
C 째3HblO. <중략-필자> R 6ellH해 Te6$1, $1 npomeJl nemKOM COTH“ BepCT, '1T06 

nOBlIllaTbC$I C POllHblMII; $1 He 6eper ce6$1, a 6eper 3TO nJlaTbe, '1T06 OlleTbC $I 

npIlJlII'lHee, '1T06 MeH꺼 He BhlrHaJlII. (69) 

자신의 방종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고백하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반성할 

줄 아는 솔직한 인간이며， 동시에 악슈샤에게 ‘꺼 HH뻐H， *aJIKH잉 6polljira, a Ha 

cueHe ji npHHU. )j(HBY ero *H3HblO, My4yCb ero llyMaHH, nJIa4y ero CJIe3aMH Hall 

6ellHOlO OiþeJlHeH H JII06 J11O ee , KaK COpOK TbICji4 6paTbeB JII06HTb He MoryT. ’'(70) 

라고 열렬히 고백할 때， 그는 배우에 대한 자신의 자부와 긍지를 숨기지 않는 

비극배우이다. 더구나 구르믹쉬스까야， 밀로노프， 보다예프를 향해 쉴러의 

비극 <군도>의 칼 모르의 대사를 격정적으로 인용하고 나서， “51 4yBCTBYIO H 

rOBOplO, KaK IIlHJJJJep, a TbI - KaK nOIlbJ'14Hii."라고(94) 선 언 한다. 여 기 서 쉴 러 는 

쉴러 자신이 아니고 쉴러의 비극의 주인공 칼 모르를 의미함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로서 비극배우로서의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칼 모르의 

비극적 성격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극배우로서 자신의 성격이 

쉴러의 비극론의 체현임을 강조한다. 

2.2.1 .2 인물-명시적 타자코멘트 

인물-명시적 타자코벤트도 독백과 대화를 통해 실현된다. 대화적 타자코벤 

트는 성격화의 대상 인물이 무대에 재(在)한 경우와 부재(不在)한 경우로 나 

닐 수 있고， 재한 경우의 타자코멘트는 코멘트 주체가 대상을 의식하고 왜곡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백이든 대화든 타자코멘트는 대상 

인물이 첫 번 등장하기 전과 후에 각각 실현될 수 있다. 첫 번째 등장이 전의 

명시적 타자코멘트는 관객의 호기심과 기대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대 

상 인물에 대한 다양하고， 서로 모순된 코멘트들은 관객에게 심리적 긴장을 

유발시 킬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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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을 통한 인물-명시정 타자코멘트 

〈숲>에서 실현되는 2회의 독백을 통한 타자 코멘트는 모두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등장한 후에 실현된다. 그는 구르믹쉬스까야가 

보스미브라또프에게 사기 당한 1000루블을 찾아 돌려준다. 그러나 그의 끝 

모를 관대함에 대해 스차스트리프쩨프는 “ (npo ce6}1) 4TO OH JIOMaeTC }I 6e3 

KoneßKH-To."(55) 혹은 “npOw.aß, lleHe:KKH! OX, 3TH TparHKH! EJIarOpOllcTBa 

nponaCTb, a CMblCJIa HHKaKOrO."(57)라고 빈정거리다. 방백과 독백의 형태로 

발화된 이 대사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관대함은 거드름으로 상대화되고， 

그의 고상한 행동은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 대화 상대자를 고려하지 

않은 스차스트리프쩨프의 독백(방백)은 그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비극배우의 고상한 행동에 내재한 물질적 무관심과 무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대화를 통한 인물-명시적 타자코멘트 

독백을 통한 타자 코멘트와 달리 〈숲>에서 대화를 통한 타자 코멘트는 

다양하게 실현된다 1막4장에서 성격화 대상 인물이 무대에 부재하고， 첫 번 

등장하기 전에 실현되는 대화를 통한 명시적 타자 코멘트의 전형적인 예가 

발견된다. 구르의쉬스까야는 보다예프와 밀로노프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남펀의 조카에 대해 말한다. 구르믹쉬스까야의 타자코멘트에 

따르면，19) 그는20) 재산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구르믹쉬스까야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그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 그는 떠난 후 15년 

동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방방곡곡으로부터 매년 선물을 보내온다. 그녀는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원칙에 따라 그를 “하사관(IOHKep )"으로 엄격하고 

인색한 교육을 시켰으며， ‘삶의 엄격한 학교’를 경험하도록 스스로 벌어 살게 

18) Pfister, M. FDas DramaJ , S.253 명시적 자기 그리고 타자코멘트는 고립된 것이 

아니고， 암시적 인물 성격화 기법과 어느 정도 중첩된다. 두 가지 방식은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방해하고， 상대화시키기도 한다. (자세 

히 , Pfister, M. 'Das DramaJ , S.253-254) 

19) 14-15쪽의 내용을 요약한다. 
20) 여기서 익명으로 언급되는 남편의 조차는 후에 네스차스트리프쩨프임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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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그에게 매우 작은 액수의 돈을 가끔 보내주었다.(“1I HHOrna 

nOCbIJIaJIa eMy neHer , HO , npH3Ha lOCb BaM, MaJIO , O'leHb MaJIo.") (15) 그녀 의 

타자코멘트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입장에 따라 왜곡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육비에 

대한 인색함， 하사관으로의 교육， 인색한 송금의 이유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행복과 단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왜곡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예프의 ‘껴 OH 

CTaJI BOpOBaTb, pa3YMeeTc~" (15)라는 타자 코벤트에 의해 상대화된다. 

이와 관련해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보냈다는 

편지 낭독이다. 편지의 작성자가 남편의 조카(네스차스트리프쩨프)라는 점에 

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코멘트이고， 구르믹쉬스까야가 그것을 공개하려는 의 

도를 갖고 있고， 그것을 밀로노프가 직접 낭독한다는 점에서 타자 코멘트이 

고， 편지가 연극의 소도구라는 점에서 소도구를 이용한 암시적 성격화 기법이 

라고 할 수도 있다. 편지가 갖는 기능과 효과는 이런 세 가지 성격화 기법들 

사이의 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르의쉬스까야가 다른 등장인물들 

에게 ‘남편의 조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편지 낭독의 복잡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명시적 타자 코멘트로 분류 

하고 자한다 

펀지는 12년 전에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7) 아직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구르의쉬스까야의 타자코멘트의 내용을 상대화시킨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교육부족으로 동료들에게 소외되었고， 삶에서 실패를 보고 있고， 그는 인색한 

구르믹쉬스까야 때문에 가혹한 가난으로 고생했지만， 구르의쉬스까야에게 감 

사하고 있으며，(15) 그는 곧 불멸의 명성을 얻게될 것이라고(17) 한다. 편지는 

구르의쉬스까야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관과 인생관 때문에 결국 네스차스트 

리프쩨프가 고통을 당했음을 말해준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실현된 타자 코멘트는 장황하 

지만 단편적이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하다. 이 모든 것과 

익명성은 -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남편의 조카’ 혹은 ‘그’라고 지칭 된다 -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를 증폭시킨다. 더구나 이것은 구르의쉬스까 

야의 타자 코멘트가 편지와 보다예프의 짧은 타자코멘트에 의해 상대화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성격화 대상 인물이 무대에 부재하고， 첫 번 등장 이후에 실현되는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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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명시적 타자코멘트의 경우에는 코멘트 주체의 정신적 자유가 확대된다. 

그는 코멘트 대상의 ‘현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다. 전 

형적인 예는 3막 12장에서 구르꾀쉬스까야와 불라노프 사이의 대화에서 발견 

된다. 그녀는 돈을 찾아 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만(“04eHb 

Te6e 6JlarOllapHa, MOß llPyr!")(54),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 

한다. 

