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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속으로 운항하는 시간의 흐름에 인간의 의지를 부여하여 전향적인 방향 

으로 가속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역사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혁명을 정의하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런 흐름에 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함으 

로써 시간의 정속성과 정숙성을 파괴하는 양상의 사회·정치적인 행위를 반란 

이나 쿠데타로 이해하자. 여기에서 대상을 평가하는 주체와 평가되는 대상 사 

이의 어쩔 수 없는 거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성이 초래하는 평 

가과정과 그 결과가 야기하는 영향은 불가피한 양상으로 수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역사서술과 평가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우리 가 한나 아렌트(H. Arendt)의 근본주의 적 인 시 각에 입 각한다면， 

1905년 러시아 혁명에는 혁명으로 명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이 강렬할 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전망과 결합된 경우만 

을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교체나 변혁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범 

주는 혁명현상을 기술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가시화되는 경우， 새로운 국가형태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치주체에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하여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 억압세력에 대한 해방투쟁이 자유의 확 

립이라는 의도를 지니는 경우만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1) 

제 1차 러시아혁명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정과 자유와 결합된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과제 (KRF-20Q3-074-AMl1 25)의 

일부로서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페터 벤데 엮음(2004) r 혁명의 역사~， 권세훈 옮김， 시아출판사，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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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새로운 국가형태를 위한 해방투쟁의 양상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 

제가 야기된다. 1905년 1월 9일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촉발되어， 동 

년 6월 ‘전함 포뱀킨’호의 반란과 10월 모스크바 철도 노동자들의 ‘동맹파업’ 

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혁명적 고양과 투쟁의지가 니콜라이 2세의 ‘10월 선언’ 

과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이듬해 ‘국가두마 rOCYllapCTBeHHaR llYMa’의 

성립으로 시나브로 종결되었음이 그 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 부른다. 기존의 제정 러시아의 지배체제 

에 대한 회의로부터， 러일전쟁의 예기치 못한 패배로부터， 극단적으로 악화된 

생존양식의 변화 추구로부터， 세기 전환기의 캄캄절벽 같은 암울함의 끄트머 

리로부터，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방식에 따르면， ‘민중의 구원을 담보할 배’를 

기다리는 강렬한 열망이 적어도 두 해 이상의 시간대 속에서 죽지 않고 연면 

부절하게 살아 숨쉬었기 때문이다.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14만 8천여 명이 염 

원한 탄원서에는 “정치적 자유와 대사면， 법 앞에서 만민평등，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자유， 하루 8시간 노동제， 신앙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 

었던 것으로 전해진다.2) 

이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관점， 즉 1905년의 혁명을 온전한 혁명으로 받아들 

이는 관점에 의지하면서， 당대를 모순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세 사람의 극작가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그들은 「태양의 아이들(21eTH COJlHlla) J 

의 막심 고리키별들에게 (K 3Be311aM) J 의 레오니드 안드레예프， 그리고 「광장 

의 왕(KOpOAb Ha ITAOmallH)J 을 쓴 블로크다. 각자의 프리 즘으로 1905년 러 시 아 

혁명을 바라보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모색의 

결과물이 상기한 희곡들이며， 우리는 거기서 더러는 상이하고， 더러는 매우 

유사한 양태의 미학적 인식과 세계관을 목도하게 된다. 펼자가 추적하고자 하 

는 문제의 중핵은 공고한 합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순과 혼돈 

의 양상 전체를 추적하는 작업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들을 추적하는 단서는 크레타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도륙하기 

위한 도정에서 비운의 공주 아리아드네를 만나 다이달로스의 미로를 탈출하 

기 위한 실타래를 건네받은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의 그것처럼 그렇게 믿음직 

하거나 명쾌하지가 않다. 다만 “작가의 범상하지 않은 이력 때문이 아니라， 

당대의 러시아를 바라보는 작가자신의 시선， 범상치 않은 테마와 주인공들로 

2) 황인평 엮음(1995) f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기획출판 거름，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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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3) 초기작품 출간 직후부터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고 평가되는 고리키 

의 방조가 유용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1905년 1월 9일 페테르부르크 거리 곳곳을 온종일 누비면서 피로 얼룩진 

살육의 목격자가 된 고리키는 “러시아 혁명의 첫 번째 날은 러시아 인텔리겐 

차가 도덕적으로 붕괴한 날"4)이라고 썼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서식하면 

서， 그로 하여금 그런 서식양상을 강요하였던 저주받을 세상으로부터 대학교 

육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겐차는 혁명에서 동일계급의 붕괴를 뼈저리 

게 경험한다. 그런데 고리키의 이런 경험의 공유가 당대의 세 극작가들 사이 

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혹은 그가 누구 

보다도 다채로운 창작세계를 보여준다 해도 (블로크)， 혹은 그가 끝없이 혁명 

을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종국에는 이방의 핀란드 

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여도 (안드레예프) 1905년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공동 

체험은 오늘까지도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리키의 명료한 표현 ‘도덕적으로’에 대하여 유보적인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한다태양의 아이들」 피날레에서 만나게 되는 수의사 바긴의 죽 

음과 리자의 정신이상， 인텔리겐차와 민중의 상호대립과 갈등에서 ‘도덕’이 개 

입할 소지는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광장의 왕」에서 시인의 몰락은 아름다움 

과 이상에 대한 시인 자신의 내적인 불신으로 야기되며， 그것은 치명적인 파 

멸로 귀착되는데， 여기서는 ‘도덕’이 ‘진선미’의 단일 복합체로 현현한다별 

들에게」에서 장남 니콜라이익 이성상실과 현 단계 혁명운동의 실패는 점성술 

사로 불리는 테르노프스키와 그의 일상적인 작업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으되， 

거기서 ‘도덕’의 문제는 우리의 시선 저 너머 아득한 곳에 자리한다. 따라서 

고리키의 ‘도덕적으로’는 우리의 조심스럽고도 섬세한 독서행위를 간단없이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들 극작가들이 바라보는 1905년 혁명을 숙고하면서 필자는 우선 희곡 작 

품들의 창작사와 공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세 희 

곡에서 현저하게 감촉되는 극작가 체호프의 드라마 시학의 흔적을 반성적으 

3) PyCCKHit ßpaMaTHlJeCK，써 TeaTp KOHaa )(1)( - Ha lJaßa )()( BB(~α)()) ， M,: rHTl1c, c , 49 
(이하 『려시아 드라마 연극』으로 표기). 

4) M. rop l!J(I!l!(1970) [JOßHoe co6paHHe CO lJHHeHH.η XYßo~eCTBeHHHe npOH3BeßeHH~ B 

ßBaßaa TH n~TH TOMax, TOM ceßbMoit, [Jbec이 ßpaMaTH lJeCKHe Ha6pocKH 1897-1906, 

MOC J(Ba, C. 648(이하 『고리키 전집』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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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시민적인 산문작가이자 극작가로 불리는 

체호프의 드라마 시학이 왜 혁명을 주제로 삼고 있는 희곡 작품들에 깊은 자 

리를 남겼는지 살피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미 어긋나 있는 저울로 전혀 다른 내용을 가늠하려는 시도에서 읽히는 명징 

한 한계와 그럼에도 포착되는 어떤 가능성의 모색은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간과 역사는 반드시 흐를 만큼만 흐르기 

때문이라는 반성적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음이다. 그런 작업의 바탕 위에 

서 각각의 무대적인 공간을 추적하면서 극작가들이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았 

는지 생각하고자 한다. 이런 글쓰기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동인은 역사의 

현재화이며， 오늘날 일상화되어 있는 혁명의 반성적 고찰이다. 결국 이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제와 내일의 사이참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공간을 온 

전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과제해결의 단초로써 영원히 사라져버린 과거를 

향하여 반성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창작사와 공연 

1900년 ‘즈나니예 (3HaHHe) ’ 출판사는 도이칠란트의 천문학자 헤르만 클라인 

(Hermann Klein)의 저서 F천문학자들의 밤』을 출판하였는데， 이 서책은 당대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에 인류가 도달하였 

던 자연과학의 진보와 거기서 발원하는 시학적인 사유에 열광하였던 일군의 

러시아 작가들은 인간을 ‘태양의 아이들’로 규정한 클라인에게 크게 매료되었 

다.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렸을 때， 뉴턴이 만유인력을 사유했을 때，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집필했을 때， 혹은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을 때 그들 

내부에는 태양이 작업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천재든 범용한 인간이든， 강 

자든 약자든， 황제든 거지든， 우리 모두는 태양의 아이들이다."5) 

그 시기에 ‘즈나니예’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안드레예프와 고리키는 천문학 

자와 기층 인민대중 사이의 모순을 모티프로 한 희곡 「천문학자(ACTpOHOM) J 를 

5) JJ. H. AHllpeeB(l989) φaMaTHl.feCKHe npOH3BelleHHJf B 2-x TOMax, TOM 1, πI1cKyCCTBO ， 

C. 476(이하 F안드레예프 전집」으로 표기). 브류소프(B. 5pIOCOB)와 더불어 이런 생 

각에 크게 고무되었던 발몬트(K. 5aJlbMoHT)는 1903년에 시집 r태양처럼 되자(5YlleM 

KaK COJlHl1e)~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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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구상한다. 그러나 그들은 급변하는 사회·정치적인 환경과 다른 창작 

계획들로 인하여 독자적인 작품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05년 초에 

고리키는 「태양의 아이들」을， 같은 해 가을에 안드레예프는 「별들에게」를 탈 

고하였다. 

