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노드라마의 빛과 그렴자: 

솔로구프와 예브래이노프의 극장 

1. 논의의 전제: 모더니즘의 ‘소동’의 콘텍스트와 

바채슬라프 이바노프의 ‘집단극장’ 

차 지 원* 

출코프(r. 4YJlKOB)가 제기한 ‘소통적 극장 체계 (KOMMYH씨(aTHBHa~ TeaTpaJlhHa~ 

CHCTeMa)’의 요구는 아마도 20세기 러시아 극장에서 모더니즘의 ‘신극장(HOBbIH 

TeaTp)’의 모색의 움직임과 함께 대두된 무대와 관객의 소통， 능동적인 상호작 

용의 문제라는 초미의 미학적 화두에 대한 한 표현일 것이다. 

20세기 극장의 새로운 개혁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있어 ‘소통’이라는 화두의 

보편성은， 한편 모더니즘과 신극장의 주창자들이 반대한 고전적 사실주의 극 

장의 옹호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연극’을 주장하며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활성화’하고 ‘관객에 대한 능동적인 영향을 줄 것’을 극장의 역할 

로 이해함으로써 (repac씨。B 1987, 482) , 극장의 미학적 기능에 있어 사실상 모 

더니즘과 동일한 문제의식의 지평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즉， 

극장에서의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은 모더니즘의 새로운 극장 개념을 넘어 보 

다 폭넓게，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극장의 보편적인 과제로 인식되 

어 있었다 

한편， 두 세기의 경계에 걸친 모더니즘의 태동 시기에 신극장의 웅직임， 그 

리고 더불어 사실주의 극장의 개혁의 요구 속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이러한 

‘소통’， 무대와 관객의 상호 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또한 공통적으로 관객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사실주의 극장이나 신극장의 주창자들이나 모두 예 

술적 전언의 생성에 있어 기존의 극장에서 소외되었던 또 하나의 주체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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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존재에 주목하였으며 극장의 예술적 창조는 관객의 역할이 고려될 때 

비로소 완전한 것이라 믿었다. 물론 이 시기 태동되고 있는 미적 창조에 있어 

관객의 능동성에 대한 생각들이 이후 수용미학과 프라그 학파의 연극론이 개 

진하고 있는 미학적 창조의 적극적 주체로서의 관객의 개념， 즉， 연극적 발화 

에 본질적인 대화성과 다성성(多聲性)을 전제하게 하는 의미적 대화자로서의 

관객의 개념과 같이 정 립된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초 대두된 극장 개혁의 요 

구 하에서 새로운 미학적 계기로서 관객의 발견은 그 맹아라 할 것이다. 

‘소통’의 문제의식은 사실주의 극장과 모더니즘 극장 양자 모두에서 무엇보 

다도 무대에서 생산되는 예술 전언에 대한 체험에 있어 일종의 이념적 공동체 

를 이룩하려는 지향으로 표출되면서 이 시기 나타나는 극장 일반에 강제된 일 

종의 문화적 잠재의식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기된 ‘소 

풍’의 문제에 대한 첨예한 모색 그리고 이후 발전된 예술적 창조의 동등한 주 

체로서의 수용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공헌의 자취는 수동적 수용자로서의 관 

객의 역할을 전복시켜 또 하나의 주체로서 등극시킨 모더니즘과 신극장의 주 

창자들의 노력에서 보다 선명해 보인다. 여기서 사실주의 극장과 모더니즘 극 

장은 그 실제 해법에 있어 대립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또한 흥미롭다. 

사실주의 극장에서는 스타니슬랍스키 (K. C. CTaHHCnaBCI이씨)가 제안한 ‘제 4 
의 벽 (~eTBëpTa~ CTeHa)’과 ‘체험 (nepell<HBaHHe) ’ 개념과 더불어， ‘소통’의 문제를 

무대에서 사회적 물적 현실을 추호의 왜곡 없는 철저한 반영이라는 사실주의 

본래의 미메시스 이념의 완벽한 실현 현실의 환상 창출을 통해 해결하려 하 

면서 극적 현실로부터 관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 모더니즘 극장의 

해석에서 주목되는 국변은 오히려 사실주의의 ‘제 4의 벽’이 노정하는 해결안 

에 대한 역(젠)이라 할 만한 것으로 관객의 미적 창조에서의 능동적인 역할 

과 극 행위에 대한 직접적 참여에 대한 생각이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제 4의 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으로서 무대와 객 

석 사이의 경계， ‘각광 파괴’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상정주의 극장으로부터 

메이에르홀드(B. 3. Mefiepxonhn) 예브레이노프(H. H. EBpeHHoB) 등의 포스트상 

징주의 (nOCTCHMBonH3M) 극장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 전반이 열렬히 호응한 사 

실이 보여주듯이， 신극장이 무대와 관객의 ‘소통’을 위해 제안한 미적 창조에 

대한 공동 참여의 해법의 핵심은 창조의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모더니즘은 무대와 관객의 소통의 문제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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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대로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더니즘 극장이 말하는 미적 체험에 대 

한 일종의 정신적 공동체의 창출이라는 이념적 지향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 

각광을 없애거나 배우들로 하여금 각광을 넘어서게 하고 극 진행에 관객의 

반웅을 포함시키는 등의 실제 연극적 시도들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의미 양 

자에서 모두 실현된 ‘각광 파괴’의 구상인 셈이다. 

모더니즘 신극장의 미학적 구조를 정향짓고 있는 무대와 관객의 긴밀한 연 

관， ‘소통’의 콘텍스트는 우연한 것이 아님을 간과할 수 없다. 

정신적 합일에 의한 무대와 관객의 소통의 이데아 뒤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모더니즘 예술의 거대 패러다임인 ‘생예술’ 기획이다. ‘집단 극장’이 내세우는 

완전한 ‘소통’에 대한 의지는 삶과 예술의 합일이라는 ‘생예술’ 기획의 성취와 

직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단일의식에 의해 스스로 창조적 주체와 다 

름없는 위치에 올라서는 관객， 수동적 관찰자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나서는 관 

객의 능동성에 의해 무대의 행위는 예술적 재현이 아니라 실제 사건 혹은 현 

존이 되기 때문이다. 미적 사건을 현실로 만드는 ‘완전한’ 미적 ‘소통’은 ‘생예 

술’ 기획을 통해 당대 인간 실존의 문제 동시대 인간이 상실한 삶의 총체성 

을 복원하고 펼적한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여 파편화된 사회에 문화적이고 

이념적인 통일성을 부양할 존재론적인 전일성의 감정으로 전이될 것이다. 결 

국 모더니즘 극장의 이상인 ‘집단 극장’과 신비극， ‘생예술’ 기획， 그리고 위기 

에 선 당대 인간 실존의 문제로 증폭되는 ‘소통’의 콘텍스트는 이 시기 신극 

장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미학적 설마리였던 것이다. 

모더니즘은 고대 비극의 기원인 종교 숭배극(peJJH대03HO-KYJJbTOBOe lleRcTBHe) , 

혹은 제의극(pHTyaJJbHOe lleRcTBHe)이 전제하는 창조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불 

가능성에서 이러한 ‘각광 파괴’의 가능성， 무대와 관객이라는 두 미학적 창조 

주체의 상호 괴리 혹은 소외 없는 공동의 미적 체험의 실현 가능성을 발견한 

다. 바체슬라프 이바노프(B5I'1. 뼈aHOB)가 출코프 둥과 함께 주도한 신비극과 

‘집단극장(COÓOpH뼈 TeaTp)’에 대한 구상은 바로 이러한 모더니즘 극장의 예술 

적 ‘소통’의 이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모더니즘 극장이 구상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지우려는 ‘소통’의 콘텍스트 

는 그야말로 이바노프의 ‘집단극장’의 모든 맥락에 편재하는 미학적 정언명령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바노프가 정립한 신비극과 ‘집단극장’ 프로그램 

의 주요 개념들， 즉 집단제식 (CoóopHoe lleαCTB이， 가면， 합창， 디오니소스 제 

의 (마iOHHCOBO lleRcTB이 디 튀 람브(ll때HpaMó)와 정 화/카타르시 스(0'1뻐eHHe)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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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관객과 무대， 행위의 주체와 객체의 ‘소통’의 실현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각광 파괴의 정언 명령 ‘소통’의 콘텍스트 하에서 집단극장이 이바노프가 

정식화한 바 ‘단일감정 (eZUIHO'lYBCTBHe)’과 ‘단일사고(e띠HOMbICJIHe)’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 ‘소통’의 가장 이상적이며 적극적인 대안은 관객이 극의 정신 

적 이념에 어떤 괴리도 없이 합일될 것 다시 말해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극 

적 전언이 어떤 훼손이나 곡해 없이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완전한’ 

‘소통’의 안(案)이 었다. 

그러나 ‘소통’의 가장 완전한 대안인 ‘집단극장’은 사실상 신극장의 미학적 

시도들이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던 시기 1906-1908년경 이미 그 종말을 선고 

받는다.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와 더불어 신비극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벨르이 

(A. BeJI뼈)는 스스로 ‘당대 극장이 재림 (npHme，llCTBHe)없이 아포칼립스의 운명 

에 처해 있다’는 것 (BeJIbIl1 1994a. 38) 그것은 ‘성극(CB~meHHO，lleficTBHe)’이 아니 

라 ‘성극의 환상’일 뿐이라(5eJIbl꺼 1994a, 43) 고백한다. 알렉산드르 블록 역시 
자신의 드라마 「발라간칙 J (906)에서 제의의 성스러운 피가 월률즙으로 된 가 

짜 피임을 극화함으로서 현존의 성스러운 체험이 시율라크르의 가짜 현실임 

을 폭로한다. 

현존의 신비를 ‘의태 (MHMHI<pH~)’로 ‘신성한 광기’의 원무를 양의 가변을 쓴 

광대의 ‘추악한 춤’， ‘꼬즐로박’(5eJIblα 1994b, 293)으로 뒤집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집단극장’과 신비극의 미학적 핵심인 초개인적인 공동 

체적 단일의식， 그 이상적인 완전한 ‘소통’이 다만 유사의식(類似意識)， ‘소통’ 

의 ‘환상’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바노프의 ‘집단극장’이 가정하는 무대와 관객의 완전한 ‘소통’에 대한 가 

셜은 실상 어떤 소통적 가능성도 일구어내지 못한다. 모더니즘 극장이 무대와 

관객의 가장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상적인 ‘소통’으로 간주했던， 수신자와 발 

신자의 미적 의식 간의 어떠한 괴리도 없는 ‘완전한’ 소통은 실상 미학적으로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로트만이 말한 바 모든 창조에 전제된 소통적 

‘비대칭’과 정보적 ‘소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인공적 유토피아의 ‘소통’인 

것이다. 완전한 ‘소통’은 ‘소통’의 부재를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무대와 관객 

의 ‘완전한’ 소통은 무대에서 생산되는 미적 전언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거리 

와 간극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애초에 모더니즘 극장이 겨냥했던 주체로서의 

관객의 능동적 창조 기능을 거세해버린다. 모노드라마에서 관객은 또 하나의 

창조적 주체로 되살려지기는커영 오히려 죽음과 비존재라는 실존적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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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질 뿐이다. 

‘집단극장’과 신비극의 햇불은 이미 1906년 알렉산드르 블록의 「발라간칙」 

의 차가운 아이러니에 의해 꺼져버렸고 그 형식적 모델인 고대 비극의 부활 

시도 역시 블록에 의해 ‘공허한 모조품’이라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바노프 

의 ‘탑(5aWHJI)’이 모더니즘 극장에 배태한 신비극의 이데아， 즉 무대와 관객의 

정신적 합일의 개념， ‘완전한 소통’의 콘텍스트는 이후 여전히 모더니즘 극장 

의 전 역사에 간섭한다. 모더니즘 극장의 대표자인 메이에르홀드가 무대와 관 

객의 밀립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그 미학적 과제로 가져오면서 「십자가에 

대 한 경 배 (nOKflOHeHHe KpeCTY)J 를 이 바노프와 함께 ‘탑’에 서 기 획 했으며 

(Klerberg 1984, 66-67) , 이후 그가 발전시킨 마리오네트카의 개념과 양식화의 

기법이 결국 무대의 정신적인 내용과 관객의 의식의 보다 완전한 합일을 꾀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집단극장’과 신비극의 미학적， 철학적 교착에 대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20 
세기 극장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메이에르홀드와 코미사르웹스카야 

극장의 작업이 증명하듯이 무대와 관객의 ‘완전한’ ‘소통’의 콘텍스트와 정신 

적 합일의 이념은 생예술의 지평과 결합하여 모더니즘 극장에서 집요하게 무 

대와 관객의 단절， 그리고 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미학적 지평으로 널리 모 

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모더니즘 극장의 한 형식으로서 발전된 독특한 이념적 

모노드라마의 극장론음 통해 확인된다. ‘완전한’ ‘소통’의 콘텍스트가 강제하는 

극장의 의식적 단일성이라는 미학적 계기는 모노드라마론을 통해 보다 완성 

된 의미의 극장론으로 발전한다. 모더니즘 극장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완전한 ‘소통’의 콘텍스트와 모노드라마의 이데아는 명시적으로 모노드라마론 

을 표방한 표도르 솔로구프와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을 통해 각별히 

변주된다. 

