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나드 안드레예프의 희곡 r언간의 일생」 연구* 

김 규 종 •• 

“「인간의 일생」은 나에게 문학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고， 나의 영혼이었다 

<<:!<1I 3Hb lJenoBeKa>> He 5b1na W1J1 MeHJI nllTepaTypoll, a MHOll CaMIIM, MOe때 lIymOlo, 

~ 레오니드 안드레예프(J1eoH때 AHlIpees) 

1. 서론 

1901년 《즈나니예 (3HaHHe)>> 출판사에서 생애 처음으로 단편소설집을 출간한 

안드레예프는 주로 ‘작은 인간(MaJleHbKHα qeJlOBeK)’의 주제를 다룬다귀여운 

아이 (AHreJlOqeK L, r거대한 투구(50JlbIlIO다 IIIJleM) J , r 세르게이 페트로비치에 대 

한 이야기(l'lCTopml 0 Cepree ITeTpOBHqe) J 와 「생각(MbIC Jlb) J 등의 단편을 거쳐 

1904년 「붉은 웃음(KpaCHblfi CMeX) J 으로 안드레예프는 창작의 전기(轉機)를 맞 

이한다. 러일전쟁의 절정기에 쓴 「붉은 웃음」에서 작가는 전쟁의 심리를 재창 

조하고， 대량학살과 광기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려고 노 

력한다붉은 웃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병적으로 흥분된 어조， 그로테 

스크한 형상들과 압축된 대조 등은 안드레예프의 훗날 창작기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05년 제 1차 러시아혁명 전야의 고양된 분위기를 경험한 안드레예프는 

그해 11월 4막 희곡 「별들에게 (K 3 Be 3 ,llaM) J 를 탈고한다. 얘초에 고리키와 

공동으로 과학과 과학자에 관한 희곡을 집필하려고 했으나， 혁명당일인 1월 

9일 체포된 고리키가 페트로파블로프 요새감옥에서 「태양의 아이들(lleTH 

COJlHl.\a) J 을 완성함으로써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두 사람의 세계관과 혁명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이 시기에 배태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숙한 소 

* 이 논문은 2006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임. 
** 경 북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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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가로 출발한 극작가 안드레예프의 첫 번째 희곡은 ‘죽음과 불멸’， ‘지금과 

영원’이라는 대립적인 주제를 숙고하는 철학적-인간학적인 문자 제기로 우리 

의 관심찰 끈다1) 

세계를 불(orOHb)로써 정화하려는 아나키스트를 다룬 희곡 「씨바(CaBBa)J 2)를 

통하여 안드레예프는 세계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나 희팍은 혁명의 패 

배와 환혈을 겪은 극작가의 비관주의로 가득하며， 이런 음울하고 답답하며 비관 

적인 분위기를 답고 있는 후속 희곡이 「인간의 일생(;l(H3Hb QeJI013eKa)J 이다. 수 

많은 논쟁과 모순적인 평가를 불러온 「인간띄 일생」은 극작가 안프레예프의 새 

로운 드라마투르기 CapaMa Typm5l) 탐색의 하나로 수용된다별들이게」와 「사바」 

가 자연주의와 인접할 정도의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수법으로 집흥피었다면인 

간의 일생」은 알레고리를 동반한 상징적인 측면까지 포용하는 다채로운 것이었다. 

창작된 지 100년이 념은 희곡 「인간의 일생」은 여전히 ‘모턴’하다. 올해로 

공연 100주년을 맞는 「인간의 일생」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직도 낡아지지 않 

았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으나， 인생의 본질은 예나 지 

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닐까 한다인간 파 일생」에서 

안드레예프가 취했던 드라마투르기의 형식과 내용이 오늘도 생생한 현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인간의 일생」을 산만하게 느껴질 만큼 며 러 각도에서 

뜯어보고자 한다. 우선， 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논의에서 글을 )";작하고자 한 

다. 그 다음에 구성과 작법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일생」에 매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뚱장인물들이 어떻게 팽상화되었는 

1)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규종(2004) r1005년 러시아 혁명을 바라3ι는 세 가지 시 

선 - 안드레예프， 블로크， 고리키의 희곡을 중심()로J ，러시아연구~， 제 1'1권 제2호 참조. 

2) ‘사바’라는 이름은 1928년 미하일 불가코프(M， 5YJlraKoB)의 「자춧빛 섬 (5ar때B뻐 OCTpOB)J 

에 등장하는 사바 루키치 (CaBBa 끼yKH'I)에서 되살아난다 극좌파적인 떤불로서 ‘세계 

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희곡들의 상연올 가차 없이 금지하는 사바는 1920년대 소련 

검열의 자의성과 즉홍성을 대표한다 사바는 미래주의자들(φyTypHCT꾀 가운데 가장 

과격한 블라디미므 마야코프스키 (B ， Ma5lKOBCn때)의 별명이기도 하였r::I' ， 한편 2년 뒤 

에 풍자희극 「목욕탕(5aH5I )J 에서 마야코프스키는 알렉산드르 3세의 가정교사였으 

며， 매우 보수적인 우파 정치인 포베도노스체프(n06eJ10HOC l(eB)에게서 u+온 관료주의 

자 포베도노시코프(n06eJ10HOCHKOB)를 창조함으로써 불가코프에 대퓨한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r극작가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와 띠하일 불가코 

프의 대화J，러시아연구~， 제 10권 제 1호， 200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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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의 장르를 시간과 공간， 소리와 색 

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연과 평가를 생각 

해봄으로써 안드레예프 극문학의 현재에 내재된 의미를 돌아볼까 한다. 

2. 창작사와 영감의 원천 

「인간의 일생」 창작과 관련하여 안드레예프는 1906년 2월 10일 《즈나니예>> 

출판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지자였던 파트니츠키 (K. f1.l1 T HlU.\KI1때)에게 편지 

를 보낸다. “봄이나 여름， 다음 시즌이 시작할 무렵에 검열에 대비한 희곡을 

쓰려고 합니다. 데카당들이 입을 벌리게 될 그런 새로운 드라마 형식을 생각 

해 놓았습니다 "3) 

1905년 제 1차 러시아혁명의 실패로 인하여 망명생활올 해야 했던 안드레예 

프는 뭔헨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형식에 기초한 희곡을 창작하려고 했다. 펀지 

를 보낸 얼마 후 스위스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8월 베를린으로 거처 

를 옮긴 안드레예프는 극작 의도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 무럽에 안드레예프 

는 새로 쓸 희곡의 제목을 「인간의 일생」으로 결정한다. 

「인간의 일생」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아내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AJJeK

caHnpa Ml1xafiJJOBHa)의 역할은 지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드 

레예프가 창작한 희곡에서처럼 그녀에게 급작스런 비극이 찾아온다. 왜냐하 

면 극작가의 아내는 「인간의 일생」이 탈고된 후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희곡이 완성된 그 해에 안드레예프는 다섯 살 배기 큰아들 바덤 

(BanI1M)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인간의 일생」 창작과정을 기술한다. 

“그것 (r 인간의 일생 J - 펼자)은 어머니가 참여한 마지막 작엽이었다. 베를린의 

아우에르바흐 거리 (Auerbachstrasse) 17번지에서 밤마다 네가 잠들면 나는 일어 

나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읽고 함께 토론하였다. 그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그리고 그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여러 번 ‘무도회 (5an)’를 고쳐 썼 

다. 어느 날 밤 졸린 그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MOJJI1TBa)를 읽어주자 그 

녀는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울었다. 그녀의 얼굴 나를 바라보았던 두 눈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데 어천 일인지 그녀는 창백하였다. 마지막 장면 ‘죽음(CMepTb) ’ 

3) J1. H. KeH(2006) ":KH3Hb lJeJlOBeKa, TBOpl!eCKa51 HCTOPH5I," TBOpl{eCTBO lIeoHHl1a. AHl1peeBa.: 

COBpeMeHHbLμ B3 r JIJll1, OpëJl, C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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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헤르베르트 거리(Herbertstrasse) 26번지 집에서 썼다. 거기서 그녀는 다니 

일 (llaHßßJI)을 낳았는데， 치명적인 질병이 시작되고 열흘을 앓았냐. 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각에 램프도 반짝이고 있었다."(KeH 2006, 106) 

이런 까닭에 극작가가 희곡의 첫 머리에 아내를 추억하는 헌사섣 새겨 넣은 것 

은 당연딴 귀결로 보인다. ‘우리가 함께 작업한 마지막 작품을 친구이자 아내의 

맑은 추억 에 바칩 니 다(CBeTJIO다 nl1WlTH Moero llpyra, Moell *eHbI, nocmlUlaJO 3Ty BeUlb, 

nOCJIe뻐뻐， Hall KOTOpolO 뻐 paOOTaJIH BMeCTe). 레오니드 안드레예프.’ ü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안드레예프는 대립적인 문학 집단， 즉 jl리키가 주도 

하는 사회비판적인 사실주의자들의 집단인 《수요일 (CpeJla)>>과 신비주의와 정 

치적 급깐주의 노선을 종합하려는 출코프(r. 4YJIKOB) 집단에게 펀고를 보낸다: 

“처음에 보면 그것 (r인간의 일생 J - 필자)은 말도 안 되는 엉터 리 (epYHJla)이며， 

두 번째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HeJIenOCTb) 입니다. 서른 번째 보아야만 이것은 

천치가 쓴 것이 아니라， 편리하고도 자유로운 형식 (YJlo6뻐，(8 H CBo6ω뻐e lþOPMbl)을 

찾는 인간이 쓴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5)(고리키에게 보넨 펀지); “희곡 

을 청서하자마자 당신께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과 《햇불(φaKeJI)>， 동료들， 작가 

들과 화가들이 판단해주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친구가 돼 주시기 바랍니 

다. 사람들을 모아서 희곡을 읽어주시고， 결과가 어댔는지 편끼해 주십시오. 