2.1. r태양의 아이들j 창작사와 곰연 

고리키는 1905년 1월 11 일 체포되어 페트로파블로프 요새감옥에 수감되었 

다가 2월 14일에 석방되었는데 바로 이 시간대에 그는 「태양의 아이들」을 집 

필하였다. 고리키는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암피테아트로프에게 희곡창작과 

관련된 편지를 보냈다.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동안 비희극 「태양의 아이 

들」을 썼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옥에서 사건들의 인상을 떨쳐 

내고 그것을 연구하였습니다 "6) 그런데 작품의 실제 창작기간은 1905년 2월 5 

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태양의 아이들」은 1905년 5월에 고리키가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에 스타니슬라프스키와 ‘모스크바 예술극장’ 배우들과 만남으로써 공연이 결 

정되었다. 이 시기부터 작품을 개작하기 위한 집중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예술극장’은 같은 해 8월에 공연연습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0월 17일에 시 

연이 개최되었고， 10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1회에 걸쳐 ‘예술극장‘ 무대에 

서 상연되었다. 

한편 같은 해 9월 말에 「태양의 아이들」 공연연습을 시작하였던 페테르부 

르크의 ‘코미싸르쉐프스카야 극장’은 10월 12일 시연에 착수하였다. 1906년 1 

월 12일에는 베를린의 ‘클라이네스 극장’에서 막스 라인하르트의 연출로 공연 

되었고， 신문 인터뷰에서 고리키는 인텔리겐차와 민중 사이의 갈등과 거리의 

극복에 대하여 말한다. “인텔리겐차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섬연이 아무리 깊 

다고 해도， 이 심연을 넘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는 다리 

가 놓아지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습니다. 이 과제는 프롤레타리아 출신이면서 

점차로 고양되어 지식의 정상에 도달한 자들에게 달려있지요. 병든 사회는 빛 

과 아름다움과 지식의 원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는 그런 때에만 건 

강해질 수 있습니다 "7) 

6) ~고리키 전집~， 649-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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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 별들에게 j 의 창작사와 공연 

고리키의 「태양의 아이들」이 천문학자를 화학자로 바꾸되 인텔리겐차와 민 

중 사이의 갈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안드레예프의 「별들에게」는 천문학자 

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되 주도적인 갈등은 인텔리겐차 내부로 방향을 전환 

한다. 1905년 가을에 반혁명세력과 흑색 백인조 세력 (qepHOCOTeHHble CHJlbI) 의 

협박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해서 바꿔야했던 안드레예프는 10월 11일부터 20 

일까지 4막 드라마 「별들에게」를 탈고한다，8)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전면적인 개작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 3일 새로운 판본을 완성한다.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네미로비치-단첸코는 이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예술극장’ 배우들이 자리한 가운데 희곡의 낭독 

회가 개최되었다. 스타니슬라프스키와 네미로비치-단첸코는 1906년 해외순회 

공연을 위하여 「별들에게」의 공연준비를 기획하였으나， 검열당국은 상연을 허 

가하지 않았다. 결국 「별들에게」는 오스트리아 빈의 ‘자유극장’에서 1906년 10 

월 21일에 초연되었다. 그런데 이 상연은 1906년 9월 사회민주당의 신문인 

‘노동자신문’에 부속되어 창립된 ‘자유 민중극장’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초연 

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하는 오스트 

리아 노동자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17년 7월 ‘말라호프스키 극장’에서 자가로프 연출로 상연되기 전까지 「별 

들에게」는 러시아에서 줄기차게 금지되었다. 1906년 1월 2일자로 상연을 금지 

한 검열관의 평가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재능과 엄청난 고양의 분위기로 집 

펼된 이 상징적인 드라마는 혁명과 활동가들을 이상화하는데 복무할 것이며， 

따라서 상연을 허가할 수 없다 "9) 사회주의 시월혁명 이후 소련에서 가장 유 

명한 「별들에게」 상연은 페트로그라트의 ‘프롤레트쿨트 극장’에서 므게브로프 

의 연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의 초연은 1921년 11월 27일이었다. 

2.3. r광장의 왕j 창작사와 공연 

문학과 예술에서 테카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던 블로크는 1905년 

7) 같은 책， 660쪽. 
8) f안드레예프 전집~， 479쪽. 

9) 같은 책， 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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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이후 러시아의 사회， 문화， 예술의 위기상황을 명징하게 포착한다. 러시 

아의 극장이 진보적이며 전향적인 관점을 고수해왔던 전통을 상실해가고 있 

는 당대의 극장을 비판하면서 연극에 내재되어 있는 교훈의 측면을 강조한다. 

“연극을 오락으로 대하는 자세야말로 연극을 죽이는 짓이다 "10) 데카당과 오 

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전시켜 블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어떤 예술양식 

보다 연극은 ‘예술을 위한 예술’의 공식에 내재된 성물 모독적인 비육화성을 

폭로한다. 왜냐하면 연극은 언어가 육화되는 고상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11) 

바로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집펼된 희곡이 「광장의 왕」이다. 드라마 「광장 

의 왕」의 원천은 서정시 「정박지의 노동자들J (1904)과 「교회 합창대에서 처녀 

가 노래했다네 J (1 9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정시보다 한층 더 어둡고 비관 

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광장의 왕」은 실패한 혁명 1905년 혁명에 대한 

극작가의 우울한 내면풍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광 

장의 왕」과 관련하여 1906년 10월 17일 브류소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블로크 

는 불만족과 불안을 가감 없이 표출한다. “제 스스로 형식변에서나 내적인 측 

면에서나 드라마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드라마의 여러 
가지 스타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더러는 상정들이 알레고리와 자리를 바꾸고， 

어떤 곳에서는 낡은 사실주의의 경계에 저는 서 있습니다. < ... > 아마도 저의 
내부에서 혁명이 죽어버렸고， 그것은 영혼 안에서 무엇인가를 분쇄한 듯합니 

다 "12) 

「광장의 왕」은 극작가가 ‘코미싸르훼프스카야 극장’에서 상연되기를 희망했 

지만， 설현되지 않았다. 극작가의 사후인 1923년 티플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동쪽의 여명’은 ‘모스크바 혁명극장’이 블로크의 「람세스J，광장의 왕」 및 「열 

둘」을 메이예르홀드의 연출로 하룻밤에 상연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상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10) ~러시아 드라마 연극~， 95쪽. 

11) 같은 책， 96쪽. 
12) A. 5J1o l<(I 961) C얘'paHHe CO 'lHHeHH.엉 B BOCbMH TOMax, TOM 'leTBëpT때 TeaTp, M.-J1., 

CC. 573-574 (이하 r블로크 전집』으로 표기). 

13) 1922/1923 시즌과 1923/24 시즌에 ‘혁명극장’에서 상연된 공연목록을 보면， M. 마 
르티네의 「밤(H04b)J ， 3. 툴러의 「기계 파괴자들(Pa3pywllTeJlIl Ma뻐H)J 과 「인간-대 

중(니eJlOBe l< -Macca)J ， O. 수호틴과 H. 쉐코토프의 「돈 주안의 귀환(B03BpameHlle lloH 

Jl(yaHa)J , A. 오스트로프스키의 「벌이 좋은 자리 (llOXOllHoe MeCT이 J ， B. 볼켄쉬테인의 

「스파르타쿠스(CnapTal< )J ， A 파이코의 「률리 호수(03epo J1IOJlb)J , B. 카멘스키의 r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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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고리키의 「태양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을 형상화한 두 희곡은 당면성을 상실한 채 지나치게 늦게 상연되었거나 

(r별들에게 J ), 아예 연극무대에서 상연되지 않았던 것이다( r광장의 왕J ). 여기 

서 우리는 일정한 시사점， 즉 당대의 염혹한 검열이나 극장 내부의 문제를 극 

복하지 못한 두 작품이 오히려 「태양의 아이들」보다 1905년 혁명을 훨씬 정 

면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천착하고 있다는 판단과 대변하게 된다. 