2. 모노드라마의 비관주의적 세계상: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과 ‘높은 광기’로서의 예술 

예술가의 장조적 개성과 주관적 변형의 계기를 주창하고 있는 표도르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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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프(φellop COJlory6)의 ‘단일의지의 극장(TeaTp ollHofi BOJlH)’론은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의 신비극 이데아와 더불어 단일 의식으로서의 모노드라마의 개념을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과 예술관을 통해 굴절시키는 연극론이다. 솔로구프의 

극장에서 모노드라마의 이데아는 유아론(唯我論)의 관점에서 해석된 창조적 

개성의 주창과 더불어 극도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주관성을 본질로 하는 창작 

관을 뒷받침하며 도피적이며 염세적인 유희적 예술관으로 자라난다. 

모노드라마의 이데아가 애초에 어렵지 않게 솔로구프에게 수용되는 것은 

‘집단극장’의 완전한 ‘소통’ 초개인적인 공동체 의식이 은폐하고 있는 의식의 

단일성， 독백주의 때문이다. 이바노프의 ‘집단극장’이 표방하는 실존적 입장이 

근본적으로 고립된 개별자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주체， ‘나’의 개인적 의식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집단극장’의 독백주의 

는 일견 이바노프와 반대 입장으로 보이는 솔로구프의 절대적 유아론이 필연 

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 전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솔로구프의 모노드라마론 역시 예외 없이 무대와 관객의 문제를 논의의 구 

심점으로 가져온다. 당대 드라마와 극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 솔로구 

프는 바체슬라프 이바노프가 진단한 무대와 관객의 괴리와 소외에 대한 생각 

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솔로구프는 동시대 극장의 오류가 ‘구경거리극 

(3peJl뻐e)’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 말한다. 

3penu~eM rro rrpeuMy~ecTBy U X04eT 6WTb COBpeMeHHWA TeaTp. B HeM BCe 

yCTpoeHo M~ 3penU~a. nn~ 3penU~a - rrpoφeCCUOHanbHwe aKTepW, paMrra U 3a 

HaBec XUTpO paCKpameHHble lleKOpauUU, CTpeM~~UeC~ llaTb UnÆ03UlO lleAcTBuTenb

HOCTU, YJ.‘Hwe yx때peHU~ 6꾀TOBoro TeaTpa U MYllpwe B뻐yMKU TeaTpa ycnoBHoro. 

(Conory6 2002a, 493) 

동시대 극장은 무엇보다도 구경거리극이 되려 한다. 여기서 모든 것은 구경 

거리극을 위해 구축되어져 있다. 현실의 환상을 만들어내려 하는 직업배우들， 

각광과 막， 약삭빠르게 꾸며진 무대장치， 그리고 세태극장의 교묘한 책략들과 

조건극장의 지혜로운 상상들은 모두 구경거리극을 위한 것이다. 

솔로구프의 ‘구경거리극’이라는 비판이 함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미학적 쟁 

점은 역시 무대와 관객의 괴려와 소외의 문제이다. ‘구경거리극’이란 곧 관객 

과 무대의 소통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고 관객이 다만 수동 

적인 구경꾼， 관조자로 남는 극을 의미한다. 이어 솔로구프는 이바노프가 제 

시한 신비극， 제의극의 이데아를 그 해법으로 가져온다. 극장을 되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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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극장이 그 높은 사명에 대답하게 하는’ 것， ‘그것을 공동체극으로， 미스터리 

로 제의로 접근시키는 것’이다(CoJloryõ 2002a, 494). 
한편， 솔로구프는 이바노프의 신비극이 제안하는 고대 비극의 외적 형식의 복 

원에 대한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솔로구프는 각광을 파괴하거나 막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극을 광장과 같은 열린 공간으로 가지고 가는 것 등의 형식 

적인 방법이 무대와 관객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 

고 다만 가면극， 극과 구경거리의 기묘한 혼합불만을 낳을 뿐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당시에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극장 

개혁가들의 유행이 되다시피 한 각광 파괴의 시도를 솔로구프가 인정하지 않 

은 것은 다만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러했을 뿐이다. 무대의 각광 

제거가 함의하는 정신적인 내용， 즉 무대와 관객의 가장 밀접한 관계의 복원， 

괴리 없는 완전한 ‘소통’ 의식의 통일이라는 각광 파괴의 이념은 바로 모노드 

라마의 개념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구경거리 극의 무대와 관객의 관 

계의 와해의 문제에 대해 솔로구프는 ‘집단극장’과 신비극의 해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형식적인 기법들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진정으로 결합시키는 근본적인 신비나 숨겨진 진리에 있다. 

그러므로 솔로구프가 신비극과 제의의 형식을 통해 가져오는 것은 모든 현 

상적인 것들 뒤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 어떤 궁극적 기의에 대한 생각이다. 

솔로구프의 극장에서도 이바노프가 마스크론에서 이야기하는 투명한 신의 얼 

굴에 대한 개염과 거의 일치하는 극의 모든 형상틀이 수렴하는 어떤 유일한 

얼굴이 떠오른다 

3a HCTJleSalOll\HMH 깨'IHHaMH ( ... ) el1HH뼈 npocse째saeT 깨K. CTpamH뼈， He0110JIHMO 

30SYII\Hl!. (CoJlory6 2002a, 491) 

부패하는 가변들 뒤로 단 하나의 얼굴이 비친다， 무섭고 거역할 수 없는 부 

름을 말하변서. 

그에 의하면 무대의 행위의 의미 세계의 영원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이 궁 

극적인 유일한 얼굴을 덮고 있는 표면적인 가면이 벗겨질 때”이다(CoJloryõ 2002a, 

494). 이처럼，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론에 도입되논 신비극과 집단제의 

의 개념은 솔로구프 역시 이바노프의 신비극이 의도하는 어떤 통합적인 이념， 

어떤 전일적 의식의 성취에 그 핵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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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 pa3HμX ÆOneA, - eCTb TOnbKO OnHH qenOBeK, OnHH TOnbKO ~ BO BceA BCe

neHHoA, BOn~~HA ， neAcTBy잉띠HA， CTpanalO~HA ， rop~~HA Ha HeyracHMoA OrHe H OT 

HeHCTOBCTBa y ll<acHoA H 6e306pa3HoA lI<H3HH. (Conory6 2002a, 496) 

서로 다른 사람들은 없고 오직 한 사람만이 있다. 전 우주에는 오직 ‘나’만이 

의지하며 행동하며 고통받으며 끔찍하고 추한 삶의 횡포로 꺼지지 않는 불 속 

에서 타오른다. 

솔로구프 역시 무대와 관객의 단절， 무대로부터의 관객의 소외를 어떤 단일 

한 의식을 통해 극복하려 함으로써 자신의 극을 모노드라마에 근접시킨다. 

그러나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에서 무대와 관객의 합일을 위해 제시 

되는 단일 이념인 이러한 유일한 얼굴 단 하나의 의지는 이바노프와 마찬가 

지로 복수적 합일성， 다수적 수렴성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종적 대표 

로서의 투명한 신의 가면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과 공동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의지에 의해 선결되는 어떤 주관성 인식의 주체인 ‘나(51)’로부 

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 Bce H BO BceM - TonbKO ~ H HeT IfHoro H He 6WIO, H He 6yneT. - BC~Koe 

enHHeHHe nlOneA HMeeT 3HaqeHHe TonbKO rrocTonbKy, rrocKonbKy OHO rrpHBOnHT 

qenOBeKa KO MHe, OT cyeTHo-oõonbmalOmero pa3benHHeHH~ K HenO*HOMY enHHCTBy. 

na~oc MHCTepHH TeM H rrUTaeTC~ ， qTO cnyqaAHOe MHOll<eCTBO rrpe06pall<aeTaC~ 

TaHHCTBeHHO B HeOõxonHMoe enUHCTBO. OH HarrOMH-HaeT, qTO Kall<nOe OTnenbHoe 

cy~ecTBoBaHHe Ha 3eMne ~Bn~eTC~ TonbKO cpenCTBOM nn~ MeHR, - cpenCTBOM 

HCqeprrblBaTb B 6eCKOHeqHOCTH 3nemHHX rrepell<HBaHHA HeHCqHCnUMOe MHOll<eCTB。

MOHX, - TonbKO MOHX, - B03Mo*HocTelí, cOBoKyrrHocTb KOTOpblX C03naeT 3aKOH비， 

HO caMa nB H:l<eTC~ cBo60nHO. (Conory6 2002a, 494-495) 
(…)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다만 ‘나’만이 있을 뿐， 다른 이는 없으며 

없었고 없을 것이다. 인간의 결합이란 모두 그 결합이 인간을 ‘나’를 향하여， 

세속의 유혹적인 분열로부터 지체할 수 없는 단일성으로 이끌어올 때만이 의 

미를 가진다 신비극의 정념은 우연한 복수(複數)가 비밀히 필연적인 단일체로 

변한다는 사실에 의해 자라난다. 신비극의 파토스는 지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 

재가 ‘나’를 위한 수단임을， 무한한 현재의 경험뜰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의， 오직 ‘나’의 가능성들만을 빨아들이기 위한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이 

‘나’의 가능성들의 총체가 자유로이 웅직이며 세계의 법칙을 창출하는 것이다. 

솔로구프의 극장에서 무대와 관객올 통합하는 전일적 의식은 ‘나’， ‘나의 의 

지’라는 단수적 절대적 주관성에 대한 복수적 다수의 종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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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노프와 솔로구프 등이 세계-텍스트에서 읽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의지， 

즉 현상-기표들의 절대 기의라는 개념은 니체와 더불어 이 시대의 정신적 선 

조들 중의 하나인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현상적 가장들 뒤에 있는 

유일한 의지로서의 세계관을 수용한 것이다(Moel1er-Salley 1988, 367; Jl!o6HMoBa 

1984, 69). 

그러나 이바노프가 쇼펜하우어의 세계의지를 통해 단일 감정과 단일 의지 

의 공동체 개념이 근본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다수적 동의， 초개인적인 정신적 

공동 체험에 근거한 단일 감정과 단일 사고라는 개념을 통해 무대와 관객의 

이상적인 소통을 담보하는 미학적 범주를 상정하고 있다면， 솔로구프에게서 

이 의지는 유아론을 통해 창조적 주체 혹은 인식 주체 혼자만의 작용으로 전 

적으로 주관화， 개인화된다. 무대와 관객 사이의 단절을 극복할 공동체적인 

존재와 사고는 개인적인 대명사 ‘나’로 ‘나의 의지’로 언급되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어떤 동의나 합의 상호작용이 함의되어 있지 않은 유아론적인 주관적 

창조적 주체이다. 

( ... ) J!, n03T, C031lalO IlpaMy Illl꺼 Tor。’ 'IT06μ nepeC031laTb MHp no HOBOMY MoeMY 

3a뻐cny. KaK B 60ßbmOM MHpe rocnollcTByeT OIlHa MOJ! BOßJ!, TaK H B ManOM Kpyre 

TeaTpanbHoro 3peßHlna 1l0Jl)l(Ha rocnOIlCTBOBaTb TOßbKO OllHa BOnJ!, - BOnJ! n03Ta. 

(Conory6 2002a, 496) 
(…) 나 시인은 나의 새로운 기획에 따라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해 드라마를 

짓는다. 커다란 세계에 ‘나’의 의지만이 지배하듯이 연극의 작은 세계에는 시 

인의 의지라는 단 하냐의 의지만이 지배해야만 한다. 

무대 행위의 본질을 개인적 계기가 아니라 사회적 계기에서 보고 민중의 

동의에 의한 다수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합일의 이념을 구상하면서 이바노프 

가 시언을 민중의 기관이라 칭하고 무대에서 실현되어야 할 미적 이상을 침 

묵하고 있는 민중의 의지라 말한다면 솔로구프에게서 그 미적 이상은 다수 

혹은 타자로부터 어떤 동의와 허락을 펼요로 하지 않논， 스스로 존재권리를 

가진 유아론적인 단일한 ‘나’의 존재이다. 

솔로구프의 미적 체험의 공동체에서는 다수， 즉 관객의 능동성이나 자발적 

인 의지의 뉘앙스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대와 관객의 의식을 합일시킬 미적 

체험은 이미 창조적 주체인 ‘나’， ‘나의 의지’， ‘나의 구상’에 선결되어 있고 관 

객은 이미 이 선결된 의식에 종속되어야만 하며 유일하게 인정되는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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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나’의 의지에 굴복해야 한다. 