YmeJI. Hy, Tenepb Jl nOKOHHa, OH MHe He nOMemaeT. OH KaKoll-To BocTop*eHHbllI! 

npOCTO, MHe Ka*eTCJl, OH rJIynblll 4eJIOBeK. A KaK Jl lIaBe4a HcnyraJIaCJl! KaK 

。H CTpmHeH!(56) 

비극배우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과격한 감정표현과 언행은 그를 열광적이 

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했고， 동시에 그의 선량하고 정의로운 행동은 그 

녀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란 평가를 내리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돈 중심으 

로 판단하는 지주미망인의 개인적 입장이 반영된 이 평가는 네스차스트리프 

쩨프의 성격의 단면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스차 

스트리프쩨프의 독백을 통한 타자코멘트에 (57) 의해 확인된다. 구르꾀쉬스까 

야의 코멘트가 갖은 의미는 바로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자기코멘트를 통해 

보여준 훌륭한 덕목들이 모두 상대화된다는 데 있다. 

상대화는 울리타에게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정체를 폭로하는 스차스트리프 

쩨프의 타자코벤트에서도 반복된다. 여기서 그는 퇴역군인이 아니라 유랑 배 

우로 소개된다. 이것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해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새로운 것은 그에 대한 스차스트리프쩨프의 평가 

이며， 이때 관객은 그의 평가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스차스트리프쩨프에 따르면，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아주머니에게서 

돈을 뜯어 내려하며， 실패하자 불라노프와의 도박을 통해 돈을 따려고 하고， 

사람을 구타해서 감옥에 갈 것이다. 결국 타자코멘트에 따르면 비극배우는 가 

장 저질의 인간이며， 강도， 살아있는 뿌가효프다 21) 스차스트리프쩨프의 코멘 

트가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에 따른 왜곡과 중상이 포함되어 있음은 어렵지 

21) “CaMol! HH3KOl! lIYmH 4eJIOBeK" , “BCJl YXBaTKa-TO pa3õol!HH4bJl nyra4eB *HBOl!", 모든 

인용은 63쪽. 유사한 내용의 타자 코멘트는 울리따가 구르의쉬스까야에게 네스차 

스트리프쩨프의 정체를 폭로하는 72쪽에서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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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알 수 있다. 

2.2.2 인물-암시적 성격화 기법 

인물-암시적 성격화 기법은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된 

다. 전자는 음성， 언어행위양식， 방언， 은어， 어법， 수사 등을 사용하며， 후자는 

외모， 표정， 몸짓， 가면， 의상， 소품， 장소(예:실내장식)， 비언어적 행위양식을 

사용한다. 

2.2.2.1 인물-암시-t:l 1 언어적 성격화 

인물-암시 비언어적 성격화 기법 중에서 〈숲〉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표 

정과 봄짓에 의한 것이다 22) 특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울음’의 몽짓은 비극배 

우로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는 유명한 배우 뢰바꼬프를 만났 

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감회에 젖어，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며，(34)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비장하게 얼굴을 푹 숙이고 눈물을 닦으며，(36) 구르 

믹쉬스까야가 돈을 찾아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하자 눈물을 닦고， 얼굴 

을 손으로 가리고 떠나며，(55) 구르믹쉬스까야가 떠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불 

라노프에게서 전해 듣고 실망과 분노로 눈물을 닦는다.(76) 

반복하여 사용되는 울음의 몸짓은 쉽게 감동하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단 

순하고 감상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장된 감정의 분출은 바로 비극의 

주인공의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비극배우로서의 습관을 현실의 

삶 속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연극과 삶의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네스차스트 

리프쩨프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낸다. 눈물과 울음을 비롯한 그의 독특한 행 

동들은23) 청각 채널뿐만 아니라， 시각채널을 통해 성격화하는 연극의 특성을 

22) 희곡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연구에서 몸짓과 표정은 지문에 나타난다 이것은 일종 
의 작가에 의한 성격화 기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몽짓， 표정과 관련된 

지문들 모두가 대사의 전， 후， 중간에 위치하고， 대사의 내용을 부연하고 있으며， 

공연에서 배우의 연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인물 암시적 성격화 기법으로 분류하 

고자 한다. 

23) 울음과 관련된 것 외에도，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상대방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껏 
손을 어깨에 얹고，(33) 심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역살을 잡고，(33) “오 1"라 

는 절망적 탄식과 함께 머리를 움켜쥐고，(59) 사랑올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악슈샤의 말에 “그녀 위에 두 손을 펴고(lIpOCTHpaeT Hall HelO PYKH)" 기도한 

다 (AHreJlhl ÕOll<HH, 1I0Kp얘Te ee CBOH뻐 KPμJ1aM띠 )(68) 이 모든 연극적 행위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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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준다. 

유랑배우로서의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도구는 

배낭과 그 속의 물건들이다. 그는 스스로 여행을 위해 배낭을 만들었고，(30) 

그 속에는 양복 한 별， 모자， 가발 두 개， 권총 등이 들어있다. 이 물건들이 

유랑자의 소박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배우를 위한 소도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그가 퇴역군인 복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41 ，46) 

그의 의상은 가짜 퇴역군인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무대의상을 걸친 비극배 

우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보여주며，껑) 구르의쉬스까야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 

하는 권총(82， 83)도 같은 기 능을 갖는다. 

2.2.2.2 인물-암시-언어적 성격화 
인물 암시-언어적 성격화는 인물에 의해 발화되는 대사의 내용보다는 발화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대체로 음성의 질， 언어행위양식， 말의 문체로 구분될 

수 있다.엉) 

‘약한， 교양 있는， 날카로운， 거친’과 같은 음성의 질적 특징은 텍스트를 중 

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지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공연상황에서 감 

독 혹은 배우의 개인적 취향과 의도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해야 한다.<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마치 무대 위의 비극적 주인 

공처럼 현실에서 행동한다. 그는 쉽게 감동하고， 쉽게 분노하며， 그의 언어와 

표현되는 정서는 매우 격렬하고 고양되어 있다. 그의 행동양식과 대사의 내용 

이 언어의 격렬성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음성의 질에 대한 지문은 

인색한 편이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도움을 갈구하는 악슈샤에게 감동된 그 

는 “떨리는 소리로(C .aPQ)l<blO B rOJloce)" “뻐TjI MOe! llHT jI MOe!"라고(69) 외친 

다. 쉽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성격이 목소리의 떨림이라는 특징을 통해 표현된 

다. 

<숲>의 거 주자들에 대 한 그의 어 조가 감동과 분노의 양 축을 왕복하지 만， 

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둘의 대화로 이루어진 

속에서도 비극배우로서 살아가는 네스차스트리베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 그가 보스미브라토프를 만나기 직전 다는 훈장도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특히 그 
것 은 ‘소도구용 훈장들(6YT때opCKHe OPlleHa)’이 라고(51) 지 문에 구체 적 으로 명 시 된 

다. 

25) Pfister, M. ff'Das Drama.!l,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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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막 2장에는 비극배우의 음성의 질에 대한 지문이 비번이 동장하고， 이것은 

거 의 동 일 한 특징 을 보 인 다. “Mpa tIHo"(29), “ rycTbIM 6acoM"(30) , “ 6aCOM"과(30， 

31) 같이 3쪽 분량의 대화에서 유사한 계통의 어조에 대한 지문이 4회나 등 

장하고， 그 중에서 3회는 모두 ‘저음(6aCOM)’을 지시하고 있다. 작가가 반복하 

여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음성의 질은 바로 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한 네스차 

스트리프쩨프의 위압적이고， 지배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언어행위 양식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지문을 통 

해 제시되기도 하고， 대화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드러나기도 한다. 