문제는 희콕을 위해 전혀 새로운 형식 (COBepweHHO HOBa~ ~opMa) 블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주의도， 상징주의도， 낭만적인 것 (pOMaHTHKa)도 아닙니다. 무엇 

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척이나 듣교- 싶습니다."6) 

(출코프에게 보낸 편지). 

안드레예프가 두 편의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 

4) 끼. H. AHJlpeeB(1989) φ8M8TH'IeCKHe npoH3BepeHHJ/ B 2-x TOM8X. T. 1, π ， c. 175. 앞으 

로 이 쐐에서 작품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장과 쪽수만을 표가하겠음. 

5) 고리키가 실제로 이 작품을 몇 번 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선배 
극작가였던 고리키는 「인간의 일생」을 흔쾌히 ‘즈나니예’에서 출간하기로 결정하면서 작 

품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인간의 일생J은 새로운 드라미 형식을 창조하 

는 시도로 걸출하다."(5. 5yrpoB(2(뼈) JJeOHfIß AH,lJpeeB(flpo38 H PP쩌'8rypmH). M., c. 91) 

알렉산드르 블로크(A. 5J10l<)도 「인간의 일생」에 내재된 극작술의 모순적인 성격을 지적 

하였다. “안드레예프의 동년배들은 꿈도 꾸지 봇한 강력한 드라마 기법익 특정들을 지 

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일생」은 경험이 없는， 이제 막 극작뜯- 시작한 초보 

자의 손으로 써진 것처럼 보인다."(A. 5J1ol< (1989) "0 매aMe，" 0 JIHTep8rype‘ M., c. 155) 

6) J1. H. KeH(2006) , 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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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리하고도 자유로운 형식’과 ‘전혀 새로운 형식’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라.) 

실제로 「인간의 일생」에서 안드레예프가 채택한 형식은 기존의 극작 형식과는 

매우 차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차별화된 형식은 혁명 이후 등장하게 

될 새로운 독자와 관객에게 부응하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극작가의 사유에서 

기인한다인간의 일생」을 탈고한 다음 1906년 11월 『이스크라(l1cKpa)~ 잡지 

기자와 대담하면서 안드레예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혁명 이후 수많은 새 

로운 독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는 새로 생겨난 자의식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 

별한 문학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독자뿐 아니라 새로운 관객도 나 

타날 겁니다. 새로운 관객이 새로운 무대문학을 창조할 거 예요. 일반적으로 예 

전에 데카당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은 문학의 양젖 치즈(pOK!þOp)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소박한 검은 빵(qëpHbI꺼 

XJleõ)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7) 

안드레예프는 인간과 인류를 위하여 창작한 자기의 희곡을 대중과 그들의 

의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검은 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전에 대중의 정신 

적인 교육과 급양은 거의 방기되었으며 따라서 대중은 예술과 문학의 영향력 

밖에서 서성거렸다는 것이 안드레예프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렵 

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민주적인 형식의 희곡을 창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떠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일생」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안드레예프에게 영 

감을 제공한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안드레예프가 「인간의 일생」을 창작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영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우선 중세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 (Albrecht Dürer)와 관련된 극작가의 

생각을 들어보자: “인간의 일생 가운데서 일련의 장면들에 대한 첫 번째 생각 

은 유명한 뒤러의 어떤 그림 앞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보니까 삶의 국떤들이 

하나의 화폭에서 틀로 분할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렇게 드라마 

를 구성하면 되겠구나."(5yrpoB 2000, 104). 여기서 안드레예프가 언급하는 그 

림은 뒤러의 판화연작인 「마리아의 일생」으로 알려져 있다. 

뒤러의 목판화 「마리아의 일생」은 「성모의 탄생 J ，성모의 결혼J，경배하 

는 왕틀J，이집트 도피 J，이집트 체류J，성모와 작별하는 예수J，성모의 

죽음」 등으로 이 루어 져 있다8) 각각의 판화는 제 목에 해 당하는 내 용을 섬 세 

7) 애. 니HpBa(1989) "0 nbecax }]eOHlI,Ila AHJlpeeBa," 끼 H. AHJ1peeB, φaMaTHqeCKHe npOH3BeßeHH~ 

B 2-x TOMax. TOM 1, 끼 , 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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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채롭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테면성모의 죽-응 」에서 뒤려는 

임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화면 한가운 

데 배치하고， 열 사람의 제자들을 침대 

주변에 위치시킨다. 그 당시 발전하기 

시작한 원근화법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아서 그림은 전체적으파 부조화스러 

운 인상을 준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마리아의 평온하고 의연한 자 

태가 섬세한 펼치로 그려껴 있다，9) 

그와 아울러 서로 다흔- 자세와 표정 

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1갚 습은 죽음에 

대힌 그들의 상이한 표상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좌우로 다섯 사람씩 제자들 

을 배치함으로써 뒤러는 마리아의 죽 

음에서 조화와 균제를 추구한다. 또한 

「성모와 작별하는 예수」 하얀 커튼의 순결함과 끼순함을 침대 

좌우의 검은색과 대비함으로써 탄생과 소멸의 모티프를 강조한다 이런 대조는 

성모의 발치에 놓여있는 꺼진 춧대와 제자기- 들고 있는 불 켜진 춧대， 경건하 

게 무릎을 꿇은 채 십자가뜰 곧추 세워 들고 등을 보이고 있는 세자와 허리를 

굽히고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제자의 깊고도 슬픈 표정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마리아의 일생」에서 삶의 양상은 하나의 화폭 위에서 독자책으로 존재한 

다. 그 안에서 인불과 사건은 독자성을 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펀 일성을 이룬 

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장면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성모 마리아익 생애 전체 

를 구현한다. 따라서 부분은 하나의 전체지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 말 

할 수 있다인간의 일생」은 이런 구성 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타이 

언(]， Styan)이 희곡 「인간의 일생」을 “뒤랴의 목판화 수법처럼 ·행위’의 무대 

8) 뒤러의 목판화 연작 「마리아의 일생」에 대한 그림과 설명은 하인리회 별플린 (2002) 

f뒤러의 예술』 이기숙 옮김， 한명출판， 110-133쪽 참조 

9) r 성모의 죽음」을 구하지 못하여 r성모와 작별하는 예수」를 대신 올갖ι 다. 판화의 내 

용은 서로 다르지만 표현 형식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어주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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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그림’의 무대 (stages ， not as ’acts ’, but as ’pictures ’ - in the 

manner of Dürer' s woodcuts) "10)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다른 한펀으로 안드레예프는 스페인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Francisco Goya) 

의 「변덕 J (1796-1798)과 「전쟁의 참화J (1810-1814) 등에도 매료되었다변덕」 

은 첫 번째 판화인 「자화상」을 시작으로 마지막 판화 「벌써 그 시간이다. 시 

간이 다 됐다」는 여든 번째 판화로 이루어진 판화집이다‘ 이 가운데서 59번째 

작품인 「아직 떠나지 않았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 서장의 내용 

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거대한 석판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을 덮칠 

태세다. 이미 몇몇 사람은 거기에 깔렸고 바짝 마른 사내 하나가 힘겹게 그것 

을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흐리멍덩한 눈을 가진 인간과 그 사람 뒤에 있는 

다른 자들은 미구에 닥칠 재난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일생」 서장에서 ‘셋빛 옷을 입은 누군가’1 1)가 ‘인간(4eJlOBeK)’ 12)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과 동일하다. “제한된 지식 때문에 그는 미래의 날， 미래의 시 

간과 분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서장， 176). 서책 

『 고야， 영혼의 거울』은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남자는 자신에 

게 닥칠 위험을 피할 줄 모르며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재난 또한 알지 못한다 "13) 

77번 동판화인 「피차 마찬가지다」를 보자. 인간의 머리 대신 투우의 머리처 

럼 뿔이 달린 사내가 있다. 그는 투우사의 옷과 선발을 착용하고 있다. 네 사 

람의 투우사들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동료였던 ‘반우반인(半牛半人)’을 공격한 

다. 주체와 대상으로 갑자기 분리된 그들의 삶은 운명의 급전을 생생하게 보 

여준다. 서책의 설명은 이렇다. “어제는 소 역할을 맡은 사람이 오늘은 투우 

사가 된다. 운명은 축제를 개최하고 변덕스렵게 역할을 나누어준다." (W 고야， 

영흔의 거울~， 190쪽) r 피차 마찬가지다」는 「인간의 일생」 제2장부터 제4장까 

지를 암시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동판화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희곡 제2장의 

‘지독한 가난’과 제3장의 ‘엄청난 성공’ 및 제4장의 ‘쓰라린 실패와 불운’으로 

10) ]. Styan0981l Modern drama in theorγ and practice, Expressionism and Epic 

Theat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9. 

11) ‘셋빛 옷을 입은 누군가’의 러시아어 표기는 ’HeKTo B cepOM’이다. 앞으로 이 형상 
을 나타낼 때 에 는 ‘누군가’로 줄여 서 표기 하겠다. 