‘단일의지의 극장’은 동시대가 인식한 무대와 관객의 괴리라는 극장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으로 개념화되는 단일 의지， ‘나’의 의지는 

창조적 주체에 대한 관객의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적인 것이다. 이바노 

프의 극장에서 관객이， 타자의 존재들이 삶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동의의 엑 

스터시에 의해 단일 감정으로 통일된 다수적 공동체로 이끌려 들어간다면， 솔 

로구프의 어두운 닫힌 극장에서 관객， 즉 ‘다른 t..j- (He-jj , ,llpyroH jj)’ 혹은 ‘타 

자’의 존재는 그에 가치적으로 동등한 나가 아니라 개인의 실존적 가치를 압 

도하는 대문자적 ‘나(51)’에 의해 삼켜지고 지워진다. 

솔로구프에 의해 재해석된 모노드라마론의 미학적 핵심은 공동체적 의식으 

로서의 단일의식이 유아론적 주관성으로서의 단일의식으로 전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그의 ‘공동체성 (C060PHOCTb)은 사회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repaCHMOB 1974, 215) , ‘단일의지의 극장’에서 상실된 삶의 전일성과 총 

체성을 복구하는 공동체적 단일 의식는 ‘나’의 의지로 전도되며， 다수적 타자 

들의 동의와 공감은 이들의 부자유와 종속， 그리고 극도의 수동성의 개념으로 

대치된다. 

그러므로 솔로구프의 극장에서 무대와 관객의 ‘소통’의 콘텍스트 역시 작가 

의 유아론적 단일의식을 통해 굴절된다. 무대와 관객의 ‘소통’의 과정은 유일 

한 창조적 주체로서의 우월한 한 개성에 대한 다수의 전적인 예속과 복종이 

라는 일방적 관계에 놓인다. 여기서 일찍이 이바노프가 자신의 ‘집단극장’의 

공동체 의식에서 전제했던 다수적 의식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 극장에서 미적 창조의 가능성은 다만 한 우월한 개성인 시인에게 

주어질 뿐 관객의 수용과 미적 체험에는 어떤 창조적 가능성의 여지도 할애 

되어 있지 않다. ‘나’의 존재와 타자의 존재블이 야기하는 불협화음이나 대립 

은 부정적으로 보는， ‘조각난 의지의 그러므로 분열된 행위의 극장(3peJl뻐e 

pa3 ，llpo6JleHHO때 BOJlH H nOToMy pa3be ,llHHeHHOro ，lle낀다BHjj)’의 개 념 에 서 는 소통 

이란 상호작용이 아니라 종속이며 복종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극장에서 

관객은 모더니즘 극장이 ‘소통’의 콘텍스트를 통해 겨냥했던 제2의 능동적인 

창조적 주체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존재의 침묵과 어둠 속으로 지워 

진다. “비극의 관객은 침묵 속에 어둠 속에， 고립 속에 있어야만 한다(CoJlory6 

2002a, 505)"라고 주장하는 솔로구프의 극장에 서 관객 에 게 주어 지 는 창조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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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구프에게 역시 극장은 ‘사원’이었지만 그 사원은 어떤 공동체적 의식 

에 의해 다수를 신성으로 합일시키는 사원이 아니라 ‘고립된 예배실’이며， 여 

기서 세워지는 것은 ‘개인주의자들의 유일한 신성(神聖)인 자기가치적이며 고 

립된 실존인 ‘나’에 바쳐지는 제단’이다(repaCHMOB 1987, 483) , 이 제단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다수적 공동체의 존재를 애초부터 배제한 오직 유일하고 절 

대적인 ‘나 (51) ’이다. 그러므로 ‘제의’는 온전히 “희생의 양이며 제사장이자 왕 

(51 - ArHeu, lKpeu H Uapb)"(CoJJory6 2002b, 20)인 자， 이 극장의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거행된다. 이러한 솔로구프의 유아론적 ‘나’의 모노드라마의 영역에서 

는 이미 이바노프의 신비극이 말하는 바의 공동체적 의식， “의식들의 합류 

(CJJH $lHHe IlYm)"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다른 사람들이 없 

다(HeT pa3HbIX JIIOlleß) "(CoJJory6 2002a, 496)라 선언하는 이 극장에서는 타자의 

존재는 결코 상호작용으로서의 진정한 ‘소통’이 요하는 자아의 존재론적 대극 

의 자리를 얻지 못한다.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의 미학적 공동체는 스스로 이바노프의 ‘집단 

극장’이 이야기하는 무대과 관객의 합일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은 유아론적 ‘나’의 주장을 통해 굴절된다. 이러한 

‘나(51)’에 대한 절대적인 종속과 부자유에 대한 개념을 통해 전이되는 관객의 

개념은 다수의 공감과 동의라는 상호 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조화로운 공동체 

가 아니라 다수의 종속과 부자유 희생에 기반해 있는 어둡고 우울한 공동체 

의 비전이다.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생창조(~H3HeCTpOHTeJJbCTBO)와 범미주의의 비전 아래 

에서 미학을 곧 존재론으로 가지고 오듯이 솔로구프의 극장론 뒤에 서 있는 

것은 그의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이다.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은 

세계의 본질을 어떤 나의 악마적이고 의지적인 계기 (flID6HMOBa 1984, 67)로 읽 

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에 대한 은유라 할 것이다. 그에게 세계 텍스트는 인간 

존재의 자유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절대적이고 전제적인 의지， 거대한 

‘나’의 장조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인형극이었다. 삶의 모든 가시적인 현상들 

은 이 ‘유일한 의지’， ‘우주적 혼(BceJJeHCKa$l nyma)’이 마리오네트카와 같은 인 

간들과 벌이는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시적 얼굴들 뒤에 서 

있는 세계의 ‘유일한 얼굴’은 영원히 되풀이되는 미스테리 뒤에 서 있는 의지， 

삶의 범주에 있는 모든 것의 차이와 구별을 지우는 ‘위대한 위로자(BeJJHKa$l 

YTe뻐TeJJbH뻐a) ’， 죽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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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죽음의 승리 (floõella CMepTH) J (1907)는 작가의 죽음의 옹호라는 철 

학적 이념과， 더불어 결국 속임수와 고립된 ‘만들어진 전설’로서 끝내 현실과 

화해하지 못하는 비관적인 예술 개념 위에 쓰여 있다. 이 드라마가 전면에 내 

세우고 있는 이념은 솔로구프가 ‘알돈사의 얼굴과 둘시네아의 얼굴의 영원한 

모순’이라는 테제를 통해 정식화하고 있는 생예술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이 

념이다. 

‘추(輔)’를 굴복시키고 ‘미(美)’의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왕을 속이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여주인공 알기스타의 행위에는 솔로구프의 비극적인 예술관이 

반영되어 있다. ‘미’의 이름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알기스타의 행위는 명백히 

예술 창조와 그에 의한 현실의 변용이라는 생예술적 관념을 함의하지만 알기 

스타의 순간적인 몽상의 실현， 즉 생예술의 실현은 그 속임수가 폭로됨으로써 

파탄에 이른다. 알기스타의 파탄은 ‘알돈사의 얼굴과 둘시네아의 얼굴의 영원 

한 모순’， 즉 예술과 현실의 화해 불가능성을 증명한다. ‘미’에 의해 현실을 변 

용시키는 알기스타에게서 아무도 둘시네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하지 못한 

다. 예술적 몽상은 다만 한순간 실현될 수 있을 뿐이며 거친 현실은 이 체현 

의 순간을 너무도 빨리 그리고 불가피하게 파괴해버린다. “다시금 연극은 연 

극으로 남고 신 비 가 되 지 못한다(OmlTb 3peJI뻐e OCTaeTCSI 3peJIHII\eM, H He CTa 

HOBHTCSI MHCTepHeη) (CoJloryõ 2002c, 47) ," 

이렇듯 근본적으로 생예술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는 솔로구프의 예술관의 

비극성은 알기스타의 기만과 속임수로서의 ‘미’적 행위에 숨겨진 예술의 현실 

도피적인 비전에서 한층 더 심화된다. 생예술의 실현 불능성을 주장하는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것은 삶도 예술도 아니며 다만 영원한 미스 

테리， 죽음이다. 

nnOCKO~ KapTHHO~ CTaHOBHTC~ 3penHme OKaMeHeBmeß *H3HH, H MepKHeT nyHa, 
H BC~KHß CBeT õe*HT OT 3Toro MeCTa, H 4epHhlM oõnaKOM CMepTH 3aKpμBaeTC~ 

rpOMa~a Ha~eHHoro 4epTora, H BepbTe, - CMepTb~ noõe*~aeT 재OÕOBb， - 끼~ÕOBb 

H CMepTb - O~HO ， (Conoryõ 2002c, 71) 

굳어버린 삶의 구경거리극은 진부한 장면이 된다， 달빛이 명멸하며 이 장변 

에서 빛은 모두 사라지고 죽음의 검은 구름이 오만한 궁전의 거대한 봄체를 

덮는다. 믿어라， 사랑은 죽음으로 승리하며 죽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모든 지상적 존대의 불가피한 귀결로서의 죽음의 승리에 의해 알기스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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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창조 행위는 다만 창조적 주체의 주관적 의식 안에 머물며 거친 현실로 

부터 인간을 도피시키는 기만과 속임수로 추락한다.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론’에서 예술에 의한 삶의 변용이라는 모더니즘의 보편적 이데아는 유아 

론과 주관성의 옹호의 계기를 통해 독특하게 굴절된다. ‘단일의지’， 그리고 ‘나 

(51)’는 예술에 의한 삶의 변용올 어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양상에서의 변용 

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 속에서의 변용으로 해석한다. 극장이 창조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는 예술가의 창조적 환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모노드라마의 이데아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메이에르홀드의 권유에 

의해 드라마의 본문이 쓰여진 이후 덧붙여진 서문은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의 이념적 목적을 한층 공고히 한다. 등장인물들은 ‘작가적인 ‘나”의 여 

러 ‘얼굴들’로서 (repaCHMOB 1987, 582) 극장세계의 유일한 의지로서의 예술가 

의 의지를 충실히 실현한다. 서문은 이 드라마에서 그 철학적 주제인 ‘알돈사 

의 얼굴과 둘시네아의 얼굴의 영원한 모순’의 테제라는 단일의식만을 허용할 

뿐이다. 

솔로구프 극장의 모노드라마의 이데아의 굴절을 보여주는 것은 와 적극적 

으로 호응하는 것이 이바노프의 신비극이 도입한 ‘집단적 종교 극장(COÕOpHO

peJlHrH03HaJ'J TeaTpaJlbHOcTb)’ (repac싸OB 1987. 484)의 수렴적 존재론과 함께 

도입되면서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창작에 있어 또 하나의 예술적 끌리셰로 이용 

된 신화적 슈셋이다. 신화의 재해석은 세계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더니 

즘 보펀의 지향에 의해 널리 채택되었고 솔로구프 역시 자신이 세계의 본질로 

이해하는 영원한 미스테리의 예술적 실현을 위해 자신의 드라마에 수용한다. 

신화적 슈셋 위에 쓰여진 드라마 「지혜로운 벌들의 선물(llap MY.llpblX rrtIeJl) J 

(906)은 솔로구프가 자신의 유아론과 주관성의 철학을 통해 굴절된 모노드라 

마의 이데아로부터 도출된 예술관을 명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미 1902년에 인노겐찌 안넨스키(YI， AHHeHcKHß)의 「라오다미 

야(JIaO.llaMHJ'J) J, 그리고 이후 발레리 브류소프(B. 5pIOCOB)의 r죽은 프로테실라 

이 (npOTeCHJlaß YMepwHß)J(1911-1912)에서 역시 재해석되고 있는 프로테실라이 

와 라오다미야 부부에 관한 신화에 대한 재해석에서는 솔로구프의 염세적 세 

계관과 예술관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 극의 갈등은 상징주의 극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행위 자체에서가 아 

니라 인간 실존의 근원적 상황 이상의 세계와 실제 현실의 세계 사이의 영원 

히 해소되지 않는 모순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여주인공 라오다미야는 몽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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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대립， 그리고 ‘현실에 대한 거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JIJoõHMOsa 1984, 

70). 남편 프로테실라이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밀랍상을 만들어 

그것을 남편과 동일시하는 라오다미야의 행위와 몽상은 거칠고 저열한 현실 

을 변용시키는 미적 창조， 즉 예술을 은유한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거부하고 그를 대신할 밀랍상을 만드는 라오다 

미야의 창조 행위가 증명하듯이 이 드라마는 모더니즘 예술의 거대 테제인 

생예술의 전제를 수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솔로구프에게서 높은 이 

데아의 체현과 삶과 예술의 결합의 문제는 이미 이바노프의 생예술의 이데아 

가 가정하는 것처럼 낙관적이지 않다. 현실과 몽상의 괴리와 불화는 솔로구프 

에게서 이미 자명한 것으로 이 극에서 이 두 세계 사이의 해결되지 않는 불 

화， 솔로구프가 형 식 화한 바， ‘알돈사와 둘시 네 아 사이 의 불화(rrpOTHBOpe'me 

Me*ay nHKOM Anb~OHChl H n싸<OM llynbl.\HHeH)’의 이 데아는 분명하다. 