지문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는 또 다시 비극배우와 희극배우의 관계에서 발견 

되는 데， 전자논 후자에 대해 때로 “위협적으로(rp03HO )" 때로 “명령적으로 

(nOBeJUlTeJlbHO)" (33) 말함으로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과시한다. 인물들 사 

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행위 양식의 특징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

희극배우를 제외한다면 -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친절하고， 관대하다 

는 데 있다. 첫 대변에서 그는 불라노프에게 삶과 결혼과 죽음에 대해 충고하 

고，￡) 이러한 친절과 배려는 구르의쉬스까와의 첫 대면에서도 마찬가지이 

다.(46) 

인물-암시-언어적 성격화를 위해 사용된 수단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언어의 문체다. 비극배우답게 그의 언어는 감동과 감격， 탄식과 분노의 느낌 

으로 충만하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용에 있다. 그는 곳곳에서 비극 텍스트 

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1I101lH, JIIOIlH! TIopO ll<lleHHe KpOKOIlHJJOB! Ban때 C끼e3 b1 - BOlla! BamH ceplll.la -

TBepIlblR ðYJIaT! TIO l.l e기YH - KHH lI<aJIbI B rpYllb! lIbBbI H JIeOnapllbl nHTa lOT lleTe꺼 

CBOHX, XHmHble BpaHbI 3aðoTlITC lI 0 nTeH l.laX, a OHa, OHa l .. 3TO JJH JJlO ðOBb 3a 

JlIOðOBb? 0, eCJIH ð에 J! Mor ð비Tb rHeHOIO! 0, eCJIH ð비 J! Mor OCTepBeHHTb npOTHB 

3Toro allCKoro nOKOJIeHHJ! Bcex KpOBOll<allHμX oðHTaTe기e꺼 JJecoB!(94) 

이것은 쉴러의 비극 <군도(Räuber)>의 주인공이 인간에 - 구체적으로 아 

버지 대한 환멸과 절망을 토로하는 부분을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약간 변 

형하여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의 문체는 곧 그의 대사의 문체가 되며， 따라서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체에서 비극 대사와 같은 격정과 흥분이 발견된다. 

26) “POll<lI TC lI JIIOIlH, lI<eHlI TC꺼， yMHpalOT; 3Ha'lHT , Ta l< HYlI<HO, 3Ha'lHT, xopom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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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IlHaHTlII? HeT, MbI apTHCTbI, 6JJarOpollHble apTHCT퍼， a KOMellHaHTbI - BbI. 
MbI KOJJH JII06HM, TaK y* JJI06째， TaK CCOpHMC5I HJJH llepeMC5I; KOJJH nOMOraeM, 
TaK y* nOCJJellHHM TPYIlOBblM rpOWOM. A BbI? BbI BCIO *H3Hb TOJJKyeTe 0 6JJare 

。6meCTBa ， 0 JJI06BH K ~eJJOBe~ecTBy. A ~TO Bhl ClleJJaJJH? Koro HaKOpMHJJH? Kor。

yTeWHJJH? BbI TeWHTe TOJJbKO CaMHX ce6껴， caMHX ce6J1 3a6aBJJ5I eTe. Bhl KOMeIlHaHTbI, 
WyTbI, a He 뻐 Korlla y MeHJI lleHbrH, JI KOpMJJIO Ha cBoA C4eT IlBYX-TpeX TaKHX 

Mep3aBueB, KaK ApKaWKa, a pOIlHa51 TeTKa nOT5I rOTHJJaCb npOKOpMHTb MeHJI IlBa 

IlHJI. lIeBywKa 6e*HT TOnHTbC 5I; KTO ee TOJJKaeT B BOIlY? TeTKa. KTO CnaCaeT? 

AKTep HeC~aCTJJHBueB! (94)27) 

141 

이 인용은 앞에서 인용된 쉴러의 대사의 바로 앞부분으로， 네스차스트리프 

쩨프가 구르의쉬스까야의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두 인용이 보여 

주듯이 그의 언어와 인용된 텍스트의 문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개 

인적 언어에서 비극 텍스트로의 이행은 매우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무대에서 

비극배우인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삶의 현실에서도 비극배우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반복되는 비극 텍스트의 인용과 비극 텍스트의 

문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의 개인 언어에서 드러난다.28) 

2.2.3 작가-명시적 성격화 

작가 명시적 성격화 기법은 작가가 지문에 기록한 성격묘사와 ‘말하는 이 

름’을 통해 실현된다. 전자는 연극텍스트에서 보통 제목 다음에 오는 ‘등장인 

물’ 소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때로 텍스트 중간에 지문을 통해 묘사 

되기도 한다. ‘말하는 이름’은 특정한 느낌이나 의미를 갖는 어원이 포함된 이 

'l7) <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비극 혹은 다른 장르의 문학 텍스트를 인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0, nOM5IHH MeH5I B CBOHX CB5I TblX 1010깨TBax!"(46): 쉐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중에 

서， 햄릿이 오필리야에게 하는 말 

‘ ... COpOK TblC5I~ 6paTbeB"(7이. 햄릿이 죽은 오필리야의 오빠 라에르트에게 하는 

말(‘뻐 51 ee JJI06HJJ, KaK COpOK TblC 5I~ 6paTbeB JJI06HTb He Mory") 

“ ... TBOp꺼 06eTbI H MOJJHTBbI" (76): 뿌쉬 낀의 시 <KTO H3 60rOB MHe B03BpaTHJJ ... >의 한 

구절. (인용된 텍스트의 출처 는 lKypaBJJeBa, A.H “KOMMeHTapHH", 562-564) 
28) 비극과 같은 문체가 드러나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대사는 특히 52, 53, 55, 67, 

68, 69 쪽을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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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당사자의 특정한 성격”을29) 표현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명시적 묘사가 ‘등장인물(JUIl.\a) ’ 소개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2막의 처음에 

소개된다. 2막의 등장인물 소개에서 그는 스차스트리프쩨프와 함께 ‘도보 여 

행객 (rrewlle rryTeWeCTBeHHll1이i)’이라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으나， 2막 2장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C npaBOH CTOpOH버 H3 r Jly6HHb! nOKa3 b!BaeTCJI HeC'IaCTJlHBl.\eB. EM)' J1eT 35-Tb, 
HO Ha J1Hl.\O OH rOpa3tl CTapee, 6p1OHeT, C 60JlbWHMH ycaMIl. 니epTb! pe3KHe, 
rJly60Kμe H O'leHb nOtlBH*Hμe ， C Jletlμ 6ecnOKOHHHOH H HeB03tlep*HOH *H3HH. Ha 

HeM tlJl“HHoe H WHpOKOe napycHHHoe naJlbTO, Ha rOJlOBe cepaJl’ 。'1eHb nOHOWeHHaJl 
wJlJlna C WHpOKHMH nOJl꺼MH ， CanOrH pyccKHe, 6oJlbwHe, B pyKax TOJlCTaJl, cyKoBaTaJl 
naJlKa, 3a cm’HO까 He60JlbWOH '1 eMOtlaH, BpOtle paHl.\a, Ha peMHJlX. OH, BHtlHMO, 
yTOMJleH, '1aCTO OCTaHaBJlHBaeTCJI, B3tlb!XaeT H 6pOCaeT Mpa'lHble B3KJlJltlb! 

HcnotlJl06bJl .(29) 

인용에서 작가의 명시적 묘사는 나이， 외모， 복장， 소도구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니epTbl pe3Klle, r Jly60KIle Il O'WHb 

rrOL\BIl*Hble, CJleL\bI 6ecnoK。꺼HH。꺼 Il HeB03 L\epll<H。η *R3HH ”과 같은 묘사는 공연 

상황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외모나 내면연기를 통해 실현될 인물의 

중요한 성격을 전한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Hec 'IaCTJlIl B l.\eB)’는 명백히 ‘말하는 이름’이다 러시아어의 

‘He ’, ‘ C 'IaCT깨B뼈 혹은 C'laCTJ띠Be l.\’ 그리고 ‘eB’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름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비극의 불행이 체현된 비극배우에게 

“HeC 'laCTJlIl B l.\ eB"라는 이름을 부여한 작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것은 

관객들이 인물에 대해 적절한 관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작가의 명시적 

성격화라 할 수 있다. 