12) r 인간의 일생」에 등장하는 인간은 언제나 대문자 ’t{eJlOBeK’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앞 

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인 인간을 나타낼 때에는 따옴표를 병기한 ‘인간’으로 표기하겠다. 

13) 프란치스코 고야(200I) ~고야， 영혼의 거울~ . 이은희 옮김， 다빈치，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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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변전하는 ‘인간’의 운멍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 「이제 곧 닥쳐올 사태에 대한 슬픈 예감」판 검정색과 흰 

색의 대비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의 배후에서 사악 

하게 미소 짓는 전쟁의 얼굴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절망과 체념 꽉은 죽음의 그 

림자를 예감하는 가없은 인간의 쓰라린 운명과 그것을 재촉하는 전쟁의 사악한 

표정이 곽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14) r 인간의 일생」에 드러나 있는 지극한 대 

비와 대조， 예컨대 탄생과 죽음， 좌절과 성공， 환희와 절망올 미리 꾀는 듯하다‘ 

한편 r 1808년 5월 3일」과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Saturnus) J 같은 작 

품에서는 현저한 대비와 그로테스크 및 표현주의 기법까지 포착 가능하다. 에 

스파냐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처남 뭐라(Myrat)를 필두로 자국에 들이닥친 프 

랑스 병사들을 처음에는 해방군으로 받아뜰였다 그러나 그들이 점령군의 실 

체를 여지없이 드러내자 그들은 이내 봉기한다. 그리하여 불가파하게 맞이하 

게 된 처참한 학살을 다룬 그림이 rl808년 5월 3일」이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현장에서 한 사내가 두 손을 지켜 

rl808년 5월 3일 」 

든 채 총잘을 기다리고 

있다. 흐트테진 머리털과 

팔자 모양의 짙은 눈셉은 

절망으로 기늑한 눈망울-과 

대비되면서 상황의 절박 

성과 엄중한을 드러 낸다. 

여기저기 눈을 감은 군중 

과 최소한의 저항을 온몽 

으로 드러내는 민중의 대 

비가 선연하다. 반면 그 

들을 근변하게 학살하고 

14) 고야기 남긴 일련의 동판화 연작에 대하여 「고야 영혼의 거울』에서깐 이렇게 풀이 

한다 “판화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려고 한 흔석이 거의 없다 여기서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또렷하게 큰 덩어리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표현한다， 빛을 받은 회색， 흰색 부 

분과 소금과 후추처럼 춤춤히 점으로 표현된 것부터 매우 짙은 검정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두운 부분들 또는 검정색은 검정색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잔 새하얀 종이 

에 회색으로 약간 어둡게 표현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찰 만들었다. 때 

로는 한 사람， 때로는 여러 명의 군중이 서로 대조와 균형을 이루면사 그 인물들을 

전체적인 구성으로 통합하려는 치명적인 실수늪 저지르지 않았다."(위 낀 책， 96쪽) 



레오니드 안드래예프의 희곡 r인간의 일생」 연구 9 

있는 프랑스 군인들은 눈올 땅으로 내리깔고서 착검한 총올 사내와 동료들올 

향해 겨누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등진 채 검고 갯 

빛을 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것은 

손을 든 사내의 하얀 윗도리와 노란 아랫도리다. 그 두 가지 색깔은 시커먼 

하늘과 다시 대비되면서 야만적인 학살 현장에 완전히 무심한 절대자의 냉담 

함을 표현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오브제가 멀리 서 있는 교회당이다. 첨탑이 

도드라져 보이는 교회당은 밤하늘의 침묵처럼 말없이 학살자들과 처형자들의 

처절한 대변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대비가 r1808년 

5월 3일」에 담겨 있다.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취한 것으로 보다 노 

골적이며 보다 그로테스크하고 보다 직접 

적이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고 최고권 

좌에 오를 것이라는 신탁을 알아낸 사투 

르누스(크로노스)는 자식들을 모조리 삼 

키 지 만， 제 우스(Zeus)는 레 아(Rhea)의 도 

움을 받아 위험에서 빠져 나온다. 

고야의 그링은 사투르누스가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머리부터 먹어치우는 장 

변을 적 나라하게 드러 낸다. 이 미 오른쪽 

팔과 머리는 먹혔고， 이저l 왼쪽 팔이 막 

사투르누스의 입에 삼켜지려는 순간이 

다. 그의 시커먼 입안은 죽음과 악마의 

동굴처 럼 그려져 있고， 자식의 몸에 낭 

자한 선혈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별거벗은 채 성숙한 여체를 형상화하고 

있는 자식의 몸통은 사투르누스의 우악 

스런 손아귀 안에 살씬 닭다리처럼 들 

려있다. 노란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현저하며， 탐욕으로 번들거리면서 고기 

맛에 푹 빠져있는 사투르누스의 두 눈은 보기조차 섬뜩하다. 이와 같은 고 

야의 작품들에서 안드레예프는 「인간의 일생」에 담을 일련의 장면들에 대 

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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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안드레예프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극인 「페트루쉬카(f1eTPYWI< a) J 

와 목판화인 「인간의 생애와 노화에 관한 잠언(f1pHTQa 0 l!<HTHH qeJJOBeQeC I<OM H 

COCTapeHJIH) J 등에서 창작의 모티프를 발견하였다고 전해진다.16) 

널리 암려져 있듯이 「페트루쉬카」는 1630년 무렵부터 러시아에 존재하였던 

인형극이마. 유럽에서 무대극이 도입되기 이전에 러시아에서 오락과 유희의 제 

1차적 인 생산자였던 유랑광대 (CTpaHCTBYID~He C I<OMOpOXH)들이 즐겨 공연했던 작품 

이 「페트‘루쉬카17) J 다페트루쉬카」의 줄거리논 상당히 단순하다. 페트루쉬카가 

돈 많은 신부와 결혼하려 한다. 돈 때문에 페트루쉬카는 주저하면서도 말을 사고 

자 한다. 말이 그를 내동맹이치고， 약사가 그를 치료한다. 페트루쉬 f샤는 약사를 죽 

이고， 그 다음에 친위병과 경찰서장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악마(쪽은 개)가 그 

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페트루쉬카」는 각각의 독자적인 장면뜨로 분할되어 

있다. 19세기에 분석된 23개의 기록을 토대로 「페트루쉬카」에 자쥬; 둥장하는 기 

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결혼하고 싶다고 페트함쉬카가 선언 

하는 장면(20/23) ， 2)발 사는 장면 (20/23) ， 3)페트루쉬카와 약혼자 깡면(19/23) ， 4) 

약사 장면(19/23) ， 5)악마나 개가 페트루쉬카뜰 데리고 나가는 장떤(18/23) ， 6)군 

인 장변(16/23) ， 7)경찰 장면(12/23). 나머지 깜연들은 모두 24개가 있는데， 위에 

언급된 23개 장면들에서 각각 6번을 넘지 않는다." (BceBOJJOIlCI<뼈-J'epHrpocc ， 60)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장면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꾀 줄거리를 가 

지고 있다. 그것들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지만， 인형극 「페트루쉬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것과 거의 동일한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다. 그러므로 안드레예프는 「인간의 일생」쉰- 구상하면서 

15) 이런 점을 고려한다변 부그로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해 보인따. “고야의 그 

래픽 같은 필체의 속성들， 즉 그로테스크， 과장， 자유분방한 환상， 딴고 어둔 색조 

들의 대비적인 유희， 사적인 것들과 그림자의 부재， 최고도로 모순쉰 드러내려는 

지향이 안드레예프의 선택 속에서 인간의 일생을 표상하는 장면들파 독창적으로 

변모되 썼 다."(ByrpOB(2000) ， c. 104) 

16) ~. BaõH4eBa(1971) 4pdMdryprHß 끼 H. AHßpeeBd 3nOXH nepBol1 pyccι 011 peBOJlIOIlH.κ 

BOJ1or.lla, CC. 112-113. 

17) 페트루쉬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피에트로 미로(nbeTp。 μ 때。)， 페드릴로 

(ne.llpIIJl.TIO), 케드렬(Ke.llPIIJ1)， 페트루하-파르노스(neTpyxa-φapHOC) 등쉰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B. BCeBOJ1O .llC I<때 repHrpocc(1957) PyCCKHI1 reli' Tp OT HCTOKOB 

ßO cepe,aHHbI XVIII B. M., cc ‘ 58-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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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루쉬카」에서도 일정하게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1 

이상과 같은 여러 관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일생」에 대하여 동시대 극작 

가나 연출가 혹은 관객들이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3. 구성과 작법 

「인간의 일생」은 서장(序章)과 다섯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면은 연대기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르며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단계를 

형상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인간의 탄생’， ‘사랑과 가난’， ‘인간의 무도회’， 

‘인간의 불행’，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다. 장면들은 안드레예프가 새로운 형식 

을 실험하고자 도입한 일반화의 수법에 의지한다， 각각의 장면은 나름의 자율 

적인 줄거리를 가진 세밀화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장면틀 사이에는 인간의 평 

생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 유장하게 흐른다. 

제 l장 ‘인간의 탄생과 어머니의 고통(Po~~eHlle 4enOBeKa II MyKll MaTepll)’에 

서는 ‘인간’의 탄생과 결부된 사건이 핵심인데， 출산을 앞두고 고통 받는 산모 

의 고함소리를 배경으로 갯빛 옷을 입은 노파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합창대 (ChoruS)~1 럼 대화를 인도하는 노파들은 열여섯 시간 

동안이 나 산통(짧痛)을 겪 는 산모의 괴 로움에 전혀 냉 담하다. 그들은 옆방에 

서 들려오는 산모의 외침을 농담조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석한다. 