거친 현실에 고상한 몽상의 자리는 없다. 프로테실라이의 밀랍상은 불에 던 

져지고 라오다미야 역시 광기 속에서 불에 몸을 던진다. 솔로구프의 비극에서 

신들 역시 몽상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신들 역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만 그들 역시 세계질서를 바꾸고 몽상을 실현하기에는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무력하다(짜O따MOBa 1984, 71). 몽상을 실현하려는 시도， 창조 행위는 중요한 

삶의 범주이지만 솔로구프의 극도로 염세적인 극장에서 결국은 이 또한 저열 

하고 낮은 현실만큼이나 유한하고 가변적인 가망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비극을 결말짓는 궁극적인 가치는 죽음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죽음이 모 

든 갈등과 대립올 일소하며 종국적인 긍정적 출구로 숭배된다. 

CBeTAO~ 3aBeco~ OT BOCTOKa 3aKp외BaeTC~ cueHa - 3aBeca t쩌CTa~ H õeAa~ -

~CHa~ CMepTb. (CoAOryõ 2002d, 129) 
무대는 동쪽으로부터 오는 밝은 장막으로 닫힌다 순수하고 흰 장막， 그것은 

명정한 죽음이다. 

죽음은 ’위대한 위로자’이며 모든 사물의 변전이 귀결하는 ’불가피하고 즐 

거운 해방의 과정’인 것이다(JIlOõHMoBa ， 71). 

통합적이고 전일적인 신화적 슈셋에 의해 이바노프가 모든 사물의 변전(變 

轉)에서 이끌어낸 것은 재생이며 영원히 되풀이되는 삶이었지만， 솔로구프가 

만물의 영원한 회귀의 구조에서 본 것은 사멸이며 죽음이었다. 여기에 솔로구 

프의 ‘단일 의 지 의 극장’과 모노드라마의 미 학적 본질 이 있다. 솔로구프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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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디오니소스적 본질에 대한 상정주의의 전제를 수용하면서 디오니소스 

제의에서 삶의 취기， 공동체적 파토스 속으로의 개인의 몰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의 재생의 환희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한계 너머로의 출구로 

서의 죽음， 진정한 변용으로서의 사멸을 보았던 것”이다(repaCHMOB 1987, 

581). 

디오니소스 숭배에 대한 솔로구프의 해석은 이바노프 신비극의 뒤집힌 대 

안이라 할 수 있다. 솔로구프가 읽는 “디오니소스의 부활에는 다가오는 사멸이 

잠재되어 있고 모든 재생에는 비존재로의 침잠이 운명지어져 있다(Jl!o6HMoBa 

1984, 71)." 그러므로 이 극장에서는 비밀스러운 세계 존재로의 개인적인 ‘나’ 

의 교접의 이데아가 함의하는 단일의식은 곧 바로 죽음과 사멸로의 귀결이다. 

삶의 전일성을 성취하려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무기가 되었던 신화적 슈셋 

은 솔로구프에게서 거꾸로 삶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유일한 항구적 가치로서 

죽음을 옹호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채워진다. 만물의 영원한 회귀， 영원한 미 

스테리의 이데아와 결합된 신화적 슈셋이 솔로구프의 염세적 극장에서 담아 

내는 이념은 삶의 변전은 이 악마적이며 강압적인 유일 의지가 무력한 마리 

오네트카와 같은 인간들과 벌이는 한판의 유희일 뿐이며 세계의 영원한 본질， 

신비는 모든 지상적인 피조물은 비존재로， 모든 삶은 사멸에 운명지어져 있다 

는 불변의 세계질서이다. 

삶의 모든 범주들을 다만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무의미한 가치들로 떨어뜨 

리며 죽음을 유힐한 항구적 가치로 옹호하는 솜로구프의 세계를 한층 더 절 

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술이 거짓의 한 형식 (HCKYCCTBO - OIlHa H3 IþOpM 

11:1(11)"이라 말하는 솔로구프의 비관적 예술관이다. 

솔로구프는 현실 삶의 불완전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절망 속에서 예술 

창조를 이 현실로부터의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금빛 꿈 

(301l0TOfi COH) ’, ‘황홀하고 아름다운 전설(OqapOBaTe1lbHa~ H npeKpaCHa~ 1IereHlla) ’ 

로보았다. 

Iiepy l<yCOK lI<H3HH, ípy5011 H õellHO꺼， “ TBOpffi H3 HeíO CJlallOCTHYffi J1eíeHlly, H50 

JI - n03T. KOCHell BO TbMe , TyCKJlaJl, ÕblTOBaJl, HJlH õymyll JlpOCTHblM nO)((apOM, 
Hall TOÕOI。’ lI<H3Hb, JI, n03T, B031lBHíHy TBOPHMYffi MHOffi J1eíeHlly OÕ 01.lapOBaTeJlbHOM 

H npeKpaCHOM. (CoJloíy5 1914, 3) 
거칠고 핍친한 삶의 편린으로 나는 달콤한 전설을 만든다. 나는 시인이므로 

불투명한 일상의 삶이여， 어둠 속에 묶여 있어라 아니변 분노한 불길로 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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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나， 시인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나의 전설을 네 위에 세우리니. 

그러나 나의 체험， 나의 개인적 경험과 나의 감각만을 삶의 의미의 척도로 

보는(짜06liMOBa 1984, 69) 절대적 유아론과 인식 주체의 극단적 인 주관성을 옹 

호하는 솔로구프에게서 창조 행위와 예술은 다만 고립된 의식의 ‘벽’ 안에서 

가능할 뿐이다. 라오다미야의 밀랍상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만 유효한 ‘푸른 

환영’(5J10K 1962, 43이의 기만， 아름다운 속임수이다. 그러므로 솔로구프가 “미 

를 영원케 하고 추를 하락시킬 것， 일상적인 것을 버리고 불가능한 것을 지 

향할 것 (YBeKOBaTb KpaCOTY Ii Hli3BeprHYTb ðe306pa3lie, OTKIiHyTb OðhlQHOe Ii 

yCTpeMIiTbOI K HeB03MO)f(HOMY)" 을 주장하며 (repaC IiMOB 1987, 495) 현실의 추함 

과 예술의 고상함을 대비시키고 몽상과 예술을 현실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결코 진정으로 삶올 대체하지 못한다. 솔로구 

프의 예술적 비전은 현실과 창조 행위， 예술 간의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연관도， 현실 속에서의 삶의 변용의 어떤 가능성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 

절대적 주관성으로서의 단일의식은 그 폐쇄성과 고립성으로 인해 솔로구프 

의 극장에 강한 현설도피의 음영을 드리운다. 프로테설라이의 죽음을 부정하 

며 밀랍상을 만들어 위안을 삼는 라오다미야의 창조 행위는 사면이 갇힌 벽 

안에서의 그림자놀이， ‘광기’에 다름 아니다. 시간과 죽음에 유한성을 극복하 

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 행위는 생예술 테제에 대한 이바노프의 유토피아적 

해석이 가정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 세계를 대선하는 다른 세계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창조 행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 현실의 범주이며 다만 현실의 잔혹성과 

저열함으로부터 인간의 설존을 도피시키는 한시적인 ‘높은 광기 (BμCOKoe 6e3YMlfe) ’ 

(Jbo6IfMOaa 1984, 71 , cf. Baker 1972, 423-425)일 뿐이 다. ‘꿈’은 단지 꿈이 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여기서 이바노프의 ‘집단극장’과 공 

동체 의식이 가정한 유토피아적 생예술의 전망은 깨어지고 그 근본적인 불가 

능성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예술은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의 유아론과 주관성， 그리고 그로부터 

자라나온 모노드라마의 이념을 거쳐 삶과 예술의 합일 불가능성과 도피적 광 

기로서의 예술 개념으로 변질된다 솔로구프에게서 예술은 「라오다미야」에서 

동일한 신화를 차용한 안넨스키가 보았던， 유한한 존재에 끊임없이 새로운 삶 

을 불어넣는 ‘기억’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긍정적 비전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고립된 의식 속에서의 주관적 환상이라는 어두운 도피적 비전으로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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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구프에게 ‘단일의지의 극장’은 바로 창조적 개성의 주관적 의식 내부에 

서의 변용의 장으로 해석된 미적 공간에 대한 환유이다‘ 이 극장은 생예술의 

비전으로부터 이미 떠나 예술 자체의 고립된 세계로 숨어든 ‘숨막히는 지하설 

의 러시아의 쇼펜하우어’(지lOõHMOBa 1984, 69) 솔로구프의 절망적인 ‘그림자놀 
이’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모노드라마의 낙관주의적 전망: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 서문’과 ‘삶의 연극화’의 극장 

무대의 모든 관계들을 단일화하는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론에서 예브 

레이노프 역시 예외없이 자신의 극장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극장의 미학적 화두인 무대와 관객의 문제이다. 예브레이노프는 모 

노드라마론에서 당대 극장의 문제의 쟁점과 그 해법을 바체슬라프 이바노프 

와 표도르 솔로구프와 사설상 동일한 지점에서 인식한다. 예브레이노프는 극 

장의 미학적 힘을 바로 무대와 관객의 연관에서 발견하면서， 바체슬라프 이바 

노프나 표도르 솔로구프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자의 정신적 결합과 합일 

에 대해 말한다. 무대가， 즉， 극장이 성 립하는 것은 관객이 무대의 사건을 바 

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치 자신의 무대 행위의 일차적인 참여자 

가 되는 것처럼 인식할 때， 즉 그것을 곧 ‘나의 드라마’라 수용할 때이다. 

Korna Ha TeaTpanbHMX nOnMOCTKax 3HaMeHy~[마1X c0601l MHP, pa3BepT빼BaeTC >I 

nepenO MHO~ KaKoe-HH6ynb c06MTHe, >I TonbKO Torna oTHecycb K HeMY, KaK K 

npaMe B BMCOKOM 3Ha~eH짜1 3Toro cnOBa, Korna caM cTaHy KaK 6M y~acTH싸<OM B 

npOHCXOn>I띠eM Ha cueHe, caM cTaHy Hnn~30pHO nellcTBy~~HM H y* KOHe~HO He 

BTopOCTeneHHμM nellcTBy~~HM ， pa3 >I n03Han Hacn*neHHe B HaHCHnbHellwHx HaH 

rny60~allwHx nepe*HBaHH>IX CBoero OT3센B~HBoro nyxa. llpyrHMH cnOBaMH >I CO~Ty 

3a npaMy TonbKO TaKoe ’ne ì\cTBHe ’, KOTopoe >I 6e3 HaCHnH>I CBoeη iþaHTa3HH 

Ha30By ’ Moe~ npaMO낀， (EBpeHHoB 1909, 1) 

세계를 나타내는 극장 무대에서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 때， 내가 높은 

의미의 드라마로서 그 사건에 관련하는 것은 오직 내가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 

의 참여자가 될 때， 나 스스로가 상상으로 등장인물이 될 때 만이다. 이때에 

물론 나는 이미 부차적인 등장인물이 아년데 그것은 내 자신의 조응적인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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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하고 깊은 체험 속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어떤 

상상의 강요 없이 ‘나의 드라마’라 부를 사건만을 드라마로 간주한다. 

무대와 관객의 합일， 즉 예브레이노프가 말하는 나의 드라마로의 인식이 이 

루어지지 않을 때 무대의 행위는 관객으로부터 소외된 구경거리극이 된다는 

것 역시 이바노프나 송로구프가 지적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예 

브레이노프가 제안하는 공식， 즉 “‘나의 드라마’라 부름”이라는 동일화의 과정 

은 또한 무대와 관객을 합일하는 어떤 통일적인 의식의 문제와 직결된다. 예 

브레이노프가 여기서 관객과 무대를 연결하는 계기로 형식화하는 ‘공감적 체 

험 (COliYBCTBeHHoe nepe째Ba뻐e)’이 라는 정 신 적 과정 은 이 바노프나 솔로구프 

역시 설정하는 일종의 연합적인 단일적 의식에 해당한다. 

CnOBOM 3pHTenb conepe*UBaeT BMeCTe C ~e때CTBy~~HMH nHuaMH. H~ean ~paMa

TH<ieC l<Oro npe~CTaBneHHJI - B paBeHCTBe nepe*HBaHH때 l<al< no 3Ty, Ta l< H no 

Ty CTOpOHy paMnbI ( ... ). (EBpeHHoB 1909, 2). 
한 마디로 관객은 등장인물과 체험을 공유한다. 연극의 이상은 각광의 이쪽 

과 저쪽의 체험이 동등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브레이노프가 무대와 관객의 합일， 의식의 통일화를 위 

한 전반적인 “’나의 드라마’라 부르기”의 예술적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 

의 ‘모노드라마’이다. 기존의 모노드라마의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배우에 

의해 연기된다는 의미에서의 모노드라마의 개념을 극복하고 예브레이노프가 

제안하는 모노드라마의 개념의 핵심은 바로 극과 관객의 적극적인 소통의 문 

제에 있다. 모노드라마의 개념은 곧 무대와 관객을 정신적 통일체로 만드는 

것，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적 체험을 통해 극의 행위에 참여하게 만드는 미학 

적 구조력이다. 