비극배우의 ‘말하는 이름’은 공연을 보는 관객과 희곡을 읽는 독자에게 

서 로 다른 영 향을 준다. 2막 2장의 처 음에 서 (29) 그는 ‘reHHallllH neMbjjH뻐’로 

지칭되고， 3장에서 (40) ‘reHHaL\IlH neMbjjHbI'l rypMbllI<CKI깨’이란 완전한 이름으로 

소개된다. 그가 처음으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로 불리는 곳은 4막 4장 

(63쪽)이다. 이미 2막 2장에서 (29쪽) 그가 비극배우임이 드러나고 있기 

29) Wilpert, G. rSachwörterbuch der Literatur,8, S.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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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란 이름의 의미는 63쪽 이전에 설현된 

성격화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작품 시작부터 인물에 대한 

관객의 관점 설정에 영향을 주는 기능은 약화된다. 그러나 희곡의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명시적 성격화를 통해 이미 2막의 인물소개와 

2막2장의 성격묘사에서 그의 이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름은 인물들의 등장 이전에 독자가 인물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때) 

2.2.4 작가-암시적 성격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한 작가-암시적 성격화는 상응과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31) 이것은 한 인물의 “다른 인불에 대한 상응관계 혹은 대 

조관계”에 32) 집중하는 기법으로，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는， 연극 텍스트의 대사 속에서 이 관계를 주제로 삼는 것이다 33) <숲>에서 

전형적인 예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와 스차스트리프쩨프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2막 2장에서 둘은 유랑 중에 서로 만나게 되고， 전자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주인과 시종’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선분적 대립관계， 그리고 둘이 합 

의에 의해서 ‘주인과 시종’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응관계의 이중성을 갖 

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의 관계는 돈 끼호테와 시종 산초의 관계와 유사 

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두 배우가 러시아의 세태(구체적으로 지방극단) 

를 반영하는 인물들인 동시에， 문학적 전통이란 측면에서 볼 때， 서유럽 소설 

과 희곡의 인물구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30) 이것은 희곡을 이미 읽은 관객 혹은 공연 안내문 등을 통해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대한 정보를 접한 관객에게도 적용된다. 

31) 작가-암시적 성격화 기법 중에서 ‘암시적으로 성격화하는 이름’은 ‘말하는 이름’과 

달리， 대체로 관습적인 방식으로 작명된 이름인 동시에，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의미를 갖는 이름을 말한다. (Pfister, M. "Das DramaJl, S.264J 예를 들면， 베라 
(Bepa)는 일반적인 이름인 동시에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Bepa)을 암시하기도 

한다 관객들은 ‘말하는 이름’에서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암 

시적으로 성격화하는 이름’의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를 놓칠 수도 있다. 

32) Pfister, M. FDas DramaJl, S.263 
33) Pfister, M. t"Das DramaJl, S.263. 
34) 이러한 지적은 이미 〈숲〉에 대한 초기 비평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메이예르흘드， 
단첸코 같은 이도 돈 끼호테와 산효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주라블레바는 

오스뜨로프스끼와 세르반테스의 등장인물틀을 분석하면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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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와 <숲>의 거주자들의 관계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공간적 소속감뿐만 아니라 플롯에서 

의 역할까지도 규정한다.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숲〉의 플롯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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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네스차스톤리프쩨프와 

차스트리프쩨프가 숲에 도착 

(2 막) 

떠
 

〈숲〉을 유랑배우가 두
 
다
 

난
 

(5막의 결말) 

사 01 에 〈숲〉의 거주자들 

음모와 갈등 발생 

( 1 막) 

차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례로 문제해결 

(3 .4， 5 막) 

플롯은 〈숲>에서 문제의 생산자와 해결사가 서로 다름을 분명히 한다. 정 

착 생활하는 <숲>의 거주자들과 유랑 생활하는 배우의 대조관계가 플롯의 

특이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정착의 코드에서 발생하고， 문제해결은 

도착과 출발로 표현되는 유랑의 코드에서 실현된다. 즉 목숨을 걸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황야의 떠돌이 총잡이처럼， 말썽 많은 숲의 세계를 찾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대상을 따지지 않고， 억울하고 부당한 처지에 있는 사 

람들을 돕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35) 이것은 모두 유랑배 

서로 다른 특정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돈 

끼호테와 같은 광인은 아니란 지적이다 물론 각각의 세부적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모자라는 주인과 지혜로운 시종’의 관계는 두 작가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희곡에서도 발견되는， 상당히 도식화된 인물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Me꺼epXOJlbtl ， B.3. "<JIec> 1. BblcrynJleHHe Ha o6cy*tleHHH CneKTaKJI!I 18 
lþespaJl!l 1924 rotla", c.55-56 lKypasJlesa, A. I1. H MaKees, M.C ‘ V'AJleKca.HDP 

HHKOJla. eBHtf OCTpOBCKH쩌， c.72 ; Steltner, U. fOstrowskij,g, Der Wald, S .127) 
35) 주라블레바와 마께예프가 꾸겔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는 〈숲〉에서 ‘deus 

ex machina’가 된다. (lKypasJlesa , A.I1. H MaKees , M.C. V'AJleKca.HllP HHKO지'a. eBHtf 

OCTPOBCKHf{Jj, c.74) 그리스 비극에서(예 유리피데스의 〈이피게니>) 풀기 어려운 
문제를 극이 끝날 무렵 기계장치를 통해 위에서 내려온 신이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유래한 deus ex machina(god form the machine, der Gott 
aus der Maschine.)는 예기치 않고 근거 없는 그리고 사건 밖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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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네스차스트리프쩨프와 <숲>의 거주자들 사이의 소속 공간에 따른 대립 

관계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시에 혹은 잇달아 유사한 상황에 직면 

하게 하는 것이다 "36) 유사한 상황은 <숲〉에서 돈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요 

인물들은 돈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37)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중심으로 이 관 

계를 다시 정리하면， 그는 스차스트리프쩨프와 더불어 돈이 없어 가난에 시달 

리 고，(34-35) 구르믹 쉬 스까야가 사기 당한 돈을 보스미 브라또프에 게서 돌려 

받아，(54) 구르믹쉬스까야에게 돈을 찾아 주지만，(54) 스차스트리프쩨프가 그 

의 분별 없음을 한탄하게 만들고，(57) 그녀가 자신을 비웃고， 쫓아내려는 것 

사물이나 인물 나타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상， Wilpert, G. 
띤'achwδirterbuch der LiteraturlJ, S.177 만사를 능란하게 풀어나가는 해결사로， 

서부영화의 떠돌이 총잡이 등이 ‘deus ex machina’의 현대적 유형에 속하며， 

〈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갈등의 발생， 전개 

그리고 해결이 모두 등장인물들에 의해 논리적이고 수미일관된 방식으로 해결되는 

전통적인 플롯과는 다르다. “오스뜨로프스끼의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희곡의 

중심에 있지 않다.<중략〉 악슈샤와의 관계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메이예르흘드의 분석은 유랑자의 문제해결 보다는， 정착자의 

갈등과 발전에 중점을 둔 플롯 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MeAepxOJlbll ， B.3. “ <J1ec> 

1. BblcTyllJleHHe Ha o6cyll<IleHI깨 ClleKTaKJI~ 18 φeBpaJl~ 1924 rOlla" , c.56.) 

주라블레바가 “오스뜨로프스끼가 음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는 명백하게 인과적인 관계틀을 통해 이 음모의 힘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중략〉 한마디로， 말， 말， 말을 통해서다. 말은 기준이고， 수단이고 주된 

결과다”란(lI<ypaBJleBa ， A끼 H MaKees, M.C. ff'AJ/eKCaHJ1P HHKOJ/aeBH'f OCTPOBCKH씨， 

c.74.) 견해는 정착자들의 음모와 갈등이 아니라，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말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플롯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내용이 허황되고 

우연적이지만 훌륭하다는 평가，(BypeHHH ， B.n. , J1ec(871), c.548) 우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극의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노련하고(HCKYCHO) 부분적으로 

인위적으로(HCKYCCTBeHHO) 처리된다는 분석 (CTpaXOB ， H.H.(995) “ <J1ec > KOMeIlH~ B 

ll~TH Ile꺼CTB때x(1871)" ， C‘536) 혹은 〈숲〉에서 중요 역할은 사랑의 충돌에 

참여 하지 않는 인물의 것 이 라는 주장도(AHllpeeB ， M.J1.(995) “MeTaClOlI<eT B TeaTpe 

OCTpoBCKoro" , c .15.) 모두가 해결사 네스차스트리프쩨프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숲〉의 독특한 플롯 구조에 원인 있다. 

36) Pfister, M. ff'Das DramalJ, S.263. 