- 처음에 그녀는 높고 날카롭게 소리 질러서 우리 귀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점차 소리가 작아지더니， 이제는 단지 쉰 소리에 신음소리만 내는군요. 

- 의사 말로는 그녀가 죽을 거래요. 

- 아니에요. 아이는 죽고 그녀가 살아남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 어째서 사람들은 아일 낳는 거죠? 저렇게 고동스러운데-

- 어째서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건 훨씬 더 고통스려운데 말이죠. 

노파들이 나직하게 웃는다. (제 1 장， 178-179). 

18) 바비체바는 「인간의 생애와 노화에 관한 잠언」에 나타난 상징적인 표현， 즉 불타 
는 춧불， 두 방향으로 뻗어있는 계단을 가진 사다리， 술집의 술통 옆에 있는 술꾼 

등을 지적하면서 안드레예프가 여기서 「인간의 일생」을 창작하는 영감의 일단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5a따'1eBa (1971)， c.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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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씌 탄생과 죽음에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갖지 않은 노파들의 냉담한 

대화와 산모의 절규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이다. ‘인간’의 딴생과 더불어 

노파들은 ‘인간’의 아버지 친척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피들은 ‘인간’의 

탄생에도， 산모의 고통에도 무관심하며， 일상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만을 지껄 

일 뿐이따.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친척들의 이야기는 ‘인긴익 미래가 고 

독할 것임을 암시한다. 

첫 번째 장면의 무대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칙칙하다. 다섯 사란의 노파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78) ’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이 탄생한 이후 ‘누군가’가 들 

고 있는 ‘양초는 아직 불안하고 허 약하다(182). ’ 조금씩 밝아지 는 방은 노파들 

이 사라지자 ‘빛이 강해지지만， 전체적으로 어솜푸레하고， 생명이 없으며 차가 

운 상태화 남아있다(83).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척들은 무의미에 가까운 대 

사를 내뱉는다. 

제2장 ‘사랑과 가난(JI뼈OBb H Õe.llHOCTb)’윤 첫 번째 장면과 떤 저 한 대조를 

이룬다. 푸대는 생명과 환희로 넙치는 장면윤 보여준다. 

생생하고 어두운 빛으로 온통 가득 차 있따. 매끈하고 밝은 장빗빛 벽은 곳 

곳에 습한 얼룩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교직들로 뒤덮여 있다.(189) 

가난하지만 다가올 희망파 꿈을 먹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방이 사건의 장 

소다. 그곳을 방문한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동정한다. 그늪은 선량하 

고 소박한 인간들이다.(189) 

밝고 쾌활한 옷을 입은 이웃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의 손이란 손은 꽃과 

풀，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의 푸르고 선선한 줄기로 가득 차 있다.(l 89) 

‘인간’은 이웃들의 원조와 인정을 받으면서 다가올 커다란 헨 운과 성공을 

열망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바람과 예감에 머뀔-러 있을 뿐， 

‘누군가’만이 ‘인간’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 

안드레예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모스크바 예술극장(MXAT)’의 연출가 

네미로비치-단첸코(HeMHpOBHQ-llaHqeHKO)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싣주의 극문학 

의 핵심이라 할 ‘세태 (ÕbIT )’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선언한다: “희 곡에서 저는 

당면한 사실， 즉 세태의 적으로 남고 싶습니다. 존재의 문제， 바링- 그것에 제 

생각은 영원히 바쳐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렬 

수 없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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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일생」은 극작가의 이런 시도가 빛을 발한 첫 번째 희곡이다. 그러 

나 두 번째 장변에서 안드레예프는 한 걸음 물러난다. 극작가는 이웃사람들의 

대화에 나타난 세태에 의지하여 가난한 젊은 부부를 묘사하며，때) 아내의 사실 

적 인 독백을 통하여 ‘인간’의 과거사를 객석 에 통보한다. 

“그이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뜨셨고， 그인 고아가 되었죠. 양친이 돌아가신 

다음 얼마동안 친척들이 그이를 키웠지요. 하지만 그이는 성격이 너무도 고집 

스럽고 날카로운 데다가， 자주 불편한 말을 했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그이는 과외로 돈을 벌면서， 자주 굶으면서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2). 

안드레예프의 이런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독자와 

관객은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 없이 살아있는 인간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존재로 인간을 무대에서 묘사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 

다. 그런 인간은 이론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안드레예프는 주인공을 개인화 

해야 하였다. 안드레예프의 ‘인간’은 개괄적인 전기와 현저한 성격적 특징들을 

주인공에게 부여하는 일련의 자료가 관객과 독자에게 동시에 통보됨으로써 

인간으로서 그 모습을 떠올리는 일이 가능하다 "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2 

장에서는 ‘가난의 알레고리’가 현저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농담하는 사이에 내 앞에 가난의 무서운 모습이 불쑥 나타나더니 저기 

모퉁이에 섰어. 보여? 볼쌍하게 뻗은 두 팔， 숲에 버려진 어린 새끼， 애처로운 

목소리， 인적이 끊긴 정적. 지옥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연통에서 나는 검은 연 

기 자락처럼 어툼하고 검은 그림자가 떨면서 수면 위에 나타나는 거야.’'(195) 

날마다 되풀이되는 배고폼에 시달린 나머지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난의 알레고리가 무섭게 인간을 덮쳐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식욕과 함께 소유욕에 함몰되면서 영감마저 그것들에 저당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 

19) li. li!lJlHK(OTB. pen.)(l97l) PyCCKaJI JIHTeparypa KOH1!a XIX - Hatfa.na XX BeKa. M., c. 389. 

20)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 - 그는 참 선량해요. 내 아이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 내 딸이 아왔을 때 그녀는 나와 함께 울었어요 그 사람 

은 쓰러진 담장을 세우도록 도와주었어요. 단단한 사람이죠!"(제2장， 190). 

21) E. Reissner(1986l "Das Leben des Menschen," Das russísche Drama. hrsg. von 

B. Zelinsky. Frankfurt am Main, 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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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간의 무도회(IiaJI y t:{eJIOBeKa)’는 ‘인간’의 성공과 명성으로 소란스 

럽게 들썩인다. 이 장변은 따뜻하고 평온하며 인간미 넘쳤던 제2장과 지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매우 인공적이고 차가우며 부자연스럽게 느껴펠 만큼 억지 

로 꾸며진 듯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방은 완전히 매끈한 하얀 벽을 가지고 있으며， 천장과 바닥도 그 딱하다. 부 

분들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무엇인가 부조화하고， 무엇인가 잉여적이며， 밖에 

서 도착한 인상. 모든 것이 차가운 흰색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단 ßL냐의 얼룩 

이나 오점도 보이지 않는다.(203) 

그러므로 제3장은 제2장의 안티 테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인간파 무도회」는 

인간을 파멸시킨 소시민 근성의 찬미이며， 죽어버련 영혼을 가선 배부른 ‘인 

간’의 행복을 사악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 것이며， 소시민의 승리이다 "22) 

건축가이자 예술가로서 ‘인간’의 죽음과 욕망에 굴복한 소시민시 승리가 세 

번째 장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3장은 ‘인간’ 이력의 절정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치명적인 익!락이 발원하 

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런 면모는 생생하게 그려진 이웃 사람등-익 형상과는 

탈리， 자동인형처 럼 생기 없이 묘사되는 ‘인깐’의 친구들과 적들덕 형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장에서 모든 등장인끓들에게서 정신적인 온기가 숨쉬 

고 있었다면， 무도회 장변에서 모든 인물들은 자동인형의 상태료 전락한다. 

‘인간’의 친구들은 형식적으로만 인간의 적들과 구별된다. 본질 3 1 으로 이것은 

영혼 없는 동일한 형상의 두 가지 변형이다."(IiyrpoB 2000, 94). 이런 형상 묘 

사는 무도회에 참가한 손님들에 대한 무대지시에서도 적용할 수 샀다. 

벽을 따라 배치된 도금된 의자에 지나치게 격식에 얽매여 굳어진 까세로 손 

님들이 앉아 있다 딱딱하게 움직이며 머리를 거의 흔들지 않고， 그 1펀 식으로 

똑같이 말한다. 속삭이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서로를 바라보지도 잖고， 간간 

이 발음하고， 마치 텍스트 안에 가필된 단어들을 잘라내는 것 같다. 표든 사람 

들의 손은 소매 안으로 꺾여 들어가 있으며 둔중하고 오만하게 매달려 있다. 

극단적으로 날카롭게 드러난 여러 얼굴 표정에서 그들은 한 가지 표현에 사로 

잡혀 있다. 자아만족， 오만함， ‘인간’의 부유함 앞에 드러내는 둔중한 뜬경 .(204) 

그틀의 동일한 표정을 강화하는 것이 노래확 반복구나 후렴구처럼 제3장 내내 

끈질기게 피풀이되는 구절들이다.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호사스i’1 운가! 얼마 

22) BaôHtJeBa(1971), 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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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눈부신가! 대단한 명예야! 명예! 명예! 명예!" 이와 같이 반복되는 상투적인 구 

절은 완전한 자동성의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도 두 사람이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Reissner 1986, 217) 

제4장 ‘인간의 불행 (HeCqaCTbe 뽀J10BeKa)’은 그야말로 비극성으로 충만하다. 제 

3장의 소란스러울 정도로 은성하고 화려했던 무도회의 추억은 까땅게 망각되었다. 