3. 체호프 드라마 시학의 흔적 

고작 네 편의 장막극으로 세계 연극사에 불멸의 이틈을 등재한 안톤 체호 

프가 비단 사실주의 극작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 

대로 그의 극작술에는 20세기 중반의 ‘부조리극’에서 조우할 수 있는 특정들 

이 존재하며， 상징을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상징주의 드라마에게도 일정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별들에게」와 「광장의 왕」 그리고 「태양의 아이들」에 

남겨진 극작가 체호프 드라마 시학의 흔적을 살펴보고， 어째서 세 사람의 극 

작가들이 체호프의 극작술에 의지하여 1905년 혁병을 그려내고자 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1. r태양의 아이들」의 인물 형상화와 체호프 드라마 시학 

소설가 체호프는 삼부작 산문인 「상자 속에 든 사나이」에서 자신의 견고한 

성채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으려는 벨리꼬프와 「구즈베리」에서 기만적 

인 지주-귀족의 세계로 편입되어 아집과 편견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니콜라 

이 이바느이치를 형상화한 바 있다. 극작가 체호프의 몇몇 등장인물들도 자신 

의 세계에 유폐된 채 외부세계와 고립되어 살아간다. 

「바냐 외삼촌J 에서 교수직에서 은퇴한 세레브랴코프는 주위사람들과 자발 

적으로 거리를 뭄으로써 고립과 단절을 초래한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익숙 

텐카 라진(CTeHbJ<a Pa3HH)J 등이다 이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yCCKHR co

BeTCKHR TeaTp 1921-1926(975), OTB. pell. A. TpaõcK때， J1., c. 23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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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던 문학의 상아탑을 러시아의 황량한 오지에 재건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처럼 보인다. 이미 황혼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 

은 노년을 공유하고 있는 유모 마리나와 장모 마리야 바실리예브나뿐이다. 생 

의 환희와 약동이 끝나버린 병들고 늙어버린 인간의 아집과 질투가 빚어내는 

고립무원의 상황이 세레브랴코프를 더욱 고독한 세계로 인도한다. 

「세 자매」에서 안드레이의 형상은 더욱 비극적이며 희화적이다. 집안의 기 

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아버지의 사후 봄이 불고， 누이동생들이 경멸하는 

소시민적 취향의 나타샤와 혼인한다. 모스크바 대학교수가 되고자 했던 그는 

나타샤의 정부인 프로토포포프의 비서로 일하게 되며， 아내의 부정을 눈감아 

버린다. 자신의 내면을 귀머거리인 페라폰트나 이제는 술주정뱅이로 전락한 

군의관 체부트이킨에게 토로하는 안드레이는 사랑하는 누이들과 절연된 채 고 

독한 내변의 성채에 스스로를 유폐시킨다. 그리하여 페터 손디에 따르면 「세 

자매」에는 ‘난청의 테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리키의 「태양의 아이들」에서 관객은 이런 형상들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우선 화학자 프로타소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만， 그의 관심은 과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이성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인간 

과 세상을 재단한다. 

오직 이성의 영역에서만 인간은 자유롭고， 오직 이성적일 때에만 그는 인 

간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이성적이라면 그는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인 

간은 이성을 통하여 선량하게 탄생되며， 인식이 없다면 선량하지 않습니다! 

(r고리키 전집~， 317쪽) 

그러기에 프로타소프는 친구이자 화가인 바긴이 자신의 아내 옐레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조차 거의 동요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멜 

라니야의 순수한 열망을 이해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한다. “프로타소프의 냉담 

은 모든 것에서 추적된다. 과학 아내에 대한 태도 멜라니야와 바긴에 대한 자 

세에서도 추적된다. 그의 부드러웅과 선량함은 엄혹하고 파괴적인 현실과 맞닥 

뜨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덮고 있는 갑주다 "14) 

그러기에 화학자가 아무리 들떠서 인류의 미래를 닥관한다 해도 그것은 오직 

자기세계에 갇힌 자가 지니고 있는 관념의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14) ~러시아 드라마 연극~，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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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1 인간들은 삶의 해맑은 원천인 태양의 아이들이야. 태양으로 탄 

생한 우리는 죽음의 어두운 공포를 이겨낼 거야!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이야! 

그것은 우리의 핏속에서 불타고， 그것은 우리 의혹의 망령을 비추면서 자부 

심 넙치면서 불타오르는 생각을 잉태할 거야(~고리키 전집~， 388쪽). 

바긴으로부터 ‘카산드라’라는 별칭을 부여받은 리자는 세상의 잔인함을 끝 

장내고 선행을 하자고 호소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수의사 체푸르노이가 이년 

동안 자신에게 바친 진정한 사랑을 거부해버린다. 외부세계와 단절을 경험하 

고 있는 그녀는 자기 옆을 떠돌고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이 내미는 손을 

매정하게 뿌리침으로써 스스로 유폐의 길을 선택한다. 결국 그녀 역시 프로타 

소프처럼 냉담한 인간이다. 

그런데 「태양의 아이들」에서 주목할 점은 인텔리겐차와 민중 사이에 어떻 

게 해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미래에 대한 전 

망과 확신을 가진 원기 왕성한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고자 하는 옐 

레나의 열망을 둘러싸고 등장인물들은 그림 속에서 민중의 위치를 두고 대화 

한다. 

리자 이런 사람들은 (민중 - 필자) 언니 그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지? 

옐례나 그들은 거기 없을 거야， 리자 ... 

프로타소프 그들은 해조류나 조가비처럼 배 밑바닥에 달라붙을 거야 . 

바긴 그리하여 배가 움직이는 걸 어렵게 할 겁니다 .. 

리자 그들의 운명은 파멸언가요， 옐레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들 

은 파멸해야 하는 건가요? 

옐래나 그들은 이미 죽었어， 리자 ... 

바긴 우리 역시 삶의 시커먼 혼돈 속에 홀로 있는 거라고요 ... 

프로타소프 이보게， 그들은 유기체 속에서 죽어버린 세포들이야 .. 

리자 당신들은 모두 참 잔인해요! 난 당신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 얼 
마나 당신들은 잔인하고 눈이 벌어 있는지.，. (~고리키 전집~， 333쪽) 

「태양의 아이들」에서 인텔리겐차들은 죽어버린 민중， 인류의 진보에 해로운 

존재로서 민중， 나아가 유기체도 되지 못한 채 사멸한 세포로 수용되는 민중 

을 언급한다. 리자가 예외로 보일 테지만， 실제로 그녀는 민중 출신 유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으며 15)， 철물공 예고르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그러므로 고리키의 장막희곡에서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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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갇혀있으며， 특히 민중과 인텔리겐차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대립관 

계가 형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극작가 고리키는 체호프의 인물형상화를 사 

사받았지만， 그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과 지식인 사이의 대립관계를 

날카롭게 드러냄으로써 1905년 혁명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드러냈 

다고 말할 수 있다. 

3.2. r 별들에게 j에서 포착되는 체호프 드라마 시학 

고전 그리스 비극의 시학에서 두드러지는 특정 가운데 하나는 ‘공포와 연 

민’을 자아내는 결정적인 장면을 객석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 

에스뀔로스(Aeschylus)의 〈오레스테스(Orestes)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작품 

인 「아가멤논(Agamerrmon) J 에서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10년 만에 귀환한 아가 

멤논이 클뤼타임네스트라(KJytairrmestra)와 아이기스토스(Aegisthus)에게 살해 

당하는 장면은 무대 전면에서 재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제주 

(察酒)를 바치는 여인들」에서 누이 엘렉트라(Electra)와 공모한 오레스테스가 

친구 필라데스(Pylades)와 힘을 합하여 어머니 클뤼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하는 

장면 역시 관객틀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면모는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 

이디푸스 왕(King Oedipus) J 에서도 그대로 온존된다. 