37) 문제의 lC뼈루블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구르의쉬스까야 보스미브라또프 -

스차스트리프쩨프 - 구르의쉬스까야 - 스차스트리프쩨프 악슈샤 - 뾰뜨르 -

보스미브라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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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는 돈을 다시 강탈하고，(83) 그 돈을 악슈샤의 결혼 지참금으로 기꺼 

이 희사함으로서，(92) 멋진 유랑생활을 꿈꾸던 스차스트리프쩨프의 기대를 완 

전히 저버린다，(92) 

돈을 중심으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와 인물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관 

계를 형성한다. 그는 구르의쉬스까야와 상응관계에서 대럽관계로 발전하고， 

보스미브라또프와는 대립관계， 악슈샤와는 상응관계， 스차스트리프쩨프는 상 

응관계에서 대립관계로 발전한다.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와 각각의 상황에 대 

한 반응을 통해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개인적인 성격 가난하지만， 돈에 

종속되지 않는， 지나칠 정도로 대범하고 관대한 성격 - 이 드러난다. 

2.3 네스차스트리프뼈프의 개인적 성격 

앞에서 성격화 기법에 따라 분석한 네스차스트리프제프의 개인적 성격을 

종합하면， 그는 귀족출신으로， 고아가 된 후에 구르의쉬스까야에 의해 양육되 

었고， 어린 시절 교육과 재산 없이 세상으로 내몰리었고， 34세가 되어 지방극 

단 출신의 유랑배우의 신분으로 영지로 귀환한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라는 

‘말하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는 비극배우답게 심각하고 음울한 표정을 

갖고 있다 그는 감동과 흥분에서 절망과 분노로 쉽게 이행하는 불안정한 기 

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낭비벽 등 긍정적이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으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과 억울하게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관대함과 정의 

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는 극단에서 소외된 삼류 유랑배우이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배우로서의 어려운 삶을 택하고， 직업으로서의 

배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적 물질적 행복과 귀족적 

무위에 대해 초연하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숲>의 거주자들과 구별된다. 

그는 <숲>의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정착코드와는 다른 유랑코드를 갖고， 

숲의 공간과 이항대립을 이루는 ‘숲 밖의 공간’에 속한다. 그러나 숲의 

거주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그는 영웅적 풍모를 보인다 그는 스차스트리프쩨프와 한 쌍을 

이루는 동행인이며 ‘주인과 시종’이라는 서유럽의 소설과 희곡에서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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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구성을 이룬다. 

그는 비극배우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비극배우처럼 

행동하는 인물이다. 즉 무대에서의 연기와 현실에서의 삶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는 비극텍스트의 대사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도 비극적 

문체를 사용하고， 연극의 소도구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긴요하게 

쓰인다. 감동과 흥분에서 분노와 절망으로 쉽게 이행하는 그의 성격 또한 

비극배우의 그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개인적 성격은 그의 사회적 그리고 예술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는 일정한 환경의 세태(지방극단 배우의 삶)를 보여주고， 동시에 예술과 

이상에 속한 인물이다.38) 

2.4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사회적 성격 

그의 유랑배우 생활은 동시대 러시아 지방극단의 세태를 반영한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지방극단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때문에 극단주와 

배우의 관계는 철저히 경제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19세기에 들어와 

지방극단은 증가되었으나， 농노극단과 경쟁관계에 있었으므로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았으며， 지방극단은 새로운 관객들을 찾아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혹은 극단에서 이탈한 

유랑배우들은 혼자서 혹은 짝을 이루어 시장이나 광장의 가설무대에서 

공연을 갖기도 하였다.39) 

19세기 중반 농노극장이 쇠퇴하고， 자발적인 노동에 기초한 사영 극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극장 극단주들의 관심은 영리에만 있었고， 

때로 이것은 매우 상업적이고 동시에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40) 지방극단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적인 규제는 

38) JIoTMaH, JI.(l96l) 어.H. OCTpOBCK깨 H pyCCKaJ/ I1paMaTyprHJ/ ero BpeMeHH.o, c.286. 

39) llaH때때， c.c.(1957) F'PYCCK쩌 I1paMaTH'leCKHií TeaTp XIX BeKa.o, c .15-16 
40) 극단주들의 횡포는 다양하고，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Ho HepeaKO aHTpenpeHepaMH Õ잉AH npeanpHHHMaTeAH caMoro XH~HH4eCKoro CKAaaa -

cOaep*aTeAH rOCTHHHU, OÕ~3꾀BaBmHe aKTpHC nOCAe cneKTaKA~ Y*HHaTb C <rOCT~싸!>， 

Kynu뻐， pacueHHBa~~He TeaTp KaK pa3HOBHaHOCTb ToprOBoro npeanpH~TH~ ， OTKpOBeHH~e 

*YAμKH H aBaHT~pHCT~ ， caM~꺼 noaxoa KOTOp꾀X K aHTpenpH3e OCHOBμBaAC~ Ha Ka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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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는 낳았고， 1870년대에 배우들을 극단주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배우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41)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사회적 성격은 위와 같은 동시대 지방극장의 세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방극단 배우의 어려운 삶은 그와 스차스트리프쩨프의 

대화(2막2장) 곳곳에서 암시된다. 

2.5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예술적 성격 

성격화 분석 곳곳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의 말과 행동은 비극배우의 연기와 

같다. 비극의 주인공들의 대사를 인용하는 그에게 무엇보다 쉴러와의 친화성 

이 두드러진다. 이미 언급한 것처 럼 그는 쉴러의 비극 <군도>의 주인공 칼 

모르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쉴러의 친화성을 강조한다.42) 이것은 네 

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이 쉴러의 비극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작품에서 그는 당시 지방극단에서 명성을 떨치던 뢰바꼬프(HHI<OJlaA XpHCa빼OBHQ 

PbI6aI<OB, 1811-1876)를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공연이 끝난 후 뢰바꼬 

프가 무대 뒤로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감격적으로 전한다.(33) 그가 

명증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뢰바꼬프는 그의 예술적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었음을 문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와 뢰바꼬프의 관계는 작품 밖에서도 - 삶의 세계 에서도 발견된다. 

HH6YLIb 3aBeLIOMOM MoweHHHlleCTBe; 01뻐H nOLD!mraJIH TeaTp, llT06b1 06bJlBHTb <iþopCMall<Op> 

H Ha 3TOM OCHOBaHHH He pacnnaTHbCJI C TpynnOß, LIpyrHe YLIHpanH HOll~ H3 ropOLIa 

C Kacc。때 H 3anoraMH, B3 J1 TblMH y aKTepOB H T.n."(flaHHnoiþ, c.c.(1957) ItpYCCKHh 

llpaMaTHtfeCKHh TeaTp XIX BeKa .IJ, c.156). 정직하게 극단을 운영하던 극단주들에게 
도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극장의 설립과 유지 그리고 공연은 상당한 비 

용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공연의 성공과 실패는 극단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극단 운영과 공연은 미학적 요소보다는 상엽적 요소에 의해， 나아가 후원 

자의 정치-문화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세히， Pfister, M. FDas 

Drama.IJ, S.54-55.) 
41) flaHHnoiþ, c.c. (1957) FpYCCKHh llpaMaTHl.feCKHh TeaTp XIX BeKa.IJ, c .157-158 
42) 자세히， 이 논문의 ‘2.2.1.l 인물 명시적 자기코멘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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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바꼬프 자신이 비극배우로 출발하여 쉴러의 <군도>에서 칼 모르를 연기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오스뜨로프스끼와 긴밀한 친분을 맺고 있었으며， 그의 작 

품들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았고 1876년에는 자신의 연기 생활 50년을 기념하 

는 공연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 역할을 맡았다. 뢰바꼬프 스스로가 네스차스 

트리프쩨프라는 인물의 원형이 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성격은 비극 배우 시 

절의 젊은 뢰바꼬프와 예술적인 입장이 서로 일치한다는 평가도 있다.43) 

이와 같이 작품 내외적 정황은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연극적 형상이 쉴러 

의 비극론과 뢰바꼬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쉴러의 비극론 

을 통해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예술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쉴러에 따르면 예술가의 책임과 예술의 사명은 관객에게 인간 행위의 이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술의 최종목표는 ‘초감각적인 것 (das Ubersinnliche: 