‘인간’이 처한 출구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무대 지시는 검은 색으로 가득하다. 

어둑한 모습의 사면 벽을 가진 커다란 방. 어두운 벽과 그런 모습의 마루와 

천장. 문이 열리면 밤의 깊은 어둠이 신속하게 방을 들여다본다. 문 옆에는 겁 

점색 방수포가 씌워진 넓은 소파가 있다. 검은 갓 아래로 흐릿하게 빛나는 램 

프와 펼쳐진 도변의 노란 얼룩.(212) 

‘인간’을 둘러싸는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병렬적으로 발생한다. 그 하나 

는 ‘인간’의 영락이고， 그 둘은 ‘인간’의 아들이 경험하는 치명적인 상처다. 전 

자는 주어진 부와 명예의 가능성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인간’의 질긴 생명이 

원인이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은 하녀인 노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당선은 놀랄 겁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작아졌고， 그 후엔 완전히 없어 졌죠. 주문자들이 와서 주문을 했으나， 

그 다읍엔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안주인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 

더니， 대답하기를，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좋아했 

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212-213) 

‘인간’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락은 우연적이기도 하고 변덕스럽 

기도 한 사람들의 취향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지 

켜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른 한편 ‘인간’의 아들이 

겪어야하는 불행은 그야말로 냉담한 운명의 장난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산보 

를 나간 젊은 아들은 어떤 사악한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영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 

통스럽고 치명적이다. ‘인간’과 아내는 아들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이 상실 

한 부와 재산을 되찾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어 

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난생 처음 기도한다. 

“당선은 제게서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는 마치 거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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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 빌었습니다. 부를 돌려달라고! 친구릅 돌려달라고! 재능을 돌려달라고!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재능을 돌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디. 재능이 무 

엇인지 당신도 압니다. 그건 생명보다 더 편 겁니다! 아마 그것이 펼요하다면 

저는 참고 또 참고， 오만하게 참았을 겁니마. 하지만 지금 무릎닫 꿇고 먼지 

속에서 대지에 키스합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껴지에 키스 

합니 따!"(제4장， 218) 

그러나 ‘인간’의 기도는 그저 기도로 끝나고 냉답한 운명은 ‘띤간’에게서 아 

들을 거두어간다. 구약성서의 「용기」에 등장하는 인물 용과는 달리 ‘인간’은 

아들의 팍음에 직면하여 회개 대신 저주를 퍼붓는다. 운명에게 순종하는 대신 

그는 폭똥과 저항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신 나간 운명이여. 저주 받아라， 영원히 저주 받을지어다! 저 즈-로써 나는 

너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냐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나를 지 

상에 쓰러뜨려라. 쓰러뜨리라니까. 나는 웃으며 저주할 태다. 저주 받을지어다! 

네가 모욕한 여자의 머리뜰 넘어， 네가 죽인 아이의 몸뚱이를 넘 0 너에게 인 

간의 저주를 보낸다.’'(222) 

이 장변에 나타난 ‘아들의 죽음’이란 모티프는 희곡 「별들에게」와는 사뭇 대 

조적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천문학자 테르노프스키 (TepHOBCK따)는 혁명가이 

자 아들인 니콜라이의 정신이상에 직면하여 의연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영원 

성을 지향하는 자신의 본령을 내세우연서 니콜라이의 약혼자 11] 루샤(Mapyc .lI) 

를 위로한다.정) 하지만 「인간의 일생」의 주인공이자 개인주의자낀 ‘인간’은 크 

나큰 절망과 재난을 감촉하며， 무시무시한 저주와 분노로 온몸 윤 떨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치르바의 견해는 설득력 있다. 

“아들의 죽음이란 테마는 「별들에게」에서 울려 퍼졌고아나객|마(AHaT3Ma)J 

에서도 올려 퍼질 것이다. 이런 모티프의 의띠는 종족과 역사의 란리 확립에 있 

다. 인간뜰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은 혈연에 따라서만 친족관겨 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바리케이드 위로 독자나 심지어는 모닫 아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그의 태도의 근저， 이것은 자신의 삶이 모든 인류 

의 삶과 깊이 혼융되어 있다는 감촉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자(HH따BI1ll)'aJll!CT)에게 

23) 혁명의 대의에 복무하러 다시 지상으로 떠나가는 마루샤에게 테르노프스키는 말한다. 
“얼굴올 가지고 있지 않은 야수들만 죽는다. 죽이는 자들만 죽는다. 하X 만 죽임을 당한 

자， 찢긴 자， 불태워진 자들은 영원히 산다.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영윈 띄 아들에게 죽 

음은 없다."(블로크， 안드레예프， 고리키 (2007) w광장의 왕~. 김규종 옮감 글누렴，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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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상에 대한 다른 태도가 있다. 그에게 아들의 죽음은 완전한 재난이다 

(4lipBa 1989, 20) 
제5장 ‘인간의 죽음(CMepTb 니eJIOBeKa)’에 서 ‘인간’은 추악한 차림 의 술꾼들 

무리와 함께 선술집에 있다24) ‘인간’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며， 깜박거리고 어 

둑한 불빛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동떨어진 탁자에 갯빛의 헝클어진 머리를 

두 팔에 내려놓은 채 앉아 있다.’ (223). 술꾼들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의 혼 

란과 무질서 속에서， ‘인간’의 지난날에 대한 노파들의 냉담하고도 무시무시한 

회상과 점점 격렬해지는 노래와 춤 속에서 ‘인간’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노파들을 묘사하는 무대지시와 그들의 대화를 살펴보자. 

음악에 맞춰 나직하게 노래하면서 그들은 인간의 주위를 돌기 시작한다. 뽕 

내면서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무도회에서 춤을 추었던 처녀들의 움직임을 야 

만적이고 기괴하게 흉내 내면서. 첫 번째 소절에서 그들은 원을 돌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우아하고 조용하게 모여들고 흩어진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인다. 

- 자네， 생각나나? 

- 자넨 지금 죽어가고 있네 생각나나? 

- 자네， 생각나나? 

- 자네， 생각나나? 

- 자넨 지금 죽어가고 있네. 생각나나? 

- 자네， 생각나나?(제5장， 229) 

그들이 끈질기게 반복하는 어구 ‘자네， 생각나나?’는 제3장 무도회 장면에서 

손님들이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어구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 장면은 ‘인간’의 

죽음마저 물화시키면서 그것을 자동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 

지만 마지막 순간에 안드레예프는 ‘인간’에게 최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것 

은 “죽음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덕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적인 감정이다."(5yrpoB 

2000, 96). 임종 직전에 ‘인간’은 완전한 변용을 보여준다. 

인간이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잡는다. 셋빛의 아름답고 준엄하며 멋진 머리 

24) 이 장변에서 세겔은 고리키의 희곡 「밑바닥에서」의 무대장치를 연상하고 있는데 
(H. Segel(1979l 1ψentieth-Century Russian Drama from Gorky to the Present, 
New York, p. 81), 이것은 단순한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고 

리키 희곡의 주인공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새로운 삶의 희구나 평온한 죽음을 

기다리는 지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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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곧추 세운다. 느닷없이 우럼차고 외쳐 부르는 목소리로 우수와 분노로 가 

득 찬 목소리로 고함친다. 

“창을 들고 다니는 시중꾼은 어디 있느냐? - 나의 검은 어디 있지? - 창은 

어디 갔나? 나는 무장해제 되었다! - 즉시 내게로 오라! - 빨리 저주 받을 

지 ... "(의자에 쓰러져 죽는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229-230)25) 

블로크는 나머지 선행한 장면들과 달리 제5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은폐된 

거짓 (C I< PlbITa.ll 1I0)l(b) ’26)을 포착하면서 차별성을 지적한다. “오획 마지막 다섯 

번째 장변에서 ‘인간’도 작가도 스스로를 배신한다. 눈에 띄게， 신경질적이고 

혼란스럽게 씌어진 이 장면은 나머지 장면들과 비슷하지 않다. 이 장면에는 

‘은폐된 거짓’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날 안드레예프를 모한하는 가장 무 

거운 비난인 ‘비관주의 (neCC IiMIi 3M)’나 ‘반문화성 (aHTIiI<Y1IbTYPHOC1b)’이라고 규 

정 할 수는 없다."(5110 1<， 15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일생」은 ‘인간’의 탄생부터 갚;음에 이르는 

전 과정달 다섯 개의 장면으로 분리하여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각각의 장면은 

나름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거쳐 절정과 결말을 가진 독자적이피 자율적인 드 

라마적인 단편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단밀한 드라마의 

부분을 이루는 조각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 1 런 드라마 구 

성에서 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서장에서 ‘누 

군가’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 겪어이 하는 모든 상황을 예언하면서 관 

객에게 앞으로 있을 사건의 전모를 미리 밝혀주기 때문이다.강) ‘누군가’는 엄 

25) 극작기-는 초판의 결말에 불만족하여 1908년 2월에 「인간의 일생」 젤말 부분을 고 

쳐 쓴따. 혼란스런 술집에서 술꾼들의 광기어린 소란과 어지럽게 얀가다니는 발화 

속에서 임종 직전에 느닷없이 각성하는 ‘인간’의 외침이 공허하고 원완전하다는 것 

을 느꼈던 탓이다. 안드레예프는 마지막 장변의 무대를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버 