Tenepb no~ MOHo~paMOH JI XO<iy no~pa3yMeBaTb Ta l<OrO po~a ~paMaTU<ieC l<Oe 

npe~CTaBneHHe ， l<OTOpOe, CTpeMJlCb Hal띠onee nonHO co06n띠Tb 3pHTe~ ~ymeBHoe 

COCTOJlHHe ~eHcTBy~~ero ， JlBnJleT Ha cueHe O l<py*a~~UH ero MHp Tal< HM, l< al< HM 

OH BOCnpHHHMaeTCJI ~eHCTB~~HM B ~60H MOMeHT ero CueHU<ieC l<Oro 6hlTHJI. Tal<HM 

06pa30M pe<ib H~eT 06 apXHTe l< TOHHl<e ~paM꾀 Ha npHHUHne CueHH<ieC l<Oro To*eCTBa 

ee C npenC TaBneHUeM ~eHCTB~~ero. (EBpeHHoB 1909, 8) 
지금 모노드라마에서 내가 의미하는 바는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정신적 상태 

를 가장 충분히 얄리며 등장인볼을 둘러싼 세계플 그가 지각하는 바대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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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와 관객의 소통을 이루는 체험의 개념은 이바노프가 신비극에서 초개 

인적인 공동체적 진실로， 그리고 솔로구프가 ‘단일의지의 극장’에서 ‘나(}1)’의 

의지로 말하고 있는 일종의 전일적 통합적 의식에 상응한다. 

KpaeyroflbHwR KaMeHb MOHOapaM퍼 nepe:I<H BaHHe aeRcTsy lOmero Ha CueHe, 
。 6yCflosflHsalOmee TO:l<eCTSeHHOe COnepe :l<HSaHHe 3pHTefl~ ， KOTOpWR CTaHOSHTC~ 

4epe3 3TOT aKT COnepe:l<HSaH깨 TaKHM :l<e aeRCTBylOmHM. (EspeHHos 1909, 15) 
모노드라마의 초석은 무대의 동장인물의 체험이 동일하게 관객의 체험에 의 

해 공유되는 것이다. 관객은 체험의 공유라는 이 행위를 통해 동장인물과 동 

일하게 된다. 

체험의 개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극의 등장인물과 나의， 극의 행위 

와 나의 존재의 합일의 이 데아라 할 것이다. 

KaK ~ y:l<e 06b~CHHfl， npespameHHe TeaTpaflbroro 3pe재ma s apaMY 06YCflOSflH

saeT nepe:l<HSaHHe , 3apa:l<alOmHR xapaKTep KOToporo, SW3WBa~ SO MHe COnepe:l<H

saHHe, 06pama~Cb s MOMeHT cueHH4eCKoro aKTa 4y:t<ay1O MHe apaMY s MOIO apaMY. 

(EspeHHOS 1909, 27) 
이미 설명하였듯이 연극이 드라마가 되는 것은 체험에 의해서이며， 체험의 

전염적 성격은 낯선 무대 사건을 나의 드라마로 만들어 내게 체험의 공유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예브레이노프의 ‘체험’의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전일성과 합일의 이념 

은 이 개 념 이 복수형 ‘nepe째BaHIUI’가 아니 라 단수인 ‘nepell<ßBaHHe’로 설 정 되 어 

야 함을 예브레이노프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한 확증된다. 

그러나 이 ‘공감적 체험’의 내용은 한편 이바노프가 이야기하는 초개인적이 

고 집단적 의식과는 구별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바노프는 관객과 무대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적 계기를 정의함에 있어 관객이 공감 속에서 주인공과 

접합되어 마치 그의 가면 뒤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진 다수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이 다수 전체가 하나의 

전체적 의식으로 주인공의 공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는데 

(r3CTeTH앤CKa.51 HopMa TeaTpaJ) , 모노드라마론에서 발견되는 바， 예브레이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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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적 체험은 이바노프가 부정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에 가까이 접근한 

다. 이에 상응하여 솔로구프의 극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브레이노프의 극은 

단 하나의 유일한 행위자， 주체에 의해 통합된다. 

( •.• ) B COBepmeHH뼈 npaMe, CTaHOB~meßC~ ’Moeß nPaMOß'’ B03Mo*eH TOnbKO ODHH 

neßCTBYJO뻐꺼 B COÕCTBeHHOM CMblCne 3TOrO CnOBa, 뻐cnHM TOnbKO OnHH cyõbeKT 

neßCTBH~. AHmb C HHM ~ cOnepe*HBa~. nHmb C ero 3peHH~ ~ BOCnpHHHMa~ OKpy

*a~mHß ero MHp, oKpy*a~mHX ero n~neß. TaKHM OÕpa30M nOCnenHHe TOqHO TaK 

*e nOn*Hhl nepen HaMH npenCTaTb npenOMneHHhlMH B npH3Me nymH COÕCTBeHHO

neßCTBYJOmero; npyrHMH CnOBaMH OCTanbHMX yqaCTHHKOB nPa뻐 3pHTenb MOHOnpaMbl 

BocnpHHHMaeT nHmb B pe$neKCHH HX CYÕbeKTOM neßCTBH~ H CnenOBaTenbHO nepe

*HBaHH~ HX, He HMe~mHe CaMOCTO~TenbHOrO 3HaqeHH~ ， npenCTaBn~~TC~ CueHHqeCKH 

Ba*HhlMH nHmb nOcTonbKy, nOcKonbKy npoeUHpyeTc~ B HHX BOCnpHHHMa~mee ’g ’ 
cYõbeKTa neßCTBH~. (EBpeHHoB 1909, 25) 

(…) 나의 드라마가 되는 완전한 드라마에서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등장인 
물은 단 하나만이 가능하며 단 하나의 극 주체만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오 

직 그와만 체험을 공유하며 오직 그의 관점으로 주위 세계와 사람들을 지각한 

다. 이렇게 다른 이들은 진정한 행위자의 영혼의 프리즘 속에서 굴절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관객은 드라마의 다른 참여자들을 오직 행위 주체가 가지 

는 관점의 성찰 속에서 지각하며 따라서 그들의 체험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 

지 않은 것으로， 그 속에서 행위 주체인 지각하는 ’나‘가 투영됨으로써 무대적 

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솔로구프가 ‘나’의 ‘단일의지’를 통해 개념화한 단일한 의식에 대한 이데아 

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 단 하나의 행위자 단 하나의 주체를 통해 거의 동일 

하게 표현된다. 이 여타의 등장인물 다른 의미들을 하나의 주체， 하나의 의미 

로 통합하는 모노드라마의 초점은 결국 극에서 단 하나의 의미적 콘텍스트만 

을 허용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써 일단 이바노프의 신비극적 지향과 그 기반 

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한 이 통합과 수렴의 이데아는 단일한 행위 주 

체의 주관적 시각에 의한 통합이라는 뒤앙스를 통해 예브레이노프가 논의에 

서 직접 솔로구프를 언급하고 있듯이 솔로구프의 단 하나의 의지인 ’나’에 대 

한 절대적인 복종과 수렴에 대한 생각과 직접 맞닿고 있다.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에서 다양성， 복수적 집단의 문제는 솔로구프에 

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가치로 판단된다. 예브레이노프는 극의 의미의 문 

제에 있어 솔로구프가 ‘조각난 의지 (pa3npo6neHHa~ Bon~)’라 언급하는 바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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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입장에서， 관습적인 기존의 극이 관객의 주의를 여러 

인물들에게 제한된 정도로 분산하며 여러 관점들로 흩어지게 함으로써 관객 

의 집중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예브레이노프는 바로 이 복수적 집합의 존 

재를 무대와 관객의 소외와 분리라는 극장의 현안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것 

은 이 다수의 존재에 의해 관객의 주의력이 얄팍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객 

을 수동적 관찰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브레이노프는 관객의 집중 

력을 고도로 높이는 것 다수를 단수로 통합하는 모노드라마론을 고안한다. 

합일과 통합의 이데아를 통해 예브레이노프의 논의에서 만나게 되는 모노 

드라마의 또 한 핵심적 계기는 단수로 설정되는 공감적 체험과 ‘나의 드라마’ 

로의 일방향적 홉수의 이데아가 이미 함의하고 있듯이 극도의 주관성이다. 이 

미 모더니즘 예술에서 예술의 본질적인 계기로 주창되는 예술가의 창조적 자 

유와 변형의 이데아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도 예외없이 수용된다. 

예브레이노프에게서 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 개념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 

되는 ‘극장성/연극성 (TeaTpaJIbHOCTb)’의 이데아를 통해 수용되고 있는 예술가 

의 자유로운 창조적 변형은 이 모노드라마의 미학적 전략으로 채택된다. 극과 

관객이 ‘나의 드라마’로서 합일되고 하나의 등장인물에의 집중을 통해 통합적 

공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즉 복수적 집단이 단수적 주체로 화하는 것은 

예술가의 주관과 그것에 부여된 변형의 힘을 통해서이다. 다른 주체들， 다른 

콘텍스트들은 하나의 등장인물의 시각에 의해 변형되어 그의 시각， 그의 관점 

으로 통합된다‘ “볼가피하게 그들은(다른 등장인물틀 - 훨자) 우리에게 변형 

되어 제시된다(nO Heo6xo때MOCTH OHH rrpencTaHyT rrepen Ha뻐 rrpe06p<Cl<eHH뻐H)" 

(EBpeHHOB 1909, 26) 

전적으로 그의 의식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수적 존 

재들은 그 자체로서의 존재와 의미로서가 아니라 나의 드라마로 주어지는 한 

등장인물의 콘텍스트의 강화를 위해 있을 뿐이다. 각광의 극복은 관객이 행위 

주체의 의식 속으로 집중하여 그의 의식 속으로 몰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모노드라마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극의 이데올로 

기적 관점에서 주어지는 내용적 명칭이다. 그러므로 예브레이노프는 자신의 

극장 개념을 ‘자신을 위한 극장(TeaTp nml ce6j!)’라는 용어로 다시금 형식화하 

고 있는 것이다. 

모노드라마를 지탱하는 주체로의 통합과 예술적 변형의 문제는 그러나 필 

연적으로 이 단일한 의식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의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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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레이노프는 행위자의 단수화가 관객의 능동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관점의 

통일이 무대와 관객의 완전한 의사소통을 담보할 것이라 가정하였지만， 모노 

드라마는 솔로구프의 단일 의지의 극장이 맞닥뜨리게 되는 역설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다. 그것은， 솔로구프가 관객을 창조적 의지에 종속시키겠다는 주장 

을 직접 언급하고 있음과 달리 예브레이노프는 관객을 극적 사건의 공동 창 

조자라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을 ‘나의 드라마’로， 즉 행위자의 관점 

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관객은 결국 모노드라마의 단일한 이념의 조 

작 하에 놓이는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남고 있기 때문이다 

(Golub 1977, 37). 여기서 예브레이노프가 관객에게 부여하는 능동성과 공동 
창조의 개념은 관객의 자유로운 창조성이나 의미창출에의 참여와는 전혀 상 

관없는 자의적인 것일 뿐이다. 

솔로구프와 마찬가지로 이바노프의 신비극의 이데아의 초석인 생예술의 이 

데아와 예술의 삶의 변용력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예브 

레이노프의 극장은 또한 삶과 예술의 일치라는 신비극의 이데아를 실현하고 

자 한다. ‘연극성 (TeaTpaJlbHOCTb)’을 미학적 계기에 앞서 삶의 계기로 보았던 

예브레이노프는 연극 세계 극장으로 개념화되는 창조된 미적 현실을 삶의 현 

존으로 읽었다. 이런 의미에서 극장의 연극 연기하기의 문제는 재현 

(representation)이 아니 라 현존(presentation)으로서 의 예 술이 라는 모더 니 즘의 

생예술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그것은 바로 ‘삶의 연극화(TeaTpaJlH3aUlUI 

lKH3HH)’라는 예브레이노프의 궁극적인 생예술적 기획으로 창출된다. 

선미학(先美學 npe3CTeTH3M)적 본능이라 가정되는 예브레이노프의 ‘변형 

(TpaHciþopMauml)’으로서 의 ‘연 극성 (TeaTpaJlbHOCTb)’의 개 념 을 통해 모더 니 즘의 

‘형성 (KOHCTPYHpOBaHHe)’의 세계관은 가장 극단적인 대안으로 표현된다. “변형 

은 형성보다 더 본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TpaHc~opMaUH~ ， KaKOBoR ~B~eTC~ no cy~ecTBy TeaTpaRbHoe HCKyCCTBO, 
npHMHTHBHee H nocTynHee, qeM ~opMaUH~ ， KaKOBoR no cy~ecTBy ~BR~eTC~ 3CTe

THqeCKOe qyBCTBO. (EBpeHHoB 1923, 28-29) 
( ... ) 연극 예술의 본절에 다름 아년 변형은， 미학적 감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형성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더 접하기 쉬운 것이다. 