순수 정신적인 것)’의 표현이고， 특히 비극은 감동을 통해 자연법칙으로부터의 

도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이 목적을 실현한다.44) 그러나 비극에서 초 

43) 자세 히 , llaHHJloB, c.c. - nOpTyraJIOB, M.r., PyCCKHli l1paMaTH앤cn때 TeaTp XIX BeKa, 

c.159-164./끼3Ma따OBa ， Y.B., KOMMeHTapHli , “JJec" B: A.H. OCTPOBCK째， nOJlHOe COÕpaHHe 

COllHHeHH꺼 B meCTHal11.1aTH TOMaX, TOM 6 , MOCKBa 1950, c.361-365./네스차스트리프쩨 

프의 형상과 뢰바꼬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다닐로프와 뽀르뚜갈로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B 1873 r。이 PwõaKOB cwrpaJl pOJlb HeClIaCTJlHBl.leBa ‘ B Heli OH 

110CTHr rpOMal1H。낀 。ÕJlH lIHTeJlbHO꺼 CHJlW, opraHHlIeCKoro CJlH~HH~ cypoBoli *H3HeHH。때 

npaBl1퍼 H pOMaHTHlIeCKoli MellTW. OHa ~BHJlaCb BepmHHoli ero TBoplleCTBa, 3aKOHOMepHWM 

H CJlaBHWM 3aBepmeHHeM Toro CJlO*Horo nyTH, KOTOpμli HM ÕWJl npolil1eH Ha npOT~*eHHH 

nOllTH nOJIYBeKa. <중략〉 

Oõpa3 npOBHHl.lHaJlbHOrO TparHKa HeClIaCTJlHBl.leBa, C0311aHH비li Morylleli KHCTblO, OCTaJlC~ 

CB~3aHHwM C HMeHeM PwõaKOBa. BOJlee Toro, PwõaKOB ÕWJl OÕb.llBJleH npOTOTHnOM 

reHHal1H~ HeClIaCTJlHBl.leBa. HecoMHeHHo, lITO HeKOTOp꾀e lIepT빼 HeClIaCTJlHBl.leBa 

caMOOTBep*eHHa~ npel1aHHOCTb HCKyCCTBy, l1ymeBHoe õJlarOpOl1CTBO, õeCKOp퍼CTHe ， 

OT3WBlIHBOCTb, BHHMaTeJlbHOe OTHomeHHe K JlIOl1~M - COBnal1alOT C BbICOKHMH lIeJlOBelleCKHMH 

KalleCTBa~m PwõaKOBa. Ho CTOJlb *e HeCOMHeHH。’ lITO HeClIaCTJlHBl.leB - cOÕHpaTeJlbHWli, 
THm써eCKH-oõoõmeHHWli oõpa3 npOBHHl.lHaJlbHOrO Tpar싸<a Cepel1HHW BeKa, 3CTeTHlIeCKHe 

B3r~때 H aKTepCKHe np“e뻐 KOToporo OTlIaCTH COBnal1alOT C xY110*eCTBeHHW뻐 n03Hl.lH~MH 

MOJl0110ro PwõaKoBa, HO BeCbMa l1aJleKH OT Toro peaJlHCTHlIeCKoro HCKyccTBa, KOTOpWM 

B KOHl.le cBoeli *H3HH OBJlal1eJl P꾀õaKOB. “ (llaHHJlOB ， C.C. - nopTyraJlOB, M.r. , PyCCKH때 

l1paMaTHlIeCKHli TeaTp XIX BeKa, c .163-164') 

44) 이 상은 Berghahn, K.L.( 1980) “Das Pathetischerhabene, Schillers Dramentheorie" , 

S .1 99-200"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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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것은 예술이라는 감각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연 

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쉴러는 ‘격정 das Pathetische’과 ‘숭고das Erhabene’를 

연극에서 요구한다. ‘격정’은 비극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을 보 

여주는 상황에 존재하는 정서다. 우리는 생생하게 제시되는 고통 받는 사람을 

목격하고，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된다.45) 그러나 ‘격정’은 고통 자체만으로 

표현되지 않고， 고통 받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힘을 표현할 때， 즉 “고통에 

대한 도덕적 저항이 표현”될 때 드러난다.얘) 그러므로 ‘격정적’ 예술은 인간의 

이중적 본질， 즉 감각적이며 도덕적인 본질을 보여준다. 고통으로 가득 찬 연 

극 상황에서 발견되는 주인공의 저항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능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본질은 ‘숭고’의 개념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보고， 감각적 본성의 한계를 초월하 

여 이성적 본성의 우월성을 느낄 때 이 대상은 숭고하다. 즉 우리는 숭고한 

대상을 보고 자신 속의 도덕 적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47) 

비극에서 ‘격정’과 ‘숭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숭고와 연결되지 않으 

면， 격정은 의미 없는 형식이고， 격정의 형식이 없다면 숭고는 나타나지 않는 

다. 쉴러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격정은， 그것이 숭고한 경우에만， 

미학적이다”얘) 결론적으로 비극에서의 즐거움은 격정과 숭고의 체험으로부터 

생산된다 다시 쉴러를 인용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표상은， 감동과 내적인 도덕적 자유와 관련될 때， 격정숭고적이다 "49) 

격정숭고적이기 위해서 비극은 고통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투쟁과 의지력을 보여준다. 이때 비극의 주인공은 꼭 긍정적 인물일 필요는 

없으며， 고통과 의지력을 보여주는 경우에 범죄자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비극에 적절한 주인공은 혼합된 인물성격으로， 불행에 처했으나， 두 개 

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50) 고통 속에서 그것의 도덕적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인물은 큰 힘을 필요로 한다. 정신적 힘의 분출은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때문에 비극의 인물은 고양된 언어와 행동양식을 보인 

45)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01. 
46)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01. 
47)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02. 
48)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03에 서 재 인 용. 
49)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19에 서 재 인 용. 
50) Berghahn, K.L., “Das Pathetischerhabene", S.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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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숲>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쉴러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격정적으로 행 

동한다 원인은 <숲>에서 그가 그에 상응하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 

고， 오히려 그가 스스로 비극배우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연극에서의 비극적 

주인공의 역할을 삶의 세계에서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쉴러의 비극론이 

요구하는 인물의 성격처럼， 그도 음주벽， 낭비벽 등의 악덕을 갖고 있고， 불의 

에 대한 증오와 예술에 대한 헌신과 같은 덕목을 갖춘 혼합된 성격을 보인다. 

그가 인용하는 비극의 대사들， 그의 정열적이고 영웅적인 말과 행동， 쉽게 흥 

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성격， 모든 불의에 대한 분노， 자기희생과 자기만 

족 등은 그가 바로 격정과 숭고를 보여주는 쉴러 식의 비극배우를 연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2.6 네스차스트리프째프의 성격과 메타연극적 요소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비극배우로서， 

비극배우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성격을 메타연극적 관점에서 고 

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메타연극에서는 배우 혹은 작가와 같이 연극과 관련된 사람들이 인물로 등 

장하여， 예술， 예술가의 역할， 현실과 예술의 관계， 연극과 인생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극 속에는 또 하나의 극이 삽입되기도 하고， 극 

중 인물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극중의 인물이 문학이나， 자신에 대해 언 

급하는 것과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메타연극에서는 등장인 

물이 극중의 인물인 동시에 실제 배우라는 이중성을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며， 극 중 인물이 실제인물이라는 환상 대신 그것이 가공임을 상기시 

킨다. 궁극적으로 메타연극은 예술 형식을 통해 예술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52) 

51) 격정 (Pathos， naiþOc)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열적이고 동적인 표현， 장엄한 감동 

Oeidenschaftlich - bewegter Ausdruck, feierliche Ergriffenheit"(Das Fremdwörterbuch, 
S.582') 혹은 "CTpaCTHoe BOO.aymeBJleHHe , n。마eM， 3HTy3Ha3M“(ÛlI<erOB, C.M. rCJlOBapb 

pycC I<oro Sl 3 b1I< a~ ， C 엉4)이 다. 