린 ‘인간’의 집으로 옮기고， 술꾼들 대신에 ‘상속자들’을 등장시킨다 선행 장변에서 

‘인간’잘 동반한 친척， 이웃， 친구， 적들의 무리를 계승하면서 상속자들은 자연스럽 

게 희곡의 이념을 보다 전면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글에서 필 

자는 초판본에 의지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6) 블로크가 여기서 지적하는 ‘은폐된 거짓’은 안드레예프 작품의 이중성을 뜻한다광 
장의 왕」을 쓴 극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안 

드레예프 - 펼자)의 새로운 작품올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것올 은밀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두 가지 속성설 모두 구비하 

고 있는r 장면이 r인간의 일생」에서는 제5장이라는 것이 블로크의 견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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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냉담함으로 ‘운명의 서책’을 읽는 고용된 낭독자처럼 견고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관객을 향하여 말한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두운 시작과 어두운 종말을 가진 ‘인간’의 전 생애가 

지나갈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시간에 끌려가는 그는 인간 삶의 모든 국면 

들을 확고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제한된 

시각 때문에 그는 견고하지 못한 자신의 한쪽 발이 이미 밟고 있는 다음 단계 

를 보지 못합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당신들은 보고 들으십시오. ‘인간’의 

신속하게 사라지는 삶이 슬픔과 기쁨을 안고서 당신들 앞에서 멸고 아련한 메 

아리처럼 지나가는 것을."076-177) 

‘인간’은 ‘누군가’가 예언한 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28) 삶의 모든 

국면을 경험한다. 탄생과 함께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과 젊은 날의 처절한 가 

난과 고통. 그 후에 다가온 엄청난 성공과 명예 그리고 느닷없이 떠나가 버 

린 부와 명성. 거기에 덧붙여지는 아들과 아내의 죽음 및 종당에 찾아온 ‘인 

간’ 자신의 죽음까지. 그렇다면 ‘인간’은 운명의 손아귀에서 허우적거리다 종 

말을 맞이하는 허수아비나 자동인형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운명이 

‘인간’ 생애의 전 과정을 예정해 놓았다면 ‘인간’의 투쟁과 분투·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능한 두 가지 길의 모티프는 이미 서장에서 나타난다. (순종이 

27) 이것과 관련한 바비체바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사건 구축에서 작 
가는 삶의 인상으로부터 그것의 예술적 일반화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준비되고 

공식화된 이념으로부터 그것의 논증과 도해로 나아간다. ‘그’라 불리는 ‘누군가’가 

인간의 일생에 관하여 말하는 서장은 작품의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진술이며 테제 
다."(5a6HlleBa(197 1l， c. 99) 

28) 여기서 우리는 피터 브뤼젤(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69)의 그림 「장님의 
우화(The Parable of the Blind)J 를 어렵지 않게 떠올렬 수 있을 것이다장님의 
우화」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 15장에 기초하여 브뤼겔이 영면하기 1년 전에 그 

린 그림이다. 장님 다섯 사람이 지팡이와 어깨동무에 의지한 채 길을 간다. 첫 번 

째 장님은 이미 구덩이에 빠졌으며， 두 번째 장님은 그것을 눈치 겠으나， 몸은 이 

미 기우뚱하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장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한 얼굴 표정 

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님들도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전혀 모르고 있다. 첨탑을 가진 교회당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멀리서 냉 

담하고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다. 운명의 전변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그로 인한 

인생의 허무를 만년에 깨달은 화가 브뤼겔의 그림은 안드레예프 희곡의 주인공인 

인간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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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투쟁이냐!) 그리고 이것은 희곡의 사건 진척에 비일상적인 센격을 부여한 

다. 신화의 줄거리에 기초한 희곡에서처럼 인간의 멸망할 운명에 관한 ‘누군 

가’의 말은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연극의 조건을 부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인간 자신익 내면투쟁에 

집중된다，"(lJHpBa 1989, 18), 

극작가 안드레예프도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1907년 카프리 섬에서 ‘인간’의 배역을 맡은 배우에게 안드레예프까 했던 다음 

과 같은 말은 그가 실제로 주인공을 절망과 포기 속에서 죽어가도꽉 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당신은 운명에 끓복하지 않는 거대하:ïL 강력한 인 

간성을 가진 ‘인간’을 연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킹’을 연기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비관주의까라고 말합니 

다，"(Reissner 1986, 220) 

흥미로분 점은 「인간의 일생」에서 모든 시-건이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만， ‘인간’관 제2장과 4장에서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섣이다. “인간 

은 첫 번째 장변에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제3장에서는 닫→없이 무대를 

가로질러간다. 그는 오직 제2장과 제4장에서만 실제로 행동한다. 그럼에도 관 

객의 모든 주의는 그에게 집중왼다. 어떤 특별한 특정도 그에게는 없다. 지혜 

도， 심성도， 의지도 우세하지 않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고르께 부여받았으 

며，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자신의 충실한 ‘동반자’인 ‘누군가’와 한결같이 투쟁 

한다，"(BJlOK ， 156-157), 별다른 특출한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인간’으로 하여긍 

음울한 운멍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안드레예프는 극작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일생」은 시종일관 현저한 대비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첫 번 

째 장변에서 다섯 노파들의 형상과 어둠은 ‘인간’이 태어난 다음 빛을 발하는 

양초와 대비된다. 양초가 더욱 밝아지자 노파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그리 

하여 생생따고 밝은 빛 속에서 두 번째 장변인 ‘사랑과 가난’이 치 냐가는 것이 

다. 성공과 명성을 꿈꾸는 ‘인간’은 자기 소유뜰 열망하는데， 거기서 ‘인간’의 속 

물적이고 소시민적인 갈망이 드러난다. 제3장은 명성과 부로 충민딴 세속적인 

삶의 덧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공의 젤정에서 시작하는 영꽉과 타락의 

우울한 양상이 제4장을 지배하며， 그것의 종국적인 결말을 제5장이 셰공한다. 

이런 구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일생」에서 삼각형의 구성 방식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무도회 장면’을 정점으로 탄생과 젊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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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난이 좌변을， ‘인간’의 불행과 죽음이 우변을 이루는 이등변 삼각형. 혹 

은 그런 형상을 가진 사다리나 피라미드를 연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안 

드레예프가 「인간의 일생」에서 꾀한 ‘검은 빵’의 실체가 여기서 명확해진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검은 빵 - 펼자)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드라마이며， 소박 

하고 이해되는 드라마였다. 그것은 마치 건축에서 피라미드가 소박하고 이해 

되며 민주적인 것과 마찬가지다，"(4HpBa 1989. 16)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피 
라미드나 사다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인 셈이다. 

4. 등장인물에 대하여 

「인간의 일생」에는 개별화된 인물들과 유형화된 인물들이 공존한다. 개별화 

된 인물로는 ‘인간’과 그의 아내， ‘인간’의 아버지와 의사， ‘누군가’， 제4장에 등 

장하는 노파와 의사 등이 있다，(‘인간’의 아들은 등장인물들의 대사로만 묘사 

되며，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다，29)) 다섯 노파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인간’ 

의 친구와 적들， 연주자들， 무도회 손님들， 술꾼들은 유형화된 인간들에 속한 

다 이틀은 제한된 수로 이루어져 있는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로 나뀐 

다. 노파들과 친척들， 그리고 연주자들은 전자에 속하며， 나머지 인물들은 후 

자에 속한다. 후자의 인물들은 다시 대사가 전혀 없는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로 분류된다. 무도회에 등장하는 ‘인간’의 친구와 적들이 전자에 속하 

며， 나머지 인물들은 후자에 속한다.때) 

29) 이점은 「별들에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제1막부터 제4막에 이르기까지 시 

종일관 니콜라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지만， 정작 그는 단 한번도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극작가 안톤 체호프(A， 니exos)가 즐겨 썼던 ‘보 

이지 않는 등장인물’의 형상과 관련 있으며， 훗날 불가코프가 「최후의 날들(푸쉬킨) 

(nOCJleL1lme L1Im(nymI<HH)L 에서 변용하였다. 불가코프는 각각의 막에서 매번 푸쉬킨을 무 

대에 등장시켰으나， 관객은 그의 모습을 한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그는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희곡 「최후의 날들」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30) ‘인간’과 그의 아내， 그리고 제2장에 등장하는 이웃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 

에 대하여 블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합금된 강을 떠 

다니는 수상쩍은 잡동사니이며， 인생의 어떤 우연한 가재도구이다. 심지어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림자나， 우연히 되살아난 인형들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불행에 결코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6J10 I<，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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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예프는 「인간의 일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 

는다. 주인공인 ‘인간’이나 그의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뜸실한 동반자 

인 ‘누군가’도 이름이 없다. 그것을 통하여 극작가는 인물들의 신리적인 개별 

화나 고유·한 개인사를 배제함으로써 일반화를 시도한다. 안드레셰프는 「인간 

의 일생」에서 어떤 특별한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드라마(r인간의 일생 J - 필 자)의 목적은 

‘인간보편('leJlOBeK BOO뻐e)’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만일 구체적인 인간들의 삶 

에서 개별적인 상황이 19세기 드라마투르기띄 주목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안드 

레예프의 말을 빌린다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하는 λ‘기가 도래하 

였다. 최대한의 일반화를 지향하면서 작가눈 등장인물들에게 그[유한 이름을 

부여 하지 않는다 "31) 

희곡의 주인공인 ‘인간’은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사실적인 개인화 과정 

을 통하여 형상화된다. 제1장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지 못꾀지만， 제2장 

에서 그는 이미 성장하여 한 여자의 지아비자 된 성숙한 젊은이 파 그려져 있 

다.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는 윗옷에 조잡한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데， 그래서 배우 같은 얀상을 주 

고 모든 개들이 그를 향해 사납게 울부짖는탑니다. 어제 세 마리 개 끼 그를 공 

격하는 걸 봤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개들 윤 물리쳤 

지요. “바지를 불어뜯지 마라! 마지막 바지란 말이야!" 그는 소리 내 웃었지만 

개들은 이빨을 드러낸 채 달려들었고， 심술꽃게 울부짖었어요."(제 2;'깐， 189) 

견디기 어려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은 아내의 조움을 받아 

‘누군가’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담대함을 드러내 보인다. 