고전 그리스 비극의 이 런 특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극작가는 셰익스 

피어였다. 영국 연극의 황금기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왕조’를 대표하는 극작가 

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장변들을 관객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를 

테면 이야고의 핍에 빠진 오셀로가 질투에 눈 먼 나머지 데스데모나를 목 졸 

라 살해하는 장면이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숙부를 찔러 죽이고 제 

스스로도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햄릿， 수치심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트루드 

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이 무대의 전면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 셰익스피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지적한 공포와 연민에 기초한 ‘카타르시스 

15) 자신을 어린애 다루듯 대하는 유모에 대하여 리자는 체푸르노이에게 비방하듯 말 

한다. “유모는 30년도 넘게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둔하고 고집이 

세죠 ... 내가 기억하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음악이 언제나 소리를 냈고， 세계의 
뛰어난 생각들이 반짝거렸어요 ... 그런데 유모는 그런 걸로 더욱 선량해지거나 현 
명해지지 않았거든요 리자는 유모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진척도 없이 

고정된 인간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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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arsis)’와는 다른 표상을 가지고 비극에 접근했던 것이다. 이것은 구경거 

리 혹은 오락으로서의 연극에 충실했던 극작가가 고전비극의 시학적 전통에 

담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부터 대략 300년 후 드라마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러시아의 극작가 체 

호프는 셰익스피어가 제기한 새로운 전통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애초 

부터 사건을 찾지 않는 극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나마 현저하게 부 

족한 극적인 사건을 무대의 배면에서 발생하게 함으로써 ‘오락’이나 ‘구경거 

리’로서의 연극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16)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갈매기」 

에서 관객은 트레플료프의 죽음을 무대 위에서 확인하지 못하며， 더욱이 그의 

어머니 아트차지나는 도른의 거짓된 정보를 들음으로써 아들의 자살소식을 

알지 못한 채 무대는 막을 내린다세 자매」에서 투젠바흐와 솔료느이와의 

결투장면과 남작의 죽음 역시 객석에서는 그저 소리와 전달자의 정보제공에 

만 의지해야 한다벚나무 동산」에서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벚나무 

동산의 경매장면은 무대 뒤 어느 곳에선가 진행되며， 객석은 무대에서 전개되 

는 무도회에 정신을 쏟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극작가 체호프는 우리의 삶에 애 

시 당초 결석해 있는 ‘연극성’이나 ‘극적인 사건’을 굳이 무대의 전면이 아니 

라 배변에 위치시킴으로써 드라마의 일상성과 핍진함을 고양하였던 셈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섬을 끄는 대목은 관객의 면전에서 비록 혁명운동이 전개 

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면면들이 

객석에 직접적인 양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하여도 「별들에게」는 강력한 연 

극성과 긴장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혁명운동의 발원지와 멀 

리 떨어진 천문대에서 무대의 사건이 진척됨으로써 ‘저기 (UM)’와 ‘여기 (311eCb) ’ 

사이의 대비효과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관객은 가시적인 무대 위의 사건들뿐 

만 아니라， 그것들과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비가시적인 사건을 각자의 상상력 

으로 재구성하면서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16)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0년 뒤 소련의 혁명적인 극작가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는 소시민적인 체호프의 드라마투르기와 거기서 연원하는 이른바 무대적 환상과 

‘제4의 벽’ 개념에 반대하면서 ‘구경거리’로서의 연극개념을 다시 주장한다. “극장을 

정치적인 슬로건들을 반영하는 투기장으로 생각하는 나는 혁명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성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극장， 그것은 투기장이며， 둘째로 그것 

은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기업， 즉 어떤 경우에도 유쾌한 사회평론적인 투기장이라 

는 점을 나는 무엇보다도 밝히고자 합니다(B ， Ma~KoBcKHß(1955-1959) nOπ'Hoe co6-

paHHe CO 'lHHeHHil, TOM 12, MOC I<Ba, C,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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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니콜라이의 모습을 관객은 단 한번 

도 보지 못한다. 그는 단지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객석에 전달될 뿐이 

다. 이것 또한 극작가 체호프의 드라마 시학의 특징틀 가운데 하나에서 발원 

한다갈매기」에서 아르카지나의 남편이자 콘스탄틴의 아버지이며 이미 고인 

이 된 인물인 트레플료프 「바냐 외삼촌」에서 바냐의 누이동생이자 세레브랴 

코프의 전처이며， 소냐의 친모인 베라 페트로브나세 자매」에서 나타샤의 

정부인 프로토포포프， 베르쉬닌의 아내， 세 자매와 안드레이의 부모벚나무 

동산」에서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죽은 아들과 남편 및 파리에 거주하는 그 

녀의 정부 등을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은 

‘지금’과 ‘여기’에 존재하는 등장인물들의 사유와 행위에 부단히 개입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등장인물처럼 영향력을 행사한다별들에게」에서 혁명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천문학자 테르노프스키의 장남 니콜라이는 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언어와 사유 및 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며， 그 결과 극적인 사건의 진척과 종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3.3. r광장의 왕』에서 만나는 체호프 드라마 시학 

불안과 동요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희곡 r광장의 왕」에서 등장인물들은 

구원을 가져다줄 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조드 

치(건축가)가 창조한，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고대의 아름다운 고수머리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왕의 손은 너무나도 노쇠하여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며， 군중은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는 배를 열렬히 희구한다. 

그들은 배가 정박할 부두와 배를 환영할 불꽃놀이를 위한 탑을 건설한다. 그 

결과 아침부터 멀리서 도끼질 소리가 들려온다. 도끼질 소리는 최후의 파국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줄기차게 들려온다. 희망과 구원을 향한 끝 모를 열망이 

얼마나 강고하게 군중의 내변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다. 

지금 이 도시는 고대의 고상한 이성과 아름다웅의 지배로부터 현세적인 소 

문과 선동 및 상식의 지배로 전이되려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드치와 

광장의 왕， 그리고 조드치의 딸이 전자를 대표하며， 광대와 소문들은 후자를 

대표한다. 조드치의 딸을 사랑하며 조드치에게서 삶의 지침을 얻는 시인은 

양자 사이에서 부단히 동요한다. 시인의 동요는 그 자신의 내적인 결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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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인하지만， 그것은 시대적인 양상으로도 설명된다 17) r광장의 왕」 제 1막 

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보자. 

첫 번께 사람 웃지 마. 나는 상식도， 의지도， 노동도， 조야한 남성의 힘도 

두렵지 않아. 나는 정신 나간 환상， 어리석음， 언젠가 고상한 열망이라 불린 

그것이 두려워. 

두 번째 사람 자네는 종교와 시를 두려워하나? 세상은 오래전에 그것들 

을 딛고 넘어갔지. 세상은 예언자와 시인들을 잊어버렸어 (5). 

실제로 제3막에서 조드치의 딸은 인간들이 망각한 아름다웅과 무구한 청춘 

으로 왕의 부활， 즉 고전적 이상의 갱생을 시도하지만， 군중의 불신으로 야기 

된 정신적인 공황은 그녀의 시도를 무화한다. 결국 두 번째 사람의 입장， 즉 

종교와 시를 경배하지 않고 조드치와 같은 예언자들과 인간영혼의 대변자인 

시인들을 망각한 조야한 현실의 지배가 가시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과 

‘여기’에 함몰된 인간들은 당대적인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는 배가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지치지 않고 도끼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체호프의 「벚나무 동산」에서 우리는 열등한 상혼을 대표하는 로파힌의 조 

급한 열망과 이미 대변하였다. 백과사전에까지 등재된 아름다운 벚나무 동산 

의 기억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 

는 실제현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1861년의 ‘농노해방’을 

아직도 불행으로 생각하는 피르스처럼 19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세기 

의 상업자본가 형상을 보여주는 로파힌은 ‘시간은 금이다’는 격언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지난날은 되부를 수도 없고， 그럴 펼요도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멸한 시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그를 움직이는 동 

인은 어디까지나 ‘지금’과 ‘여기’이며， 따라서 그는 벚나무 동산의 예전 주인들 

이 영지를 떠나기도 전에 일꾼들을 시켜 아름다운 벚나무틀을 벌목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 함몰된 몽상가들을 강력하게 두들겨대는 도끼 

질 소리는 그들을 이런 공간으로부터 확실하게 축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도끼 

17) 이점에 대해서는 B. 부그로프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삶이 가까운 미래에 혁신 

되리라는 기대가 불확실한 미래로 연기되고， 공통의 파토스가 고통스려운 고독으 

로 대체된 1905-1906년의 사회-역사적인 현실의 조건에서 (B. ByrpoB(1979), PyCCKaJl 

Jlp 8.M8. TyprHJ/ KOHC8. XIX - H8.'l8..118. XX BeK8., MocKBa, C. 39)" 시 인은 어 떤 확고한 
신념과 희망을 견지하지 못하고 부단히 동요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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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소리는 다차를 건설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파힌의 현세적 욕망을 부추 

기면서 새로운 희망의 건설을 상정한다. 

시인의 불안과 동요를 망상으로 규정하면서 날카롭게 추궁하는 조드치의 

말에서 시인은 도끼가 자신을 두드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 

끼질 소리를 들으며 조드치는 왕이 다스리는 도시의 항구성을 말한다. 

조드치 불안은 헛된 것임을 알라. 불가능한 것은 생각지도 말라. 바다가 

이 해변을 둘러싸고， 왕이 도시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을 

터이니. 너의 이리저리 떠도는 생각을 제외한다변 (8). 