연극성의 본질은 ‘변형의 파토스(naiþOC npeo6palKeHH.lI)’속에 있다(EBpeHHOB 

1923, 27). 예브레이노프는 형성이라는 모더니즘 보편의 세계관이 함의하는 삶 



모노드라마의 빛과 그림자 163 

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 창조의 의지， 즉 인간이 개인적인 기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구축하여 주어진 소여로서의 삶을 넘어 삶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 

는 생예술적 의지를 ‘연극성’， ‘변형’이라는 예브레이노프 극장 특유의 함의로 

굴절시킨다. 그러므로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의 구호는 “너 자신이 되지 말라 

(He 6Y.llb CaMHM co60ií)"라 제시된다. 연극성은 다르게 되려논， 다른 무엇인가 

를 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신을 상상해보고자 하는 본능，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른 삶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본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극성은 예브레이노프에게 실존적 의미를 가진다， 연극을 통하여 

삶을 변형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삶을 의미 있는 것으 

로 만들 수 있다 

(…) Õe3 COnH TeaTpanbHOCTH OHa nOnOÕHa B ero rna3aX npeCHOß nH~e ， KOTO

pO~ OH MOll<eT HaCnall<naTbC~ ， nHillb npHnaB eßBKyc HCKyccTBeHHM낀 OH TeaTpanH-

3HpyeT lI<H3Hb H OHa nOny4aeT ~ HerO nom뻐까 c‘마cn， OHa CTaHOBHTC~ ero lI<H3Hb~ ， 

'1eM-TO TaKHM, '1TO MOll<HO n~ÕHTb! OH Ha'써HaeT yBall<aTb ceõ~ H TpeõyeT yBall<eHH~ 

He TOnbKO K CBOeß aKTepCKOß BnaCTH, HO H K TOMY, '1TO OH H30Õpall<aeT B cHny 

MarHH aKTepCKOß BnaCT씨 ( ... ) OH nOHHMaeT, '1TO lI<H3Hb eCTb He'lTO, H3 '1ero Han

nell<HT '1TO-TO CnenaTb, nnJl TOr。’ '1TOÕM nO'lyBcTBoBaTb CeÕJl ee X03 JlHHOM, a He 

paÕOM, nn꺼 Toro , '1TOÕ, H3 HeOÕXOnHMOß, OHa CTana lI<enaHHOß, CTana, HaKOHeu, 

HrpyillKoß. 4yll<a꺼 H HenOHJlTHaJl lI<H3Hb CTaHOBHTC Jl '1pe3 TeaTpanH3aUH~ ÕnH3KOß 

H nOHJl THO때 CBoeß. CnOll<Ha~ ， OHa ynpo~aeTC Jl HneßHO nOHeBepOJl THOCTH: OÕbeKT 

npeOÕpall<eHHJl, BOT K '1 eM)' CBOllHTC 꺼 ee HeOXBaTHa~ Ha nepB빼ìl B3rn껴II ueHHOCTb. 

(EBpeμHOB 1923, 33) 
연극성이라는 소금이 없는 그것은(삶은 - 필자) 그의 눈에 다만 인공적인 

맛을 가미해야만 즐김 수 있는 싱거운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삶을 연극 

화하면서 삶은 그를 위한 충만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무언가 사랑할 만한 것 

을 가진 그의 삶이 된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배우적 권력 

뿐 아니라 배우적 권력의 마술적 힘으로 그려내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을 요구 

한다 ( ... ) 그는 스스로플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느끼기 위해， 삶을 불 

가피한 것으로부터 바람직한 것으로， 결국은 놀이감으로 만들기 위해 삶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해한다. 낯설고 이해할 수 없던 삶은 연극화를 

통해 친숙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 된다 자신의 것이 된다. 복잡한 삶은 관념상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된다 변형의 대상이 되는 것. 처음에 간파되지 않 

는 삶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다 

주어진 소여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을 연극화함으로써，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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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속에서만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예브레이노프의 연극성의 이데 

아는 ‘모던’의 세계관이 젊어진 설존적 소외의 비극적 정서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변형’， 다른 존재되기의 함의로 수용되는 예브레이노프의 연극성의 개 

념과 실존 회복이라는 존재론적 문제의 직접적인 연관 다시 말해 인간의 실 

존과 깊이 연관된 ‘다른’ 존재에 대한 구상은 예브레이노프가 극장에서 일종 

의 존재론적인 ‘타자’ 개념을 읽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너 자신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다른 역할，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라 

는 예브레이노프의 정언명령， 끊임없는 가면 바꿔쓰기의 연쇄로서의 실존에 

대한 개념은 이 극장이 말하는 ‘역할’ 다른 정체성의 개념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게 한다. 

기존의 역할을 끊임없이 벗어날 것， 주어진 소여로서의 실존을 거부하고 부 

정할 것을 요구하는 예브레이노프의 연극적 ‘역할’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다 

른 정체성의 개념은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으로 전제되는 존재론적 타 

자， 즉 바흐친 (M ， M, 5axnm)적 의미에서의 ‘나를 위한 타자(tJY)!(OH llJlJI CeÕ.H)’의 

함의를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연극화’의 극장에서 타자， 즉 ‘역할’이 

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체험을 지나 돌아가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삶의 매 순간마다 무한히 만들어지는 타자만이 끊임없이 ‘나’의 실존을 취소 

하고 지워가며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삶의 연극화’는 삶을 완전히 잠식하고 삶을 대체하논 시율라크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예브레이노프의 이론의 중섬인 ‘변형’이 작가가 주장하는 대 

로 지속적인 본능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가장(假裝)이라는 아이헨발 

트의 지적에서는 ‘삶의 연극화’ 극장의 오류가 가장 정확한 지점에서 짚어지 

고 있다고 할 것 이 다(cf， AHXeHBaJlbll 1923, 32-34) , 

예브레이노프의 연극이 창출하는 ‘역할’ 다른 정체성의 실체는 그의 극장의 

또다른 중심 개념인 ‘모노드라마’의 이데아와 불가분 연관되어 있다 모노드라 

마는 존재론적 ‘짝말’로서의(부버 7) ‘나 타자’의 이중 구조를 허락하지 않는 
다. 어떤 대자적 의식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주관성을 주장하는 ‘나 

의 드라마’의 단일의식의 구조 속에서 변형은 나와 타자 간의 상호 소통이 아 

니라 나에 대한 타자의 참칭이며 찬탈이다. ‘나의 드라마’에 의해 연극적 ‘역 

할’에서 얻어지는 다른 정체성， 타자는 나의 ‘대자존재(對自存간 l ’existence 

pour soi-même)'가 아니라， ‘나’의 실존의 참칭자이며 찬탈자로 변질된다. 

자폐적인 주관주의 안에서 ‘참칭’과 ‘찬탈’로 추락하고 있는 예브레이노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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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과 ‘변형’은 이 ‘삶의 극장화’의 대안이 모더니즘의 예의 ‘형성’의 이데아 

가 표방하고 있는 나와 세계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이 

상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에 회의하게 한다. 

드라마 「아름다운 폭군(KpaCHB뻐 .uecnOT) J (1906)은 예브레이노프의 절대적 주 

관성 속에서의 연극적 ‘변형’을 통해 성립하는 ‘자신을 위한 극장’을 실현한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이념은 생예술이라는 모더니즘 보편 

의 전제에 기반한 예브레이노프의 삶의 ‘재건 (pe I<OHCTPYI<l.\ H51)’이라는 미학적 

계획이다. 배경은 1904년 겨울로 이 변혁의 시기， 한때 급진주의 이념에 투신 

했던 귀족인 주인공은 문명의 중심인 도시로부터 떠나 외딴 시골의 자신의 

영지에 새로운 삶을 스스로 건설하고자 한다. 자신의 현실을 대체할 이상적 

현실인 조상들의 삶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 달력을 1904년에서 1808년으로 

되돌려 놓고 자신의 영지에 백 년 전 과거의 삶을 복원하는 주인공의 형상은 

예브레이노프의 예술적 변형에 의한 삶의 재건이라는 생예술적 이데아를 직 

접적으로 반영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영지에서 한바탕의 ‘연극’을 기획한다. 주인공의 연극은 예 

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론에서 개진된 이론적 계기들을 실제에 옮겨놓는다.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론의 핵심인 주관성의 계기， 타자적 다수， 관객의 

의식 위에 군립하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창조적 주체의 ‘나의 드라 

마’는 주인공의 이 ‘연극’ 연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가족과 하인들에 의해 

실현된다. 일종의 가부장적 공동체로 결속된 이틀은 “호이칭하가 ‘유희 공동 

체’라 부른 것을 형성”하여 “주인과 가정 전체가 일상적 삶을 드라마 작품으 

로 인식”한다(Moeller-Salley 1998, 361). 이들의 일상적 삶은 집단적인 픽션 

을 구성하며 각자가 이 허구의 배우로서 연출가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 

며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한 역할을 연기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연극은 예브 

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 즉 단일의식의 계기를 실 

현하게 된다. 

의심할 바 없이 솔로구프의 ‘단일 의지의 극장’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이는(repac뻐OB 1974, 236)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의 이데아는 「아름다운 
폭군」에서 솔로구프보다 한층 진전된 국면을 얻는다. 그것은 솔로구프의 미학 

적 현실이 아직 도달하지 않고 있는 생예술의 기획，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학적 현실을 통해 새로운 현실의 구성 기획의 실현의 문제이다. 예브레이노 

프의 이 ‘연극’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연극과 구별되는 점은 이 ‘배우’들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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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연극적 가상의 병립의 가능성을 전혀 허용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 

기서 예브레이노프의 모노드라마는 이미 솔로구프의 모노드라마론이 잠재적 

으로 노정하고 있었던 삶과 예술의 역전 현상을 표면으로 부상시킨다. 이제 

‘연극’은 한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대치한다. 이 ‘배우’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연극’으로 채운다. 이들은 다만 ‘배우’로서만 살며 이 ‘연극’ 자체 

가 그들의 삶이 된다. 

한편， 영지를 방문한 손님의 존재는 이 ‘연극’과 삶의 연극화의 이데아의 유 

효성에 균열을 가져오는 현실의 층위를 상기시킨다. 예브레이노프는 주인공으 

로 하여금 이 ‘연극’으로부터 빠져나오게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 려 이 ‘연극’의 

현실도치에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연극’의 견고함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이 극장의 폐쇄성과 고립성， 그 

리고 그 비실제성을 강조할 뿐이다. 

「아름다운 폭군」이 보여주고 있는 예브레이노프의 삶의 재건의 이데아는 

이 드라마가 증명하는 그 기행적 극단성에도 불구하고， “미클라웹스키 (K. M. 

빼KJIameBCK Ifß)가 지적하듯이 시대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진다(repaCIfMOB 1974, 

232)." 모더니즘의 생예술의 거대 테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삶과 예술의 

전도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는 예브레이노프의 삶의 연극화의 이데아는 

주어진 정체성을 뛰어념음으로써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생예술 

의 대안이라 할 것이다. 

‘연극’， 즉 변형을 통한 초월이라는 기획에 있어 예브레이노프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마지막 실존적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 가야만 했다. 드라 

마 「즐거운 죽음(BecëJIa~ cMepTb)J(1908)은 바로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에서 인 

간으로 하여금 실존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행위시학으로서 구상된 연극적 변 

형， 삶의 연극화의 이데아가 죽음에 대해 던지는 도전장이다. 

‘연극’의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해 예브레이노프가 코메디아 델 아르태의 주 

인공들， 즉 가면들을 자신의 극장에 가져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의 

미를 가진다. 코메디아 댈 아르테의 주인공들은 그 명시적인 기호적 이중성에 

의해 이미 모더니즘 극장에서 메타적 장치로 자주 사용된 바， 예브레이노프가 

자신의 극장적 이념인 ‘연극’과 ‘변형’의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하는 계 

기 역시 이들이 가면을 통해 실존적인 이중성이다. 가면들이 함의하는 기호의 

본질적인 이중성， 가면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역할과， 이와 함께 펼연적으로 

암시되는 가면 밑의 얼굴이라는 이중성의 구도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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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소여로서의 가면들의 기존 역할과 예브레이노프의 ‘변형’의 극장에서 얻어 

지는 새로운 역할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된다. 코메디아 델 아트테의 가 

면들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은 인간의 주어진 소여로서의 실존과 그것을 극복 

하는， ‘연극’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극장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상기 내용은 「즐거운 죽음」에서 피에로와 아를레킨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된 

다. 그 자체로서 언제나 다른 존재의 ‘나’가 될 수 있는 연극성의 원리를 체현 

하는 주인공 아를레킨은 예브레이노프의 극장론을 대변한다. 에브레이노프가 

자신이 재해석한 코메디아 델 아르테의 주인공으로서 피에로 대신 아를레킨을 

선택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아를레킨은 인형극/가면극이 함의하는 실존적 

부자유의 문제와 함께 역시 자유로운 즉흥， 즉 역할 창조하기， 연기하기의 함 

의를 제시한다. 나팔을 불고 방울소리를 울리며 끊임없이 즐겁게 새로운 역할 

을 연기하는 아를레킨의 형상은 한계조건으로서의 삶의 주어진 소여의 기계적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로와져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연출가가 되는 능 

동적인 창조 행위라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함의할 수 있는 것이다. 