“이봐， 이름이 뭐야. 운명이냐 악마냐 아니면 인생이냐. 너에게 결튜를 신청 

하노니， 싸움판으로 나오너라! 소심한 사람들은 너의 불가사의한 힘 앞에 무릎 

을 꿇는다. 너의 돌 같은 얼굴이 그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너의 침-꽉에서 사 

람들은 재난의 탄생과 무시무시한 영락을 듣는다. 하지만 나는 대단하고 힘 

있으며， 그래서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제2장， 197)32) 

31) A. φIIJlHlInOBa(2005) 끼. H. AHnpeeB," HCTOPHJl pyccKoro IIpaMaTH'leCKOrO reaTpa OT ero 

HCTOKOB 00 KOHua XX BeKa. (OTB. pen.) H. nllBoBapoB, M.: nfTHC, CC. 37t:-'379. 이런 측 
면에서 본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두끄 이름도 부여받지 못한 친척들이 주 

고받는 대화는 아이러니하다.(제1장， 185) 

32) 이 장변에서도 ‘이콤을 갖지 않은’ ‘인간’이 역시 이름이 없는 ‘누군기에게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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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건강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한 ‘인간’은 당당하게 자신의 숭 

리를 선언한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사악한 적이여. 마지막 순간까 

지 난 네 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곳). 이와 같은 ‘인간’의 의지는 제4장 

의 기도와 저주， 제5장의 임종 직전에 내뱉는 강력한 외침으로 이어진다. ‘인 

간’의 형상에서 블로크는 당대 극문학에서 창조된 지극히 인간적인 형상을 포 

착한다. “인간은 최근 드라마 가운데에서 마분지로 만들어지지 않은(He KapTOHH뼈) 

유일한 주인공이며， 그의 평범하고 인간적인(3aypJl때O-qeJJOBeqeCKoe) 속성이 강조 

되어 있다. 이것은 비일상적인 것이나 환상적인 것이 혼합되지 않은 현실적인 인 

간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인간이다다"’”캔’ 

안드레예프의 ‘인간’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의 회개와 신 

의 용서라는 도식과 전혀 다른 양상을 취한다. ‘인간’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어떤 환상도 품지 않 

은”잃) 실존주의적인 인간상34)을 구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개인 

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적인 관계 확장이나 세계변혁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자기와 가족 친구나 친척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유 행위하고 있을 따름이다.35)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존재다. “사악한 운명 "36)， 

묻는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인간들의 대표자인 ‘인간’이 사악하고， 음올하며， 이성을 

결여했으며， 자비라고는 없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안드레예프는 
여기서 인간보편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것을 야기하는 운명 사이의 일대일 대결양 

상을 형상화한 것처 럼 보인다. 

33) 에드문트 야코비 (2003) ~철학가(클라시커 50)~. 안성찬 옮김， 해냉， 208쪽. 

34) 부그로프는 이와 같은 실존주의적인 유형의 인간을 “냉담하고 무의미한 세계에서 

멸망할 운명을 의식하고 있는 존재， 그런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거부 

하고， 인간의 호칭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까지 동원하여 투쟁 
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ByrpOB(20oo) ， c. 92). 

35)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1905년 제 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을 때 발생한 

고리키와 안드레예프의 결렬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들은 혁명 진척의 전망， 

그것의 이상， 사회투쟁에서 문학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안드레예프는 초 

(超) 당성의 입장을 취했다. 고리키 창조의 당성은 안드레예프가 보기에 숙명론이 

었다 안드레예프는 정치운동에서 창조의 이데올로기적인 독립성에 근거를 부여하 
려 고 시 도한다." (BJ\JIIiK, 387). 

36) E. KOmeJlOBa(2C뼈) "}]. H. AHapeeB," PyCCKH1t 져pa.MaTH'leCKH1t rearp KOHl{a XIX - Ha 'laJ1a 

XX 88., M.: 대mc， c.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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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세계의 알레고리"(EiyrpOB) , “세셰의 무정하고 

도 이해헬 수 없는 숙명적인 힘"(Ei.llJIHK) ， “눈 먼 숙명， 몰개성적띤 불가피성의 

힘”37)， “인간 삶의 주권자도 아니고， 운명을 인도하지도 않는 끄용된 낭독자” 

(lIHpBa), “운명의 구현이자， 인간의 의지에 복속하지 않는 확피한 법칙의 구 

현"(Eia6H'ieBa) ， “인간의 단순한 적대자 이상의 존재이자， 운명필- 대표하는 존 

재"(Reissner) 등등. ‘누군가’에 대한 작가의 무대지시를 보자. 

그는 커다란 육신의 윤곽을 혼란스럽게 그려내는 헐렁헐렁하고 꺼다란 형체 

없는 옷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얼굴의 윗부분을 짙은(rYCTa.ll) 그섣자로 드러 

내는 셋빛이 감싸고 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 광대뼈와 코， 날카로운 

턱은 강력하고 묵직하여 마치 셋빛 돌에서 캐낸 것처럼 보인다 .2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다. (176). 

그의 이와 같은 형상에 극작가는 몇 가지 설명을 부가한다. ‘설-통 사람보다 

키가 조닫 크며， 가늘고 긴 손가락’ (서장， 183), ‘돌 같은 얼굴 과 턱’ (제3장， 

211), ‘냉정하고 무심한 목소리’ (제5장， 230)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진 인물이 

‘누군가’이다. 그는 우선 ‘인간’의 영원하고 무관심하며 냉담한 동-반자다. ‘누군 

가’는 ‘인간’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다. 

“모판 사람들이 ‘그’라고 부르는 바로 나눈 그의 생애의 모든 만들과 모든 

길들에서 ‘인간’의 충실한 동반자로 남게 됩니다. 나는 그가 밤을 지새우거나 

잠을 판 때도， 그가 기도하거나 저주할 때에 도 변함없이 그의 옆에 있을 것입 

니다. 그의 자유롭고도 대답한 영혼이 높이 비상하는 기쁨의 시각에도， 승리와 

패배의 시각에도， 확고부동한 것과 위대한 푸쟁의 시각에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77.). 

‘인간’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무언의 동반지띤 ‘누군가’는 

희곡 「인깐의 일생」에서 안내자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서장에서 그는 관객들 

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며 사건을 주석하고 전체를 조명하며 미래의 경 

과를 미리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인간’에게 곧 행운이 도래할 것이란 것과 

(제2장)， ‘민간’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제4장) 객석에 힐 펴준다. 하지 

만 ‘누군가-’가 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단 한번도 없다. “그는 관객야게 사건진행 

과 주인공의 운명을 알려주는 독특한 알림이 구실을 하면서， 현재짜 미래에 대 

37) T. illax λ3H30Ba(rJl 야1l.)(1æ7) HCTOpJlJl pycCKOro φ'i1Ma TJf!{eCKOrO Tea TfJll B ceMH TOMax, TOM 

7(1쨌-1917). M., c.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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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환상과 희 망을 파괴 하면서38) 공연을 시 작하고 끝낸다/’(EijjJlliK 1971, 390). 

이와 같은 ‘누군가’의 형상을 상징주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맞서 안 

드레예프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상징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존재 

다. 물론 그것의 토대에는 신비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희곡에서 숙명이나 운명 

그 자체를 묘사한다. 여기에는 숙명이나 운영의 상징은 없으며， 숙명과 운명 그 

자체가 ‘누군가’의 형상 속에 구현되어 있다."(EiyrpoB 2000, 102). 이상과 같은 

면들을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인간’에게 생명과 죽음， 행과 불행， 부와 가난， 

재능과 그것의 상실 등을 부여하는 숙명과 운명의 알레고리39)라고 하겠다. 

「인간의 일생」에 등장하는 유형화된 인물들 가운데 제1장과 제5장에 둥장하 

는 다섯 노파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존재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장변에 등 

장하는 그들을 어떤 단일한 존재로 해석하기 란 쉽지 않다. (예컨대 라이스너 같 

은 독일의 러시아 연극 연구자는 노파들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들을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제 1장에서 그들은 엄청난 산고를 겪는 산모 

의 고통이나， 인간들의 탄생 혹은 죽음 등에 완전히 무관심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그것은 대다수 인간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이나 숱한 미물들과 같은 

자연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무관심한 것과 동일한 바탕과 궤적을 가진다.) 