52) 윤미덕， 톰 스토파아드의 〈진짜〉와 〈험난한 대양횡단>， 695-697쪽. 메타연극은 
원리와 목적에서 예술가 소설 혹은 메타소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예술가가 



152 러시아연구 제 11권 제2호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메타연극적 성격은 우선 그가 비극배우이며， 바극배 

우로서 행동한다는 데 있다. 그는 〈숲>의 사건에 말려들어 해결사로 활약하 

는 등장인물이고， 동시에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비극에 대해， 연극에 대해 ‘이 

야기’하는 배우다. 화자가 부재하고， 작가가 텍스트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연극의 형식을 고려한다고 해도， 텍스트 내에서 실명으로 언급되는 뢰바꼬프 

를 매개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와 실제 작가 오스뜨로프스끼는 - 비극에 대한 

관점과 관련해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닮) 또 이러한 점에서 

“예술가로서의 생애나 존재적， 윤리적 딜레마들을 주제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미적 주체인”없) 전기적 저자로서의 오스뜨로프스끼가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통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모험적이거나 역동적인 이야기가 부재하거나 빈약한 대신에 작품을 창조 

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구성적 원칙이자 주된 

묘사 대상이”되는 예술가 소설과 달리， 요약 묘사하는 화자가 부재한 연극에 

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인물의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전달된다. 즉 

연극에서는 청각채널과 시각채널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미 부분적으로 성 

격화 분석에서 언급되었듯이，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예술과 현실(동시에 지방 

극단과 배우들의 삶) , 희극에 대한 비극의 우월성(특히 보드빌을 경시 하는태 

도)， (30-3 1)， 수준 높은 교육을 받거나， 장교， 관리 출신의 배우 출현으로 인한 

기존배우들의 어려움，(31) 극단주와의 갈등，(32) 극단에서 이탈한 유랑배우들 

이 겪는 어려움(36) 등에 대해 ‘말한다.’ 

동시에 그는 현실 속에서 직접 비극배우의 연기의 진수를 ‘보인다.’ 이미 성 

격화에서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그의 인물 암시 비언어적 성격화는 모두 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론적이며 존재론적인 질문들， 새로운 보편적 질서 

를 대리하는， ‘어떤 부류’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창조적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초상과 그의 창조물 등을 문제로 삼는” 예술가 소설의 거시적 개념과 예술 

가 소설의 미시적 개념으로서 예술가가 “주로 작품 ‘내부적’ 성찰에 몰입하여 자신 

이 창조하는 대상 자체를 조명해보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메타소설은 대체로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의 발현 양상을 보인다 1. 작가주인공의 등장， 2. 서술의 다층성 
(혹은 ‘거울성’)， 3. 창작과정의 주제화， 4 창조적 유희의 표현형식， 5. 전기적， 사회 

적 성격.(인용은 이강은-이형숙， “‘예술가 소설’의 개념과 접근방법”의 75-76쪽에서， 

발현 양상은 같은 논문 79-85쪽을 참고할 것.l 

53) 이에 대해서는 이미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예술적 성격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54) 이강은 이형숙， “‘예술가 소설’의 개념과 접근방법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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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비극론에 근거한 비극배우의 연기를 전경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관객은 

그의 연기 속에서 현실과 무대를， 실제 행동과 연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상 

한 사람을 보는 동시에， 비극배우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비극배우로 

서의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만난다. 그의 연기는 비극배우의 연기 자체를 주 

제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구르의쉬스까야를 만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그는 퇴역 소령으로 분 

장하고， 스차스트리프쩨프를 시종으로 삼는다. 물론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희극배우 스차스트리프쩨프는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주인과 시종’ 관계를 맺 

기를 거부한다. 

C'IaCT J\IIB l.\eB. lla Betlb 51 rOptl , reHHatllll! lleMb5lHbI'I. 

HeC 'IaCTJ\IIB l.\eB. O'leHb 뻐e Hy3HO , '1TO TbI rOptl. He Te6e '1eTa, CaM MapTblHOB 

IIrpaJ\ J\aKeeB , a TbI CTbltlIIillbC5I! KaK TbI, 6pa Te l.\, r JIYn! 

C'IaCTJ\IIB l.\eB. lla Betlb TO Ha Cl.\eHe 

HeC 'IaCTJ\IIB l.\eB. Hy, 11 TbI, 6paTe l.\, npetlBTaBb ce6e , '1TO TbI Ha c l.\eHe.(41) 

분장과 ‘주인과 시종’ 관계는 일종의 ‘변장(nepeOlleBaHlle)’의 기법으로 다른 

희극들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숲〉에서 두 사람이 매우 의식 

적으로 연극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네가 무대에 있다고 상 

상해 봐”하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설명은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연극적 행위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희극적 사건의 과정인 

동시에， 그 과정 자체를 주제화한다는 점에서 메타연극적 성격을 갖는다.또) 

2.7 비극에 대한 패로디로서의 네스차스트리프쩨프 

55) 이 외에도 비극배우의 군인의상이 그의 여행 가방 속에서 나온 연극 소도구이며， 

빼쩨르부르그 무대에서 활약하던 유명 배우가 시종 연기를 했다는 대목도 그들의 

행위가 연극적 행위란 것을 보여준다， 슈텔트너는 메타연극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는 않지만， 구르의쉬스까야의 위장된 행동， 네스차스트리프쩨프가 보스미브라또프 

를 자극하여 돈을 돌려 받는 장면， 등장인물들 스스로 반복하여 〈숲〉의 사건들을 

‘희극’이라고 코멘트하는 것 등 <숲〉 전체가 현실과 놀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한다 Steltner, D. (986) “Ostrowskij. Der Wald" , S .124. 비교lI<ypaBJ\eBa， A. 

H. & MaKeeB, M.c.(1997) FAJleKCaHI1P HHKO.l1aeBH'/ OCTpOBCKJ꺼'.!!， 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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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논의는 결국은 희극적 주인공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것은 〈숲>을 희극 장르로서 이해하고， 희극적 인물 

로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연극사적 가치와 성공의 이 

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비극배우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숲>의 내용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의 희극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는 형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예술가 소설의 작가는 “삶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해하고 창 

조하는 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예술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작가는 “과거의 문학으로부터 이 테마와 관련된 시학적 요소들을 이용하 

고 변형시키게 된다 기존 작품의 주제， 인물， 내용의 직접적인 인용과 차용 

은 메타시학에서는 이제 “창작과정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식으 

로서의 ‘창조적 유희’ 혹은 ‘상호텍스트적 오락’으로서의 유희”로서 작가의 자 

기표현 수단이 된다.닮) 이러한 관점에서 패로디는 메타소설에서 중요한 형식 

이 되었다.57) 

“패로디는 기존 작품의 형식이나 특정한 문제를 존속하면서 거기에다 이질 

적인 주제나 내용을 치환하는 일종의 문학적 모방이다. 패로디스트는 문체， 

어법， 리듬， 운율， 어휘 등의 문제에 있어서 패로디 되는 작품의 형식적 관습 

들을 가능한 한 밀접하게 모방함으로써 작품을 이뤄간다 "58)는 정의처럼 패로 

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한다. 패로디의 효과는 기존의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규범적 생각’을 파괴하는 데에서 생산되고 이것은 희극적 효과의 

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효율적인 형식이다.59) 

56) 모든 인용， 이강은-이형숙， “‘예술가 소셜’의 개념과 접근방법"， 82-83쪽 
57) 메타소설과 패로디에 대하여 자세히， 워， 패트리샤( Patricia Waugh) tr메타픽션，g， 

89-106 
58) Kiremidjian, G.D. FThe Aesthetics of Parody,g ]AAC, 28, p.232.(워 , 패 트리 샤 「메 

타팍션』의 95쪽에서 재인용) 
59) 패로디의 형식과 실현 과정은 웃음을 일으키는 상황의 질로서의 ‘희극성’ 생산의 

형식，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볼센쉬쩨인은， “인간에게서 어떤 상황 혹은 운동(신체 

적 혹은 정신적)이 우리가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불균형을 이룰 때 웃긴다. 상 

식의 혹은 일상 습관의 규범 파괴， 윤리적， 미학적 혹은 지적 규범의 파괴는 웃긴 

다라고 웃음을 일으키는 현상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BOJ1bKeHwTeltH, B. JψðMðTyprHJl，g， 

c .155. 규범파괴와 희극성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백용식 “웃음과 희극의 구조 
특히 130-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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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디는 전통적으로 희극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식으로 바르닝은 희극에서 

사용되는 비극에 대한 패로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다른 비극 텍스트의 인물， 주제， 내용을 직접 패로디한다. 