‘연극’과 변형의 장楊으로서의 예브레이노프의 극장 이념은 영원히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피에로와 멈추지 않고 삶을 

‘연극’화해가는， 자신의 주어진 소여로서의 현실을 변형하는 아를레킨의 선명 

한 대조를 통해 강조된다. 

전 생애를 모든 순간마다의 ‘삶의 연극화’， 즉 나의 의식 속에서의 주어진 

소여의 변형의 행위로 살아온 아를레킨은 가장 막다른 실존적 한계인 죽음에 

직변해서도 그는 상황에서 ‘연극’을 벌인다. 즉 그는 죽음을 연출할 것을 제안 

한다. 

51 BaM rOBOp lO: "lIlUlTe 11 :l<IIBIITe, HO :l<IIBIITe , He I<a l< Õe3CMepTHblA, a I<a l< 4eJl。

Be l<, I<OTOpblA 3aBTpa -:I<e MO:l<eT yMepeTb." (EBpeIlHoB 1914, 72)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은 “가서 살라， 단 그러나 죽지 않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것이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자선을 다른 존재로 변형 

시키는 ‘삶의 연극화’만이 진정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를레킨은 믿는다. 

He nJla뾰， KOJlOMÕIlHa! 51 yxo:l<y OTC lOna C YJlblõ l<oA Ha ryõax. ( ... ) 51 cneJl 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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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H neCHH' ~ BWnn~Can BCe CBOe BeCenbe' ~ B찌CMe~n BeCb CBOJ:i CMeX! ... MOH 

CHnw H 3aOpOBbe paaOCTHO paCTpa4eHW BMeCTe C MOHMH aeHbraMH. H싸<oraa ~ He 

6wn cKynNM H nOToMy 6wn Be4HO BeCen H 6e3ne4eH. ~ ApneKHH H 앤py ApneKHHOM. 

He nna4b, KOnOM6HHa! nopaay꺼C~ ny'lme, 4TO ~ yMHpalO, He TaK , KaK apyrHe, a 

CWTμJ:i HaCna:l<aeHHeM, aOBonbHbIJ:i cY,'lb6oJ:i H CBOHM nOBeaeHHeM. I1Jm TW npean04na 

6w BHaeTb MeH~ l1enn~IOm.HMC~ 3a :l<H3Hb, C :l<aaHbIM B30pOM H Monb6o꺼 Ha ry6ax! 

HeT, He TaKOB ApneKHH. OH BblnonHHn B :l<H3HH CBoe Ha3Ha4eHHe H y~lHpaeT cno

KO J:i HO! ( ... ) "JlOBH MOMeHT" - BOT Molí n03YHr! H ~ He neHHnc~ nOBHTb HX! 

(EBpeHHOB 1914, 86-87). 
콜롬비나여， 울지 마오. 나는 입술에 미소를 띤 채 이곳을 떠나려오 (…) 나 

는 내 노래를 다 불렀고 즐거움을 다 춤추었고 웃음을 다 웃었다오! 나의 힘 

과 건강은 내 돈과 함께 즐거이 소진되었소. 나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으므로 

영원히 즐거웠고 근심이 없었소. 나는 아를레킨이며 아를레킨으로 죽으려오. 

울지 마시오， 콜롬비나!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죽는 걸 차라리 기뻐해주시 

오. 나는 운명과 내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며 쾌락에 배부른 채로 죽으니 말이 

오. 혹시 당신은 탐욕스런 눈길로 그리고 입술에 기도를 외우며 삶에 집착하 

는 나를 보고 싶어할지 모르지! 아니오， 그런 모습은 아를레킨이 아니오. 그는 

삶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평온하게 죽어가오. ( ... ) “순간을 잡으라 이 

것이 나의 좌우명이오! 나는 삶의 순간들을 잡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오. 

예브레이노프가 ‘삶의 연극화’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연극이 가진 변형의 힘 

은 곧 삶에 대한 연출력으로 전이된다. 아를레킨의 연극과 역할의 변형은 삶 

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삶을 적극적으로 ‘즐겁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을 

마리오네트카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정신적 무기로 주장된다(cf. 김 

희숙， 46-47). 

그러나 자신의 복수심과 내면적 갈등을 배신당한 남편이라는 주어진 역할 

의 가면 아래에 은폐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피에로는 진정으로 실존 

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운명에 종속되어 있는 마리오네트카로 남는다. 

(…) He OTOMCTHTb ~ He Mor: ~ o6MaHyTwIí My:l< H aOn:l<eH 6μn MCTHTb, nOToMy 

4TO TaK BoaHTC~ y ao6pblx rnaelí. (...) 3TO Bbl BblayManH TaI<He rnynwe npaBHna! 

3TO H3-3a Bac ~ aOn:l<eH 6bm cOKpaTHTb :l<H3Hb cBoeMY ny4meMy apyry. (EBpeHHoB 

1914, 84) 
나는 복수릅 하지 않을 수 없다구. 나는 배반당한 남편이며 그래서 복수를 해 

야만 해 이게 선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지. ( ... ) 이런 어리석은 법칙을 

꾸며낸 건 당선이지! 그 때문에 나는 가장 좋은 친구의 삶을 끝장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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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피에로에 대한 예브레이노프의 비 

판적 시선은 날카롭다. 죽음을 앞둔 친구 아를레킨에 대한 애도의 목소리는 

어느덧 자신의 역할에 대한 동정과 합리화의 목소리로 바뀐다. 피에로 가면의 

창백한 낭만주의 밑에 감추어진 것이 에고이즘과 자기도취임이 폭로된다 

(Golub 1977, 48). 왜냐하면 ‘변형’에의 가능성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예브레이노프가 극화하는 ‘삶의 연극화’의 전령사 아를레킨과 피에로의 대 

조는 이 드라마가 함축하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통해 철학적으로 심 

화된다. 인간의 펼멸성이라는 실존적 한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간의 극복은 곧 죽음의 극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어진 역할， 운명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피에로의 존재태와 연관된 시간으로 죽어가는 아를레킨의 

머리 위에 놓인 시계의 똑닥거림으로 형상화되는 기존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그 양(量)적인 형식인 연쇄에 의해 정의되는 물리적 시간이다. 이 시간의 위 

협과 인간의 운명적인 필멸의 불가피성은 아를레킨의 머리 위에 있는 시계의 

과장된 크기에 의해 의식적으로 강조되지만 아를레킨을 속이기 위하여 시간 

을 뒤로 돌려놓는 피에로의 행위는 아를레킨의 남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 

져오지 못한다. 

아를레킨의 ‘연극’은 다른 종류의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아를레킨의 

‘변형’ 행위의 존재론적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시간의 ‘변형’이다. 죽음을 목도 

하고 있지만， 주어진 순간 순간 새로운 역할을 삶으로써 아를레킨은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의식 속의 ‘연극’ 모노드라마를 통해 변형시킨다. 삶의 매 순 

간의 ‘연극화’는 시계의 똑닥거림이 은폐하고 있던 시간의 본질을 인간의 정 

신 속에서 경험된 그 질(質)에서 발견한다. 시간은 똑닥거림의 기계적 연쇄가 

아니라 ‘변형’， 끊임없는 정체성 바꾸기， 그리고 결국 모더니즘이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재창조 완전을 위한 변형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다. 예브레이노프의 ‘삶의 연극화’론은 베르그송적 지속(duration) ， 사물의 진 

화(evolution)의 관점 에 서 해 석 되 는 시 간의 장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과 죽음은 서로 뒤바뀐다. 의사는 아를레킨에 

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정태(靜態)와 불활성(不活性)은 주어진 역할 안에 갇혀 

있는 살아있는 피에로에게서 발견된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결코 제대로 살지 

못하며 사는 동안 내내 소모적으로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죽음의 광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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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부하는 아를레킨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충만한 삶의 활력 

(the élan vital)의 환한 빛 안에 산다. 예브레이노프는 모노드라마적 극장， ‘자 

신을 위한 극장(TeaTp .llJUI ce6.i1)’이 ‘세련된 영혼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고백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극장을 이미 속임수로 인정하며 금빛 꿈， 황 

홀하고 아름다운 전설이라 말하며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과 단절이라는 염세 

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구태여 숨기지 않는 솔로구프와 달리， 연극화를 통해 

삶을 긍정한다는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은 낙관적 전망의 밝은 빛을 투사하는 

듯하다. 

아를레킨에게 ‘연극’은 그 자체로 모두스 비벤디이며 세계는 극장이다. 자연 

과 존재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와 상상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존재의 그림자 

일 뿐이며 진정한 삶의 현존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미학적 기획에 따라 재구 

축하고 삶의 형식을 창조해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아를레킨의 ‘연극’에 

대한 요구는 역할을， 그 가면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실존 

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다만 미학의 영역에서 머무를 뿐 아니라 삶의 지평으 

로 이전되는 예술， 끊임없는 역할놀이， 가면 만들어내기에서 상실된 실존， 정 

체성 획득의 가능성을 보는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이 삶의 건설이라는 낙관주 

의적 생예술의 전망은 이미 낯설지 않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고자 하는 연극성의 본능， 삶의 변용 

에 대한 “자기 자신이 되지 말 것 (He 뻐Tb CaMI뻐 c060fi)"의 구호는 예브레이 

노프의 연극과 예술 창조의 이념의 이면에서 솔로구프의 극장에서와 마찬가 

지로 깊은 현실 도피의 동기를 발견케 한다. ‘연극’하지 않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 피에로와 의사를 운명에 종속된 마리오네트카라 선고를 내리 

는 아를레킨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가 되는 것이며 다른 것을 만 

들어내는 것 (CaMoe Ba빼oe CTaTb APyrRMH C.llenaTb φ'yroe(이탤릭 - EBpeHHOB))" 이 

다(EBpeHHoB 1911, 26-27). 삶의 본질을 연극성 의 본능이 라 주장하는 아를레 킨 

에게 삶은 다른 나를 만들어냄， 뒤집어 말하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벗어남으 

로써만 지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 만들어내기， 주어진 소여로서의 정체성 

을 끊임없이 벗어나는 일은 결국 “자신으로부터의 탈주(6erCTBo OT ce6J1)" 

(repaCHMOB 1974, 240) 임 을 부 정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은 솔로구프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 

산 현실과 결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브레이노프의 ‘세상 극장(theatrum 

mundD’는 그야말로 모더니즘의 비재현주의 예술관과 생예술의 이데아가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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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술과 삶의 극단적인 역전을 확인한다. 연극성을 삶의 에너지로 이해하고 

‘삶의 연극화’의 이데아를 통해 삶을 끊임없는 변형과 역할 만들어내기의 창 

조적 과정으로 이끌어내며 예브레이노프는 생예술과 신비극의 마지막 지점에 

선다. 여기서 신비극의 이데아는 삶의 연극화의 비전이라는 인공적 태양이 던 

지는 밝은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되지 말라는 정언명 

령에 의해 아를레킨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연극적 형상들은 현존과의 조우 

로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진다. 

예브레이노프는 극장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새로운 연극적 역할들이 감추 

어진 진정한 정체성， 내면적 존재의 현존이라 믿고자 했지만， 모든 사물에 나 

의 관점 만을 투사하는 ‘나의 드라마’의 연극은 이 변용이 가장이 며 위 장이 라 

는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를레킨의 ‘삶의 연극화’론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 연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의 획듀을 이야기하지만， 외부 현실을 

부정하는 절대적 유아론의 ‘나’의 의식과 주관주의에 의한 현실의 변용， 대자 

적 존재로서의 타자 의식을 배제한 단일의식의 모노드라마의 ‘연극’은 솜로구 

프의 모노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로 블록이 말한 예의 그 자폐적 분신들의 끝 

없는 부유(浮游)일 뿐이 다. 

그 자체로서의 설존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가면을 바꾸어 쓰는 아를레킨의 

‘연극’에는 대자적 타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체험의 운동과 실존적 ‘나’로 

돌아옴이 라는 피 드백 의 쌍방향적 운동이 결핍 되 어 있다. 방울을 울리 고 북을 

치는 떠틀썩한 아를레킨의 ‘연극’이 표방하는 ‘삶의 공연’으로의 초대는 결국 

솔로구프의 그림자놀이가 드리우는 현실 도피의 어두운 그늘을 다만 외면하 

고 있을 뿐이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변용의 세계를 너무나 사랑한 이 

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TOT ， KTO CJIHIllKOM IlOJD06띠 MHp Ilpeo6pa*eHH~ ， 

nJI~ TOrO HeT B03BpaTa B MHp ne깨CTBHTeJIbHOCTH)"(EBpeHHOB 1923, 50). 