그러나 시인은 조드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 굴복한다. 조드치 

의 낡은 도끼가 구체적인 현실의 새로운 도끼에게 패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고전적 이상과 미의 세계로부터 현세적인 구원과 희망의 영역으로 이 

동한다. 다차 건설을 위한 도끼질 소리에 화들짝 놀라 떠나가는 길을 재촉하 

는 체호프의 군상들처럼 시인은 구원의 배를 맞이하기 위한 도끼질 소리에 

시나브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은 아름다움과 이상을 뒤로 하고 

‘지금’과 ‘여기’에 시인이 함몰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듭하는 로 

파힌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걸고 아름다운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진공상태를 경험하는 그에게 선뜻 동조하기는 어려운 노릇이기 때문 

이다. 시인은 ‘군중을 위한 폭동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을 노래하는 고독한 자 

가 되라’는 조드치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그는 군중과 합세하여 ‘성대 

한 만남을 준비하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리라는 희망’의 상징인 배의 도래 

와 해방을 선언한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부재하며 기다림에 지친 군중은 

폭동을 일으키고， 시인은 조드치의 딸과 함께 사멸한다. 진선미의 현신인 광 

장의 왕과 조드치의 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시인의 영혼이 정박할 마지막 

지점은 바로 그곳이었다. 

「벚나무 동산」의 피날레 장면은 소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병든 피르스가 벤 

치 위에 꼼짝도 않고 누워 정물화 되고， 무대는 텅 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 

가 들려온다. 소란스럽게 무대를 가득 채웠던 인간들의 욕망과 언어와 춤사위 

와 한숭과 경탄이 모두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소리와 공허뿐이다. 사물과 

소리가 인간세상을 대신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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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의 잔해 위에 모습을 드러낸 조드치는 불변하는 내일의 세계를 말한다.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폭동도 결코 세계와 우주를 동요시킬 수는 없으며， 모 

든 것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다. 무대는 어두워 

지며， 사람들의 모습도 불도 자취를 감춘다 19) 결국 어둠과 소리만이 지배하 

는 세계로 「광장의 왕」은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3.4. 왜 그들은 체호프 드라마 시학에 의지했는가? 

극작가 체호프가 드라마에서 일부러 극적인 사건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널 

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테면 소련의 연극 연구자인 스카프트이모프는 이렇 

게 썼다. “체호프는 사건을 찾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재창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삶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 체호프는 삶의 완성된 드라마를 보았다 "2이 그 

런데 “가장 방대한 경제적 토대로부터 최고도의 이데올로기 형식에 이르기까 

지 인간생활의 모든 외화 (外化) 형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뜻하는 

혁명 "21)을 다루면서 어째서 세 사람의 극작가는 일정하게 체호프의 드라마 

시학에 의지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식인과 소시민들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운 채 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 

려낸 체호프를 고려할 때， 혁명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인간관계와 사회변혁과 

연계되어 있는 희곡의 극작가들이 체호프의 극작술에 의지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내용과 형식은 등가물’이라는 공식이 

18) r 벚나무 동산」의 마지막 장변의 무대지시는 다음과 같다. “마치 하늘에서 나는 것 

같은， 끊어진 현의 가물거리며 구슬픈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정적이 다가온다. 

멀리 동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린다(A ， 4exoB(1961) Co6paHHe 

CO 'lHHeHH셔 B pBeHapIJaTH TOMax, TOM peBJ/Tbllt, nbeCbI 1880-1904, MocKBa, C, 662)," 
19) r 광장의 왕」 마지막 장변의 무대지시는 이렇다. “그(조드치 - 필자)는 궁전의 잔 

해로부터 천천히 내려와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춘다. 파괴의 장면 너머로 더 이상 

단 하나의 불도 남아있지 않다. 군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바다의 파도소리와 합 
류한다(r광장의 왕J ， 60쪽)，" 

20) 3, nanepH뼈(1982) <BOl1peKH BceM I1paBHJ1aκ，> nbeCbI H BOpeBHJ1H !JexoBa, MocKBa, 
c , 109 

21) 게오르크 루카치 (1986) r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 , 조정환 옮김， 동녘， 98 
3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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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수용되고 있지만， 더러는 내용이 형식을， 혹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수용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시민적인 체호프 

의 극작숨을 통하여 세 사람의 극작가가 도달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부표 

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견해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르 

주아 인텔리겐차 출신인 블로크나 안드레예프가 체호프의 극작술에 의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리키가 ‘즈나니예’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러시아의 사회-정치적인 진보에 진력했다 하더라 

도，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혁명적 상황을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극작술로 수 

용할 수 없었던 것은 피 할 수 없는 결과로 생각된다.22) 

혁명이 야기한 무고한 인명의 대량살상과 긍정적인 결과의 완전한 부재는 

이들 극작가들을 출구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들은 암울한 현재에서 어 

떤 탈출구도 찾지 못하며， 끝없는 고통과 번민으로 괴로워한다. 그들은 1905 
년 혁명이 그 어떤 새로운 방향도 구체적인 방향이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 

고 사멸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의 새로 

운 내용을 담을 새로운 형식의 창조 가능성을 대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극작 

가들은 1905년 제 1차 러시아혁명의 궤멸적인 실패와 인텔리겐차의 절망과 좌 

절의 면면들을 체호프에 기대어 드러내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실패한 혁명을 

반추하면서 그들은 매우 친숙하면서도 반성적인 기제로써 체호프의 형식에 

의지하여 혁명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혁명에 대한 

22) 고리키는 러시아 문학에서 체호프가 담지하게 될 새로운 역할을 간파하였다고 A 
하우저는 쓰고 있다: “고리키는 체호프가 러시아 문학에서 맡게 될 결정적인 영향 

을 처음부터 간파했다. 체호프와 더불어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체호프의 스타 

일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도저히 단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리키는 

알아차렸던 것이다(A 하우저(1976)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백닥청 염무웅 공역， 

창작과 비 평 사， 209쪽).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체호프의 드라마투르기에 내재된 어떤 새로움과 매 

력을 지니고 있었고， 바로 그것에 후배 극작가들이 김이 매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하우저는 체호프의 드라마를 인상주의로 규정하면서 드가 

(Degas)의 회화와 비교한다. 달리 말하자변 체호프의 극작술에는 기존의 사실주의 

와는 현저하게 다른 점들이 포착된다. 수많은 상정과 소리 및 사이의 활용， 등장인 

불틀 사이의 대화 불가능성 매우 더디게 친척되거나 혹은 친척되지 않고 멈춰있 

는 무대의 사건들 등등. 이런 극작술 가운데서 몇몇 특정들을 고리키나 블로크， 안 

드레예프는 자신의 희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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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가들의 관점과 입장은 5장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다. 

4. 공간의 의미 

4.1. r태양의 아이들」에 나타난 공간 

「태양의 아이들」에서 공간은 오랜 지주귀족의 저택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 

다. 제 1막과 3막의 공간이 제2막과 4막의 공간이 동일하다고 무대지시는 밝 

힌다. 제 1막과 3막은 프로타소프의 저택 내부의 어떤 방을 보여주는데， 거기 

에는 ‘책장들， 육중하고 고풍스러운 가구， 식탁 위에는 값비싼 서적들이 있으 

며， 벽에는 자연과학자틀의 초상화들이 걸려있다(297). ’ 제 2막의 무대지시는 

다음과 같다. 

오른쪽에 벽과 난간이 딸린 넓은 태라스. 테라스에 식탁 두 개. 마당의 가 

로에서 담장까지는 초록색의 낡은 격자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정원이 

있다(324). 

그러므로 「태양의 아이들」의 공간적 설정은 특히 제4막에서 발생하는 혁명 

적인 상황과 격리된 공간에 거주하는 주인공들의 정황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고 생각된다. 

「태양의 아이들」에서 주인공들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과 분노와 좌절이 

한시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는 세상으로부터 차폐되어 있다. 고리키의 희곡에 

그려져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차폐의 공간에서 우리는 라리오시크의 결 

코 잊히지 않는 대사 “담황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항구(raBaHb C KpeMOBbIMH 

띠TopaMH) "23)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의 붉은 군 

대와 백위군， 미래와 과거 흉포한 민족주의와 고상한 인도주의， 약탈과 살육 

을 동반하는 형제살해의 피비린내 진동하는 피안의 세계와는 전혀 이질적인 

차안의 공간으로 표상되는 ‘항구’에 난파한 ‘배’를 타고 도달했던 라리오시크 

는 혁명의 소용돌이로부터 한 걸음 비켜있는 지주귀족의 저택에 거주하는 고 

리키의 ‘프로타소프들’과 전혀 동일하다. 