2) 비극의 세련된 문체를 패로디한다 
3) 비극의 전형적인 행위 양식을 패로디한다.60)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말과 행동에서 바르닝이 분류한 세 가지 패로디에 

대한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연극적 형상은 칼 모트에 대한 패러 

디이고， 비극텍스트 인용을 비롯하여，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토로되는 고양된 

대사는 비극의 문체에 대한 패러디이다. 

지문과 대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는 비극 

배우의 행위 양식에 대한 패로디이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그가 비극배우의 연기를 과장하여 연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때 희극성을 위해 파괴되는 것은 ‘비극배우의 연기’에 대한 관객의 ‘규범’이 

다. 다른 하나는 그가 비극배우의 연기를 ‘극도로’ 탁월하게 연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와 달리， 이때 규범파괴는 비극배우로서의 연기와 그가 처한 

상황의 불일치에서 생긴다. 이때 그는 자기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자신의 

탁월한 연기 력을 과시하며 본래의 역할에서 이탈한다 60 

〈숲>의 공연 역사와 관련해서 비극에 대한 패러디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된 것은 뢰바꼬프가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연기한 그의 연기생활 50주년 

기념공연(1876년 5월 11 일) 이었을 것이다. 특히 네스차스트리프쩨프 역의 

뢰 바꼬프가 “!la TaK-TO XOpO띠0 ， '1TO... !la '1 TO C T060H TOJlKOBaTb! 4TO Tbl 

nOHHMaeWb! B nOCJlellHHα pa3 B J1e6eWlHH HrpaJl .lI BeJlH3ap.ll, CaM HHKOJlalí 

XpHcaHiþbl'l Pbl6aKOB CMOTpeJl. KOH'IHJI .lI nOCJlellHlO1O CueHY, BblXO)((Y 3a KYJlHCbl, 

H싸<OJlalí Pbl6aKOB TYT. nOJlO)((HJI OH MHe TaK PYKY Ha nJle'lo... (C CHJlolí OPYCKaeT 

Ha nJle'lo C'IaCTJlHBueBy')"(33)라고 말할 때， 그는 비극배우를 모델로 삼은 -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모델은 뢰바꼬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네스차 

스트리프쩨프를 통해 비극배우(혹은 자기 자신)를 패러디하며， 비극배우 

60) Warning, R. (1976) “Elemente einer Pragmasemiotik der Komädie" , S.312. 

61) Pfister, M. fDas Drama.g, S.l21. 예를 들어 성대묘사가 경우에 해당한다. 성대묘 
사의 매력은 완벽한 ‘개인기’의 과시에 있으며， 이때 희극배우는 등장인물로서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즉 자신의 역할에서 이탈하여 - 탁월한 개인기를 가진 실제 

배우로서의 자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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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기 자신)의 문체와 행동을 패러디한다. 나아가 그가 등장인물로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할 때， 무대의 환상은 깨지고 연극의 현실과 삶의 현실은 

서로 침투한다. 연극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목에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 

역의 뢰바꼬프가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배우(KopHeJJ째 nOJJTasues)를 말하려고 

하자， 오스뜨로프스끼가 “텍스트에 있는 대로 하게 (Hrpaß no TeKCTY)"라고62) 

말했다 한다. 오스트로프스끼의 개입은 희극에서 즐겨 사용되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 파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며， 아마 관객들은 이러한 

규범파괴에 대해 즐거운 박수로 답했을 것이다 

3 결론 

오스트로프스끼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듯이，<숲〉에 대한 연구도 주로 작품 

의 사회비판적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논문은 네스차스트리 

프쩨프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의 희극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우선 피스터가 분류한 인물 성격화 기법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오스 

뜨로프스끼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성격화를 위해， 인물과 작가에 의한 명시 

적， 암시적 성격화 기법 모두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네스 

차스트리프쩨프의 개인적 성격은 지방극단 출신의 가난한 유랑배우라는 사회 

적 성격과 비극배우로서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심지어는 현실의 삶에서 

도 비극배우처럼 행동하는 예술적 성격에 의해 형성되었다. 유랑과 예술은 정 

착하여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숲의 거주자들과 네스차스트리프쩨프를 구별 

시키고， 그에게 거주자들 사이의 문제(갈등)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부 

여한다. 

예술적 성격은 나아가 그에 대한 메타연극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 

는 <숲>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비극， 극장， 연극과 삶에 대해 

서 언급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비극배우의 연기를 보여준다. 그의 역 할은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첫 번째 차원에서 그는 다른 등장인물과 교류하는 비 

극배우란 직업을 가진 등장인물이며， 두 번째 차원에서 그는 연극에 종사하 

62) naHHJJOB , C,C, & nopTyraJJOB , M,r ,(l974) fpyCCKHH I1pBMBTH'leCKH.깨 reBrp XIX BeKB,g, 

c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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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극에 대해 성찰하고， 관객을 자신의 성찰로 끌어들이는 ‘실제 배우’에 

접근한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이것으로 고갈되지 않는다.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비극 

혹은 비극배우에 대한 패로디이다. ‘비극배우인 등장인물’이 웃음을 생산하기 

위한 희극의 ‘희극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패로디라는 개념을 통 

해서 설명될 수 있다. 희극의 기법으로서의 비극에 대한 패로디는 희극 전통 

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네스차스트리프쩨프는 바르닝이 분류한 비극에 

대한 패로디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의 형상， 언어 그리고 행 

위는 비극의 주인공 - 특히 쉴러의 비극 -에 대한， 비극의 문체에 대한， 비극 

적 주인공의 행위 양식에 대한 패로디이다. 

비극배우 네스차스트리프쩨프의 인물성격이 비극에 대한 성공적인 패러디 

라는 결론은 오스뜨로프스끼의 작품 중에서 〈숲>이 가장 많이 공연된 인기 

있는 희극이며， 공연의 성공여부는 네스차스트리프쩨프 역할의 성공여부에 의 

존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사회비판적 주제 중심의 연구 

에서 간과되어 온 희극으로서 〈숲>의 형식적 그리고 장르적 특성을 규명하 

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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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героя, трагика 

Несчастливцева, в комедии Л.н. Островского 

<Лес> и проблемы пародии 

Пай к , Ён-Сик 

Предлагаем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характера трагика Несчаст

ливцева, его метадраматизма и проблемам пародии в Комедии л.н. Островского 

(Лес>. До сих пор была ислледована,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оцио-критическая 

тема пьесы, но не ее жанровая специфика. В этой работе мы анализируем 

характер Несчаст ливцева при помощи "техники характеризации фигуры", 

которую предложил М. Пфистер(М.Рfistеr); цель такой попытки - объяснение 

комической сущности данного персонажа. 

Анализ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его характере очень важны как социальные, так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элементы: он путешествующий артист из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театра, трагик, который поступает и в жизни как герой трагедии на сцене. 

В этом смысле он является метадраматическом персонаже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герой, разрешающий конфликты между обитателями леса, но 

рассуждает о искусстве (например, о трагедии, театре и драме). Он размышляет 

о трагедии как жанре драмы и заставляет зрителей участвовать в его 

размышлениях. 

Но анализ его характера еще далеко не завершён: трагик Несчастливцев 

как комическая фигура комедии - это и пародия на трагедию и трагика. Этот 

вывод помогает объяснить не только жанровую специфику (Леса> как комедии, 

но и то, почему успех представления этой пьесы зависит от успеш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роли Несчастливцева. Эта работа, на наш взгляд, может сделать 

вклад в объяснение жанровой специфики (Леса>, которая упускалась из виду 

социально-критиче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и иследованиям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