4. 맺으며 

무카르좁스키(51. MYKap*oBcl이써)는 관객이 극장에서 ‘결론화 역할(pe3IOMHpylOllla~ 

POJIb)’을 맡게 되며 그것은 “극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관 

객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하면서 (MYKap*OBCKHH 1994, 377) , 관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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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극장의 미학적 소통의 결정적 국면으로서 주목한다. 극장에서 관객은 

연극적 행위 구축에 있어 편재하는데 (MYKap)/(OBCKHH 1994, 379) , 극장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관객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의미와 연관시킬 때 연극적인 

것， 즉 미학적 기호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장의 미학적 작용에 있어 결정적인 국변인 무대에 대한 관객의 

관계와 그 상호작용의 문제， 즉 관객과의 ‘소통’은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생예 

술에 있어 마지막 과제로 이해되었다. 이들에게 무대와 관객의 경계， 각광을 

넘어서는 것은 생예술， 즉 삶으로 나아가는 예술을 성취하는 가장 결정적 계 

기였던 것이다.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의 ‘집단극장’과 신비극은 이러한 각광 파괴와 무대와 

관객의 ‘소통’을 무대의 행위에 대한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해하며 그 해 

법으로 ‘공동체성’에 의한 무대와 관객의 정신적 통합과 의식의 합일을 가져 

온다. 그러나 시인과 민중의 괴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사유하였던 이바노프의 

‘집단극장’이 이 시대의 ‘소통’의 콘텍스트를 통해 근본적으로 다수의 목소리 

의 발현을 겨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들의 이질성과 불협화음을 배 

제한 초개인적인 공동체성에 의한 합일， 이른바 완전한 ‘소통’의 지향은 ‘집단 

극장’을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의 독백， 단일 콘텍스트의 모노드라마로 귀결시 

킬 수밖에 없었다. 

명시적으로 모노드라마론을 표방하는 솔로구프의 ‘단일의지의 극장’과 예브 

레이노프의 연극론과 ‘자신을 위한 극장’은 이바노프의 ‘집단극장’이 낳은 합 

일의 이념과 독백주의를 계승한다. 무대와 관객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 

해 ‘소통’의 콘텍스트를 극장론의 출발점으로 도입하고 있는 솔로구프와 예브 

레이노프 양자의 연극론 모두에서 모노드라마의 이념은 작가의 극장이 제시 

하는 예술적 전망의 교두보로 채 택된다. 

모노드라마가 담보하는 무대와 관객의 완전한 ‘소통’， 즉 창조적 주관성과 

세계의 괴리 없는 일치된 의식의 지평은 솔로구프와 예브레이노프의 자족적 

이고 독립적인 창조적 주관성이라는 미학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절대적 ‘나 

(51)’의 창조의 장에서 예술적 변용은， 모더니즘의 ‘형성’의 세계관이 이 시대 

예술에 부과한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문제의식과 연관되면서， 죽음과 비존재에 

대항하는 의미의 무기로 나선다. 

그러나 한편， 예술 행위와 예술적 형상들， 즉 예술 기호들은 솔로구프와 예 

브레이노프의 극장에서 사뭇 상반된 뉘앙스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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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만들어진 전셜’， ‘거짓의 형식의 하나’， ‘아름다운 기만’이라 부르는 

솔로구프의 극장에서 예술의 가상성 (HJI)]I030PHOCTb) , 예술 기호들의 기호성은 

의식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어진다. 미적 변용의 행위를 현실의 삶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솔로구프이지만 그는 결코 예술을 어둡고 부정적인 현실을 대체 

할 존재론적 대안으로 보지 못한다. 예술적 변용은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내면 

적 의식 안에서만 가능한 한시적인 실존의 대안이다. 예술은 현실로부터 인간 

을 도피시키는 ‘높은 광기 (BblCOKoe Õe3yMHe)’이며 예술 기호들은 결국 어두운 

현실의 ‘그림자’이며 환상일 뿐이라 고백하는 솔로구프의 극장 공간은 닫힌 

사면의 벽이 던지는 어둠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끊임없이 생산되는 연극적 역할에서 실존적 정체 

성을 발견하려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 죽음과 비존재에 대항하는 의미의 무기 

로서 예술적 기호들의 실존적 의의는 더욱 절실해 보인다. 끊임없는 연극화를 

삶의 과정 자체로 보는 예브레이노프의 ‘삶의 연극화’의 극장은 연극적 현실의 

가상성과 역할의 기호성을 끊임없이 은폐하려 한다. 그 연극 행위， 가면 바꿔 

쓰기의 무한성은 부재와 죽음이라는 유한성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실존 

적 무한성과 자유의 감각으로 이전된다. 삶으로 가는 예술의 출구로서 ‘삶의 연 

극화’의 대안이 노정하는 즐거운 ‘삶의 건설(*H3HeCTpOHTenbCTBO)’로서 예브레이 

노프의 미적 행위의 장에는 열린 거리와 광장의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예술 행위의 전제로서 공통적으로 모노드라마적 콘텍스트， 즉 주관성과 독 

백주의를 수용하면서 이처럼 상반된 음조의 예술적 전망을 낳는 솔로구프와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은 모노드라마의 두 변종， 모노드라마의 빛과 그림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부정을， 그리고 삶의 긍정을 말하는 듯한 그림자와 

빛은 무대와 관객의 이념적 합일， 이른바 완전한 ‘소통’ 을 말하는 모노드라마 

를 거꾸로 ‘소통’이 불가능한 극장， 소통이 부재하는 극장으로 변질시키는 독 

백주의가 낳은 예술적 전망의 끝에서 다시 만난다. 

솔로구프와 예브레이노프의 극장은 모두 모노드라마적 콘텍스트， 독백주의 

가 삶과 예술의 ‘소통’에 대한 모더니스트의 충동을 다만 고립된 존재의 폐쇄 

된 의식 속에서의 유희로 뒤집는 모더니즘의 한 경향(cf. repacHMoB 1987, 

582)에 닿아 있다. 솔로구프의 모노드라마가 주장하는 현실 삶에서의 어떤 실 

존적 가능성도 부정하는 현실 도피적인 예술의 비전과 예브레이노프의 모노 

드라마에서 시도되는 예술적 유희를 통해 실존을 찬탈하는 시율라시옹이라는 

허위 의식으로서의 예술의 비전은 모두 텅 빈 기호， 무와 비존재의 기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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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 모델이 존재론의 메타포라는 생예술의 이념을 받아들여 볼 

때， 모노드라마의 목백주의는 어떤 실존도 담보할 수 없다. 서로 갈등하고 충 

돌하는 존재들의 간극 존재들의 상호 타자성을 지우려 하는 모노드라마에서 

다만 인간의 실존은 어떤 궁극적인 절대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다. 

복수적 의미의 공존과 다多콘텍스트성을 부정하면서 관객의 미학적 가능성 

을 무화시켜 버린 모노드라마는 바흐친적 의미에서의 세계와 ‘타자’ 사이의 

끊임없는 영원히 종결되지 않는 변증법적 상호 작용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 

존적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하겠다. 

모더니즘 극장이 찾으려 했던 ‘소통’은 오히려 모노드라마가 지워버리려 했 

던 대화성과 콘텍스트의 다수성(Jiri Veltrusky 1976, 95)에， 즉 나와 타자의 

간극과 차이에 기반한 다성성 (nOJI때OHH3M)과 다수적 목소리 (MHorOrOJIOCbe)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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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e 

TeHb H CBeT NHCTepHH: 

TeaTp φeaopa Conoryõa H TeaTp HHKOna~ EBpeHHOBa 

4a, 4 lCH-BoH 

nOTpeÕHOCTb ’OÕDleHIUI ’ Me*ay CueHHqeCKHM npenCTaBneHHeM H 3pHTeneM npen-

‘ onpene~eT HCXOnH~ 3CTeTHqeCK~ OpHeHTaUHID MOnepHHCTCKOrO TeaTpa B Haqane 

XX BeKa B POCCI써. BneKyeMa~c~ B npOÕneMe COOTHOmeHH~ CueHN H 3pHTenbHOrO 

3ana Hne~ ’ OÕDleHH~ ’ B TeaTpe , Bhlpa*a~Cb B pa3HhlX CueHHqeCKHX onμTax MO

nepHH3Ma, nOnHHMaeTC~ KaK OÕDlenpHH~Ta~ 3CTeTHqeCKa~ 3anaqa MOnepHHCTCKOrO 

TeaTpa. 

nepBOH nOnhlTKOH pemeHH~ ’ OÕDleHH~ ’ B TeaTpe ~B~eTC~ TeaTp 'MHCTepHH ’ g 

’COÕOPHhlH TeaTp ’, nOH~THe KOTOpbIX pa3BHnOCb y B~qeCnaBa I1BaHoBa. npH 3TOM 

napanOKcanbHO qTO, CTpeMneHHe COÕOpHOrO TeaTpa COBepmHTb ’。 ÕDleHHe ’ Me*ny 

cueHOH H 3pHTeneM B TeaTpe nO CBOerO npenena, T.e. ero CTpeMneHHe nocTHrHyTb 

aõconIDTHoro ypOBH~ B03MO*HOCTH ’。 ÕDleHH~ ’ TeaTpanbHoro COOÕDleHH~ OÕpeKaeT 

’COÕOpHhlH Tea Tp ’ Ha 3CTeTHqeCKHH rHÕenb. B 'COÕOPHOM TeaTpe' ’aõconIDTHoe ’ 
’。 6DleHHe ’ Me*ay CueHOH H 3pHTeneM nanaeT B CBOID Oqepenb B ’HyneBoe ’. 

3CTeTHqeCKH KpaHHyID KOHuenUHID 'a6COnIDTHOrO ’ ’。 6DleHH~ ’ H MOHOnOrH3Ma 

HacnenyeT TeaTp MOHOnpaMhl B MOnepHHCTCKOM TeaTpe , B TOM t깨cne cyryõo 

cy6beKTHBHhlH TeaTp φenopa Conoryõa H 3KCnepHMeHTanbHhl때 Te aTp H씨<ona~ 

EBpeHHOBa. 

B TeaTpe φ. Conoryõa, Hne~ MOHOnpaMhl, COnpHKaCa~Cb C KOHuenUHeH aÕCOnIDTHOH 

CYÕbeKTHBHOCTH TBOpqeCKOH nHqHOCTH, OÕOCHOBhlBaeT neCCHMHqeCKOe 3CTeTHqeCKOe 

MHpOB03peH“e aBTOpa 0 TBOpqeCTBe KaK ’BhlCOKoe õe3yMHe ’, 3CTeTHqeCKOe 

’õerCTBO ’ 。T rpyõoH neHCTBHTenbHOCTH. Han ’aÕCOnIDTHbIM’ ’OÕDleHHeM’ B TeaTpe 

Conoryõa BHC~T TeHH HeÕbITH~. 

B CB찌 3H C 3THM TeaTp H. EBpeHHOBa Ka*eTC~ KaK Õμ OCBeDleHHhlM ~pKHM nyqOM 

*“3HH. MOHOnpaMa EBpeHHOBa, nocTHrHyTa~ a6COnIDTHbIM OÕDleHHeM Me*ny Cue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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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pHTeJle때， nOJlb3yeTc~ KaK CTpaTer~ 'TeaTpaJIH3aUHH ’ *H3HH, KOTOpa~ ~B~eTC~ 

3CTeTHqeCKHM J103yHroM TeaTp EBpeHHOBa. 

06a TeaTpa, Ka*ymHec~ TeM, QTO npo깨BOnOJlO*HO pa3BHBalOT H.1le lO MOHO .1lpaMbI 

B Kpa~X neCCHMH3Ma H OnTHMH3Ma, Ha CaMOM .1le Jle HHTeprpHpyeTc~ K O.1lHOMy H 

TOMY *e 3CTeTHQeCKOMY TynHKy 'MOHOJlOrH3Ma'. 06a OHH npHBO때TC~ K 'MH씨iKpHH ’， 

B KOTOpoR npH3MB K '06meH싸0 ’ nOBOpaQHBaeTC~ ero OTpHuaHHeM. TeaTp COJlor6a, 

B KOTOpOM np~QeTC~ H.1le~ 3CTeTHQeCKOrO 6erCTBa OT .1leηCTBHTeJlbHOCTH ， KOTOpMR 

OTpHuaeT BC~KylO B03MO*HOCTb 6blTH~ B peaJlbHOM MHpe, H TeaTpaJlbHa~ Hrpa KaK 

’ Slm띠ation ’， J1O*Hoe C03HaHHe HJIJII03HH, KOTOpOe CMemaeT *H3HeHHYIO peaJlbHOCTb 

B TeaTpe H. EBpeHHOBa, BCe *e pO*.1la lOT ’nYCTble' 3HaKH, ’signifiant ’M nycToTM 

H He6blTH~. 

B03MO*HOCTb ’。 6meHH~' B TeaTpe cymecTByeT HH B KOHuenUHH ’a6COJllOTHOrO' 

COBepmeHHoro ’ 06meHH~ ’ Me*.1lY cueHoR H 3pHTeJleM, HH B MOHO .1lpaMe, a HMeHHO 

B 띠aJlOrH3Me H MHO*eCTBeHHOCTH KOHTeKCTOB , B nOJlH~OHH3Me H MHOrOrOJlOCbH, 

KOTopble MOHOJlOrH3M HanpaCHO CTpeMJIHTC~ CHHMaTb CO CueHbl.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6. 3. 11 
논문심사일 2006. 3. 16 - 2006. 4. 11 

심사완료일 2006.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