23) MllxallJl BYJlraKoB(l99l) nbebl, COCT. J1. BeJl03epCKa.s! -ByJlraKOBa, 11. KOBaJleBa, M., 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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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과 대문으로 ‘소요와 불안과 약탈과 방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 

리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프로타소프의 집은 인텔리겐차들의 보루로서 그림 

과 자연과학의 상아탑이다. 예고르가 프로타소프를 공격하는 지점은 담장 근 

처이되， 봉기한 민중과 예고르는 끝내 이 집을 범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태 

양의 아이들」은 여기와 저기 차안과 피안 안온한 항구와 노호하는 바다의 

대립적인 공간을 기본적인 뼈대로 삼아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프로타소프의 저택 한 모퉁이에서 거주하는 철물공 예고르 내외의 

공간은 인텔리겐차들의 공간과 차별되어 있다. 스스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349) 말하는 예고르의 집에는 콜레라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결코 프로타소프 

의 거주지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지 못한다. 이 장변에서 다시 콜레라가 도는 

민중의 거주지인 ‘저기’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텔리겐차의 공간 

인 ‘여기’가 대립적인 공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4.2. r 별들에게 j에 그려져 있는 곰간 

안드레예프의 희곡 「별들에게」의 공간적 배경은 시종일관 산악지대에 위치 

한 천문대의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다.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그러하듯 극작가 

는 매우 상세하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제 1막의 무대지시에서 특징적인 것 

은 엄격하고도 소박한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방 

은 식당 비슷한 큰 방으로 하쌓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다. 몇 점의 판화가 

있다. 천문학자들의 초상화와 예수를 가리키는 벌에 인도되는 점성술사들. 도 

서관과 테르노프스키의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45) ，" 산악지대의 눈보라가 울 

부짖는 한겨울 밤중에 이런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여기’와 거리를 두고 있 

는 ‘저기’를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특히 혁명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맏 

아들 니콜라이와 약혼자 마루샤， 그리고 딸 안나 내외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 

리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저기’에 대한 상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인나 저기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하면 영혼이 피범벅 되곤 

하죠. 맙소사! 

쥐토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언나 싸운다고요! 당선은 참 편하게 이야기하는군요. 당신에게는 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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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군요. 하지만 나한텐 아이들이 있어요! 숲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니 

고， 토끼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 

룬쓰 (움직이면서). 아마 A-f7/선 이미 완전한 승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7/엔 이미 새로운 세계가 낡은 것의 폐허 위에 있을지도 볼라요(46， 

이탤릭 - 팔자). 

「별틀에게」에서 자주 반복되는 ‘저기’의 모티프는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거대한 사회-정치적인 변혁운동의 진행과 그것에 끝없이 관심 

을 보이는 무대의 동장인물들 사이의 연관을 강조한다. 인나 뿐 아니라， 이제 

겨우 열여닮 살이 된 페차 역시 ‘저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저기서는 그 

토록 위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 (52)" 또한 혁명이나 사회변혁과 

같은 지상의 일들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천문학자 테르노프스키까 

지도 ‘여기’와 대립적인 개념의 ‘저기’를 말한다. “정말로 저쪽에서는 여전히 

죽이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저기에는 여전히 감옥이 있는 것일까?(58)"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기의 개념은 저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단다. 여기에는 별들이 있잖아 

(88)." 죽음과 고통 및 투쟁의 ‘저기’와 별들이 지배하는 평화와 안락의 세계 

인 ‘여기’ 사이의 심연은 참으로 깊다는 인상이 생겨난다. 결국 「태양의 아이 

들」과 마찬가지로 「별들에게」 역시 천문대와 혁명운동이 발발한 도시， 여기와 

저기， 차안과 피안의 대립적인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별들에게」에서 니콜라이는 관객에게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 

므로 그가 참여하고 있는 혁명운동의 실상과 진행과정 및 그 후의 이야기들 

은 다른 등장인물들， 예컨대 그의 약혼자 마루샤나 누이동생 안나 내외 혹은 

다가올 새로운 혁명세력의 주체인 노동자 트레이치 등의 언어를 통해서 객석 

에 전달된다. 더욱이 이곳은 혁명운동이 발발한 도시의 공간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는 천문대가 위치한 산악지방이며， 따라서 지상의 존재나 이야기들보 

다 천상의 주인인 별들과 천체 혹은 그들의 대화가 더 잘 들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안드레예프는 소용돌이치는 혁명운동의 양상전체와 참여자들 

의 변모를 약여하게 그려냄으로써 드라마의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배치한 

다. 

테르노프스키는 언제나 별이 빛나는 천상의 공간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의 

흉중에 위치하는 니콜라이의 운명 전반에 대한 고통스러운 섬려는 지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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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제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무도 

멀리， 너무도 완전하게 격리된 공간 속에서 등장인물 모두가 고뇌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와 개인적 의식 사이의 괴리에서 당대 인텔리겐차들의 혁명에 대 

한 사유의 일단을 엿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3. r광장의 왕」에서 만나는 통합의 공간 

「태양의 아이들」과 「별들에게」가 대립적인 공간에 의지하고 있다면광장 

의 왕」에서 공간은 단일한 질료로 이루어진 통합의 공간， 즉 ‘광장’에 기초한 

다. 

도시의 광장. 뒷부분을 높고 넓은 테라스가 딸린 궁전의 하얀 정면이 차지하고 있 

다. 육중한 옥좌 위에 거대한 왕이 자리하고 있다( r광장의 왕J ， 23).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이 광장에서 드라마의 사건들은 전개된다. 구 

원을 태우고 올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변에서 올려다보는 곳도， 그 ‘배’ 

를 맞이하기 위하여 부두를 건설하는 도끼질 소리가 들려오는 곳도， 젊은이와 

처녀가 헛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간도， 구원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자리도， 노란 먼지구름이 일고， 자욱한 먼지 속에서 작고 빨간 ‘소문 

들(CJlYXH)’이 뛰어다니는 곳도， 조드치와의 대화로 지쳐버린 시인을 위로하는 

조드치의 딸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도 바로 이 광장이다. 

왕의 건재함과 새로운 질서와 구원의 배를 둘러싸고 동요하는 군중들의 목 

소리들이 춤을 추는 곳도， 상식의 이름으로 군중을 선동하는 ‘광대’의 소란스 

런 단문들과 장려한 의상이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곳도， ‘배’를 맞이하러 몰려 

나가는 군중의 확자함이 느닷없는 공허함과 대변하는 공간도， 마지막 구원 가 

능성을 두고 조드치와 대결함으로써 파멸로 치달아 가는 시인의 어리석음과 

주저가 음울한 그림자를 던지는 곳도 광장이다. 조드치의 딸이 마지막으로 시 

인을 끌어안고 작별을 고하며 들어서는 곳도， 검은 옷의 인간이 피와 파멸의 

보복을 선동하는 공간도， 조드치의 딸이 왕의 부활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 

는 최후의 공간도， 왕과 시인과 조드치의 딸이 소멸되는 종국의 공간도 바로 

여기 광장이다. 

그리하여 블로크의 ‘광장’은 고대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인간의 덕성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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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소멸되는 ‘무’의 공간이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이 깎아지른 단애에 

부딪쳐 하늘로 솟구치지도， 지상으로 도달하지도 못한 채 허공중에 사라져버 

리는 공간으로서의 광장이다광장의 왕」에서 최후의 광장은 열려있으되， 그 

것은 모든 것이 사멸해버린 죽음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혁명의 뒤안길을 찬찬 

히 밟아나간 시인의 눈길은 1905년 러시아 혁명이 남기고 간 살육과 파괴의 

자취를 그렇게 포착하고 있었다. 

5. 혁명을 바라보는 극작가들의 비극적인 시선 

5.1. r태양의 아이들」에서 표출된 민중과 인탤리겐차의 대립과 비극성 

한편에서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혁명운동이 발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 

학의 위대한 성취와 아름다움에 대한 열광이 자리한다. 수위와 유모， 하녀， 술 

취한 노동자들의 형상이 무대 한쪽 회랑을 지나가며， 다른 한쪽의 회랑에는 

화학자와 화가， 수의사 등의 인텔리겐차 무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들은 작품의 첫머리부터 갈등양상을 보인다. 희곡에서 인텔리겐차를 대표하는 

프로타소프와 민중을 대표하는 예고르 사이의 대립을 보자. 예고르가 아내를 

구타하는 문제에 대하여 프로타소프가 이의를 제기한다. 

프로타소프 어째서 당신들은 그렇게 싸움질하는 겁니까? 그건 짐승들이 

나 할 짓이에요， 예고르.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라고요.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 

예고르 (미소 지으며). 내가 말이오? 

프로타소프 그렇습니다! 

예고르 나리! 하지만 당선은 먼저 물어보아야 했어요. 왜 내가 그 여자를 

때리는지? 

프로타소프 때려선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때려서도， 때릴 수도 없는 

겁니다 ... 

예고르 앞으로도 난 그 여잘 때릴 거요. 바람 앞에 풀이 그런 것처럼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난 그 여잘 때릴 겁니다!(301-302) 

아내를 악마로 규정하고 시시때때로 구타하는 예고르는 아내를 자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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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런데 고상한 이상과 아름다움， 놀라운 과학적 발전을 열망하는， 하 

녀 루샤의 말에 따르면 “나리 같지 않을 만큼 상냥한(367)" 프로타소프는 예 

고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선량함은 민중 예고르의 삶에 대한 완벽 

한 무지에서 출발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민중에 대한 이런 표상을 

여타의 인텔리겐차들도 공유함으로써 「태양의 아이들」은 인텔리겐차와 민중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드러낸다. 

그런데 1905년 7월 14일자 『오데싸 소식 (O~eCCKHe HOBOCTH)~은 고리키의 희 

곡에 등장하는 인텔리겐차들을 ‘태양의 아이들’로， 인민대중을 ‘대지의 아이들’ 

로 해석하여 평가한다. “태양의 아이들은 좋은 의미에서 이성과 영혼이 뛰어 

난 사람들이다 ... 그들은 과학자， 시인， 예술가 및 모든 고양된 것의 인간들이 

다 ... 그들의 모든 활동이 아무리 고상하다해도 대중에게는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태양의 아이들과 대지의 아이들 사이에는 소원함이 존재한다 ... 태 

양의 아이들은 이상의 영원한 빛에 눈이 먼 것처럼， 생각에 삼켜진 것처럼 저 

아래쪽에 거주하는 자들의 곤궁의 본질을 포착할 수가 없다껑) r 태양의 아이 

들」에서 민중과 인텔리겐차는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 

들은 상호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태양의 아이들」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태양의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희곡에 태양의 아이들은 없으며， 작가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반박한다. 희곡의 주요한 테마와 사유는 인텔리겐차와 민 

중 사이의 비극적인 단절에는 양자 공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정) 

「태양의 아이들」에서 바긴의 죽음은 일화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토대에는 

자신의 비극적인 종말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완의 예언자 형상으로 그려진 현 

대의 ‘카산드라’ 리자가 자리한다. 프로타소프， 옐레나， 그리고 리자는 동시대 

의 세상과 습속과 절연된 자발적인 유폐의 공간에 고독하게 거주한다 그런 

견고한 성채의 일각을 강고하게 고수하는 리자의 냉담함이 종당에 불러오는 

바긴의 자발적인 죽음은 예고르와 프로타소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관계의 

근경(近景)을 이루면서 희곡의 비극적인 음조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태양의 

아이들」에서 우리는 러시아 민중에 대한 극작가 고리키의 회의적인 평가와 

맹렬하게 조우한다. 학대받고 억압받은 무지몽매하며 폭력적인 민중의 아들 

24) r고리키 전집~， 653쪽. 

25) ~러시아 드라마 연극~，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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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르의 비극적인 형상에서 고리키는 더 이상 러시아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이루어 

진 고리키의 풍요로운 드라마 창작， 예컨대 「별장 사람들(lla'lHHKH)J (1904) , r 태양 

의 아이들J，야만인들(5apõapμ)J (1 905) ， r 적들(5pam)J (1 906)과 장편소설 『어머 

니~ (1906) 사이의 그토록 현저한 이념적인 간극은 매우 흥미롭다) . 

5.2. r 별들에게」에서 포착되는 비희극성 

「별들에게」는 지상과 천상， 혹은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지금’과 ‘여 

기’에 대응하는 ‘영원성’ 등의 대립적인 개념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충돌은 세대의 갈등 양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다. 전자는 혁명운동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아들세대가， 후자는 그것과 무관하게 하늘의 별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버지 세대가 담지한다. 특히 안나와 베르호프쩨프 내외와 테르노프스 

키 사이의 대화는 긴장과 충돌로 두드러진다. 

세르게이 여기 서명이 보이지 (천문대의 박공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야， 

‘이것은 우라니아의 사원이다 덧없는 변뇌를 던져라! 저급한 지상은 여기에 
서 무시되리니， 여기서부터 별들에게로 나아가리다.’ 

빼트호프째프 그런가요.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덧없는 번뇌는 무엇입 

니까? 여기 제 다리는 파편 때문에 뼈까지 긁어냈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이 

것도 덧없는 번뇌인가요? 

안나. 물론이죠. 

세르게이 그렇다네. 죽음， 부당함， 불행， 지상의 모든 검은 그림자들， 바로 

그것이 덧없는 번뇌들이지. 

빼르호프쩨프 그렇다면 내일 새로운 나폴레옹，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 

쇠로 된 주먹으로 전 세계를 쥐어싼다고 해도 그 또한 덧없는 번뇌입니까? 

쩌르게이 그렇지 ... 난 그리 생각한다네 (6). 

아들세대가 지금 치열하게 사유하고 충돌하는 모든 지상적인 것을 덧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테르노프스키는 천상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 

러므로 아들세대가 혁명운동에 부여하는 현재적 당위성은 지상의 저급한 번 

뇌를 무시하고 별들에게로 나아가려는 아버지 세대의 영원성 추구와 지속적 

으로 갈등-반목한다. 그러나 피날레에서 양자의 대표자인 마루샤와 테르노프 

스키는 대립과 항쟁이 아니라， 조화와 화해를 통하여 서로 손을 맞잡는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바라보는 셰 가지 시선 

세르게이 너의 영혼은 영원성의 아들이 제의를 완수하는 제단일 따름이 

다. (별들에게 손을 뻗는다). 너에게 인사하노니， 나의 알지 못하는， 나의 멀 

리 있는 벗이여! 

마루샤 저는 가겠어요. 저는 니콜라이가 남긴 것， 그의 생각， 그의 예민한 

사랑， 그의 부드러움을 보물처럼 간직할 거예요. 또 다시 그를 나의 내부에 

서 죽도록 할 겁니다. 나는 그의 순수하고 무구한 영혼을 지상 저 높은 곳으 

로 가지고 가겠어요. 

세르게이 (별들에게 손을 뻗는다). 너에게 인사한다. 나의 멸리 있는， 나의 

알지 못하는 벗이여! 

마루샤 (지상에게 손을 뻗친다). 너에게 인사하노니， 나의 사랑스러운， 나 

의 고통 받는 형제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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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성의 아들에게 죽음이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피력하면서 세트게이 

는 니콜라이가 마루샤와 페차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살아있음을 확언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순교자 니콜라이를 매개로 하여 천상의 대표자와 지상의 대 

표자는 각자의 길을 떠나되 거기에는 더 이상 화해 불가능한 갈등과 반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에 노정된 강력한 비극성이 어 

느 정도 희석된 ‘비희극(TparHKOMelUl$l )’26)의 분위기를 「별들에게」서 조우할 수 

있다. 

5.3. r광장의 왕」에서 드러나는 비극성 

우울하고 구슬픈 희곡 「가설극장(5aJlaraH'IHK) J 의 피에로보다 한층 더 어둡 

게 세상과 만나는 「광장의 왕」의 시인은 조드치에게서도， 그가 사랑하는 ‘아 

름다움의 정화’인 조드치의 딸에게서도， 고전적인 질서와 권력의 상징체계인 

‘고수머리의 왕’에게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시인 사람들은 당선을 마법사라 부르지요. 당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26)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비희극’의 개념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의미는 ‘상대성’ 
이다. “비희극의 근저에는 일정한 비희극적 세계감촉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삶에 현존하는 규범들의 상대성에 대한 감정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KpBTKaJI }]Y

TepBTypHBJI 3HUYKJ10neI1YJI(J972J, Pell. A. Cyp l<OB, TOM 7, MOC l< Ba, C.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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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드치 작은 소문들이 너희들을 파멸시킬 것이로다. 그것들은 메마르고 

노란 먼지 속에서 태어났으며， 먼지와 더불어 폭동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 

간다. 하늘의 뇌우가 내려와 먼지를 가라앉히변 너희들도 먼지와 더불어 사 

멸할 것이야. 

시언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지혜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오만하고 늙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요. 

조드치 만일 내가 자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넨 날 만나지 못했을 걸 

세 (18). 

조드치는 시인에게 군중에게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군중을 위한 폭동의 노 

래를 부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밤과 더불어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고 

독한 자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시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다. 그는 지금 군중들과 함께 동요하고 있으며， 행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배가 

도착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청춘으로 고전적 이 

성의 화신인 광장의 왕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조드치의 딸과 과거에 함몰된 

채 개인의 사랑에 탐닉하고 끝없이 동요하는 시인 사이의 심연은 메워질 수 

없다. 

시인의 종국적인 설패의 배후에는 “상식을 구현하며， 삶의 도덕적 형식들 

가운데 매우 속물적이고 보수적인 형식의 담지자인”긴) 광대(I1IYT)와 속물근성 

의 대표적인 계급인 소시민을 은유하는 ‘소문들(C.nyxH)’이 자리한다. “소문들 

역시 사유와 생활에서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계층의 탄생이며， 강력한 간상 

균처럼 극서들은 영혼으로 침투하고， 혼란과 소동을 가져오며 도시를 파괴로 

몰고 간다."28) 신천옹처럼 천상을 날아다녔던 시인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보여 

주는 어리석음과 나약함，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한 어느 상정주의 시인의 경고 

는29) r 광장의 왕」에 등장하는 시인에게도 적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조드치의 딸의 시도는 파멸 

과 패배로 귀착되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의 죽음을 동반한다. 여기서 죽음은 

27) ~러시아 드라마 연극~， 104쪽. 
28) 같은 곳. 
29) r선천옹(L ’ Albatros)J 에서 C 보들레르는 천상에서 추방된 시인의 고단한 운명을 

노래한다. “시인도 구름의 왕자와 같아서/ 폭풍우를 다스리고 사수(射手)를 비웃지 

만/ 야유소리 들끓는 지상으로 추방되니/ 거대한 그 날개는/ 오히려 걷기에 거추장 

스러울 뿐(보들레르(1997) ~악의 꽃들~， 김인환 옮김， 서문당， 26-27쪽)." 



파괴의 형식과 조우한다. 

바로 그 순간 격분한 군중이 시인의 뒤를 따라 계단으로 쏟아져 나온다. 

아래에서 기둥틀이 흔들린다. 고함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들. 왕， 시인， 조드치 

의 딸， 그리고 민중의 일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테라스가 무너진다. 

햇불의 붉은 빛 속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찾으면서 아래에서 뛰어다니는 것 

이 보인다. 그들은 망토의 돌 파편과 몽통의 조각， 돌로 된 손을 들어올린다. 

공포에 질린 고함소리가 들린다. “동상이다! 돌로 된 우상이야! 왕은 어디 

있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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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드치가 피날레에서 단언하는 조화로운 시공간 ‘내일’에는 시인도， 조 

드치의 딸도， 광장의 왕도， 이 세상을 떠난 민중도 존재하지 않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장의 왕j 에 내재된 공허함과 비극성의 근저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5.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리키나 안드레예프 블로크 모두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 실패를 독서하였으며， 혁명의 결과에 크게 절망하였다. 고리키는 인 

텔리겐차와 민중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심연과 거리를 느꼈으며， 그 이후의 

몇몇 드라마 창작에서는 인텔리와 민중의 운명에 대한 사유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희곡들을 창작한다. 이를테면 「야만인들」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텔리 

겐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소시민으로 전화되어 

가는 지이며적들」에서는 인텔리겐차와 민중 사이의 심연을 가깝게 하려는 

최소한도의 시도도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고리키에게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실패는 개인적인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색하였던 사회-정치적인 출 

구 또한 비극적으로 봉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드레예프는 희곡 「사바」에서 무정부주의자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드라마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만， 그의 희곡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낙 

관적인 결말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인간의 일생」 

에서 그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드라마로부터 매우 관념적이고 실험적 

인 드라마 창조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블로크 역시 서정적인 드라 

마 삼부작을 통하여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을 실행해나가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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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시인의 형상을 다각도로 마무리한다. 사랑하는 여인 콜롬비나를 아를 

레킨에게 빼앗기는 「가설극장」의 어리숙한 피에로에서 「광장의 왕」에 등장하 

는， 확고한 신념이나 지향도 없이 좌고우면하는 우유부단한 시인으로， 그리하 

여 종국에는 「미지의 여인」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여인이 천상에서 지 

상으로 하강했음에도 그녀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존재로 

시인은 전화되는 것이다.3이 

그틀의 일생은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1905년 혁명의 외상(外傷)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만큼 주저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카프리 섬에서 

오래도록 방황하는 고리키나， 10월혁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명지 

핀란드에서 젊은 나이로 절명하는 안드레예프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적지 않다. 고리키가 주도하였던 ‘세계문학출판사’에서 혁명의 일각을 

떠받치고， ‘페트로그라드 볼쇼이 드라마극장’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블 

로크이지만， 그의 동요는 장시 「열둘」에서 현저하게 포착된다. 엄청난 전변이 

몰고 온 사회·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극작가들의 입장과 자세에는 천재적인 

혁명가， 이를테변 레닌이나 트로츠키의 그것들과는 현저하게 대비되는 차별성 

이 엄존하였던 것이다. 결국 인민대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정치적인 변동의 

몫은 혁명가에게， 그런 변동의 인과관계와 평가는 역사가에게， 그리고 격변의 

와중에서 포착되는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양상은 시인과 극작가의 몫인 

셈이다. 시간이 흘러 이제 몇 세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나간 시간과 공 

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헤아리면서 그것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두루 살펌 

으로써 다가올 날들을 예비한다는 강력한 지향의 깃발을 들어올리려 하는 것 

이다. 

30) 서정적 삼부작에 둥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로크의 지적은 홍미롭다: “「가설극장」 
에서 희화적으로 실패한 피에로광장의 왕」에서 도덕적으로 허약한 시인미지 

의 여인」에서 공상에 장기고 만취하여 자신의 열망을 못보고 지나치는 또 다른 시 

인 - 이 모두는 한 인간 영혼의 서로 다른 측면들일 따름이다(T. PO띠Ha (l972) 

AßeKcaHPP DßOK H pyCCKHD TeaTp Ha~aπ'a XX BeKa, MO CI< Ba, c. 126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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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Ne 

TpH TOQKH 3peHH~ Ha pyCCKylO peBO~IOQHIO 1905-ro~a: 

M. fOPHKHA, )1. AH~peeB ， A. B~OK 

KHN, f lO-3oHr 

PyccKa.ll peBOJlJOU깨 1905-rOlla Õ에na .lIBneHHeM, KOTOpOe OKa3anO OrpOMHOe H 

TparW-IeCKOe B.IU쩌HHe Ha pyCCKHX nHCaTene찌. M. rOpbK때 H JI. AHllpeeB, ytlaCTBO

BaBillHe B ‘3HaHHH’, 110 peBOJlJOUHH 3a}lyManH OIlHy nbecy 0 aCTpOHOMe, HO HX 3a

Mblcen He yllanC .lI. nocne nOpa:l<eHH.lI peBOÆOUHH rOpbKH꺼 HanHcan nbecy <neTH 

conHua>, B KOTOp。꺼 repOH H repOHHH H3 Cpellbl HHTeπ짜~reHUHH ， He nOHHMa.ll Ha

pOlla, :l<HByT OTlIenbHO OT HHX. ABTOp nbeCbl nOKa3an TparHtleCKHfi pa3pblB Me:l<llY 

HHTennHreHUHefi H HapolloM. B IlpaMe <K 3Be31laM> onpellenëHHO 1l0Ka3aHO, tlT。

HaXOIlHTC.lI KOH~nHKT Me:l<llY ‘TaM’ R ‘31leCb’, ‘BetlHOCTblO’ R ‘3eMnefi’ B MHpe Ile꺼

CTBylOillHX 지HU. Ho TparHtlHOCTb B IlpaMe AHllpeeBa He TaK CHnbHa, KaK B IlpaMe 

rOpbKoro. JIHpHtleCKa.ll IlpaMa 5nOKa <KOpOnb Ha nnOll\allH> lln.lI TOrO, tlTOÕbI n03T 

He TOtlHO nOHHMaeT CBOH 3allatlH lln.lI HapollHo꺼 MaCCbI. KaK nbepO B <5anaraHtlHKe> 

H n03T B <He3HaKOMKe>, n03T B 3TOM npoH3BelleHI깨 nHm강H CBOerO COÕCTBeHHOrO 

xapaKTepa H B03MO:l<HOCTH Iln .ll nOKO.ll H CtlaCTb.ll HapOlla. 

3TH IlpaMaTyprH Bocnonb30BanHCb IlpaMaTyprHeη A. 니eXOBa ， KOTOpblfi CtlHTaeTC.lI 

Mell\aHCKHM IlpaMaTyproM C ollHofi CTOpOHbl, HOBblM IlpaMaTyproM Iln .ll HOBoro no

KOneHH.lI C Ilpyroα. HaCTO.lllI\a.ll paÕOTa nOCB.lIlI\eHa H3ytleHH.lIM TOtlKH 3peHH.lI Ha 

pyCCKylO peBOnlOUHIO 1905-rOlla y IlpaMaTyproB, KaK M. rOpbKOrO, JI. AHllpeeBa, H 

A. 5nOKa. B pe3ynTaTe, .51 HallelOCb, tlTO CMblCn npo미ellmero H HaCTO.lllI\erO B Hamefi 

:l<H3HH TOtlHO nOH.lITeH, tlTO BOnpOC H 3allatla HHTennHreHUHH B ÕYIlYlI\eM YllatlHO 

ÕYIlYT pa3pemeH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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