바비체바는 그들을 “운명의 여신들(r1ap재)이나 죽음을 알리는 자들(BeCTHHUbl 

CMepTH)로"(Eia6H'~eBa 1971, 103) 설명하는데，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 

다.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의 여신’은 인간의 운명을 실로 잣는 클로토 

(Klotho), 자아낸 실로 옷을 짜는 라케시스(Lachesis) ，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위로 자르는 아트로포스(Atropos) 세 여신을 뜻한다. 그러기에 제우스 같은 

최고신도 운명의 여신들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바비체바의 해석은 지나친 것이라 하겠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제우스는 라오다메이아(Laodameia)와 사이에 낳은 아들 사르페돈(Sarpedon) 

이 트로이 (Troy) 원정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간 

의 일생」에서 노파들은 ‘누군가’의 명령을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존재로 그려 

38) 라이스너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다. “누군가는 냉담하고 엄격하며， 확고하고 

분명하게 미리 예정된 것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운명 

을 표현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자비로운 신과 누군가를 연관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Reissner(1986), S. 218) 

39) 어느 연구자는 ‘누군가’의 형상에서 레르몬토프(M. JIepMoHToB)의 r가면무도회(MacKapaLIl J 

에 등장하는 ‘미지의 남자(HeH3BeCTH뼈)’를 연상하기도 한다.(KonTeJlOBa(2000l， c.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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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들의 대화를 보자. 

- 관데 왜 우린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 ‘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 그는 말하지 않올 겁니다. 

- 그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 二l는 우리를 맘대로 부리잖아요 그는 우려를 침대에서 일으꺼l 지키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필요 없었다는 게 드러나지요.(제 1장， 179) 

더욱이 그들 모두 출산을 경험했다는 대사에 이르면(제 1장， 1없) 사태의 핵 

심은 분명해진다. 그들은 ‘누군가’를 경외하지만， 그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 

고 추측만을 할 따름이다. 더욱이 그들은 산모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제 l 장에서 관객 

은 노파즐이 친척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난 다음 의사의 통보깊- 산모의 위 

중한 지경을 알게 된다. 제5장에서 노파들의 소곤거림과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인간’의 죽음을 통지하는 인물은 ‘누군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파들은 ‘인간’의 탄생부터 가난했던 젊꽉 시절과 소 

란스러웠던 무도회， 그리고 아들과 아내의 족음을 경험한 영락힌 ‘인간’의 모 

든 행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안드레예프까 명확한 표 

상을 가지고 노파들의 형상을 창조한 것은 야닌 듯하다. ‘코미사핀제프스카야 

극장(TeaTp KOMHCCapl!<eBCK。꺼)’에서 있은 r 인간의 일생」 상연을 본 극작가는 <

오늘(CerOJJ:H.lI)>> 신문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파블은 지팎합니다. 하 

지만 그것은 배우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것은 흰전히 잉여의 

상징 들(COBeplIl eHHO 11때Hμe CHMBOJlhI) 입 니 다."(5a띠qeBa 1971, 103).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친척틀과 이웃 사람들， 무도회의 손님들파 술꾼들은 

고대 드라따의 합창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무대에서 빌생하는 사건 

들에 대하여 어떤 역사적이며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회적인 구실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Reissner 1986, 218)찌) 띠과서 그들은 

40) 부그로프는 이런 형상들의 기능을 “사건의 주해， 무대사건의 상황， 야가의 의도에 
필수적인 일정한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암시하는 것"(õyrpoB ， 101)에서 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그로프가 라이스너보다 합창대에 등장하는 인댐-틀의 역할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제2장에서 이웃 사암들의 대화는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며， 제5장의 술꾼들의 대화는 ‘인간’의 임박한 죽음과 어둠 

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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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개념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들로 해석가능하다. 예컨대 제 

1장에서 친척들은 ‘생의 지속’을 의미하며， 제2장에서 이웃 사람들은 인간세계 

의 ‘우정과 연대 및 연민’을 뜻한다. 제3장의 무도회 손님들은 ‘선망과 기회주 

의’를 나타내며 ‘인간’이 영락하고 고통을 겪는 제4장에서 그들의 부재는 주위 

세 계 의 냉 정 한 무관심 을 강조한다. 제5장에 등장하는 술꾼들은 ‘인간’의 죽음 

이 가까웠음을 온몸으로 표상한다. 

한편 제 1장에 등장하는 친척들 가운데 완전히 빼닮은 젊은 두 남자와 제3 

장과 제5장에 등장하는 악사들은 고골(H. rOrOJIb)의 「감사관(PeBH30p) J 에 등장 

하는 도브친스키 (nOÕt.IHHCKHìí)와 보브친스키 (50Õ4HHCKH다)를 연상시킨다. 젊은 

남자들은 ‘목을 억누르는 이례적인 옷깃， 꼭 달라붙은 머리럴， 주저와 당혹을 

드러내는 표정을’(제 1장， 184) 똑같이 짓고 있다. 그들은 다른 친척들의 대화 
에 끼어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낄낄대며 웃음으로써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41)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은 ‘눈에 휠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주한다. 박자를 맞 

추고 머리를 흔들며 좌우로 몸을 흔든다.’(제3장， 203) 그리하여 그들은 무도 

회 손님들에게 “자기네 악기들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거나 혹은 “악기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제3장， 205) 

5. 장르 문제 - 공간과 시간， 색채와 소리를 중심으로 

서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은 하나의 공간， 

즉 ‘방’에서 진행된다. 작가의 무대지시를 살펴보자. 

문도 창문도 하나 없이 갯빛의 벽이 있는， 거의 완전히 비어 있는 커다렇고 

정사각형 모양의 방 비슷한 것(서장， 176). 천장이 높고 정사각형이며， 단색의 
매끈한 벽과 두 개의 유리창을 가진 방(제 1장 183). 두 개의 유리창과 매끈하 
고 밝은 장빗빛 벽이 있는 크고 매우 높고 매우 가난한 방(제2장， 189). 완전 
히 매끈한 하얀 벽과 여러 개의 유리창을 가지고 있으며， 천장이 매우 높고 

커다량고 똑 고르게 네모진 방(제3장， 203). 매끈하고 어두운 벽과 두 개의 유 
리장이 달려있는 커다란 방(제4장 212). 매끈하고 음침하게 지저분한 벽과 창 

41) 고골에게서 발원하는 이런 쌍둥이 형상은 훗날 마야코프스키의 풍자희극 「목욕탕」 

에서 드보이킨(nBOìíKHH) ， 트로이킨(Tpo짜(HH) ， 포스킨(φoc재H)의 형상으로 진척되어 소 

비에트 방식의 변용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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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하나 없는， 매우 낮은 천장이 있는 넓고도 긴 방，(제5장， 223) 

방이든， 방 비슷한 것이든， 아니면 홀이든， 그것들의 공통점은 사변 벽을 가 

진 폐쇄펀 공간이라는 것이다인간의 일생」 전체를 아우르는 서장과 ‘인간’ 

의 죽음파 연관되어 있는 제5장에는 아예 창문조차 없다. 반면에 ‘인간’의 물 

질적인 성공과 명성으로 떠들썩한 무도회가 열리는 장면에는 여러 개의 유리 

창을 가전 방이 등장한다. 방은 언제나 “인간의 고유한 삶의 영 역으로 둥장하 

며， 외부 세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Reissner 1986, 221). 씌부 세계와 거 

기서 일어나는 사건 및 인물들의 관계는 단순히 언어로 통보될 따름이다. 

따라서 인물들의 등퇴장과 관련된 문의 존재가 「인간의 일센 j 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제3장에서 문은 ‘인간’과 그의 아내， 친구와 적들ι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홀을 가로질러 지나가기 위해 설치된 내부용이다. 제4장에서는 의사 

가 들어왔다 나가는 문이 유일하게 바깥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나， 그것은 단 

한 차례 사용될 뿐이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통로는 창문이다. 하지만 창문 연-로 내다보이 

는 것은 언제나 어두침침한 ‘밤’이다42) ， 극작가는 단 한번도 밤 까외의 시각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두운 시작과 어두운 종말을 가진 ‘띤간’의 전 생 

애’를 강조하기 위한 안드레예프의 의도적인 장치다. 밤과 밤 서1，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다. 탄생에서 성장 성공과 영락 및 죽음에 。‘르는 ‘인간’의 

생애 전체가 한편의 희곡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상면은 분절적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철코 ‘흐름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목판화의 독립적인 장면들처럼 고정되어 있으며， 장면들 사이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은 레프 톨스토이(Jl， TOJICTOli)의 관점펴는 정반대되 

는 시각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드라마는 인간의 전 생애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서 매듭으로 묶고，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인간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4I:1pBa 1989, 18), 안드레예프는 

특정한 단계나 상황에 의지하면서 인간을 해명하고자 했던 툴스토이의 미학 

42) 방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늘 밤이 모습을 E러내는 것에 대한 부二로프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언제나 밤이 얼굴을 내미는， 기하학적으로 똑바른 방은 존재의 답 

답한 단조로움에 대한， 영원히 정해진 세계이자 새장의 형식에 대깐 생각을 심화 
시 킨다 "(5yrpOB(2000), c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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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드레예프가 보기에 인간의 생애는 극적인 사건 

으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그는 삶의 모든 단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기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장막희곡 「별들에게」에서 제 1차 러시아혁명의 실패와 분열양상을 

별의 높이와 지상의 폭으로 측량하였던 극작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사바」에서 안드레예프는 혁명과 인간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나， 결 

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개별적인 개인이나 집단을 벗어나 

일반화와 양식화에 기초한 드라마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의 근저에는 인간존재의 심연에 대한 성찰과 철학적 탐색의 모든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43) 

「인간의 일생」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이 현란하게 경연한다. 서장과 제 1장에 

서 무대장식과 의상의 주조는 갯빛이다. 셋빛의 벽， 셋빛의 천장과 마루， 갯빛 

옷을 입은 ‘누군가’와 노파들의 갯빛 실루엣.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누군가’ 

가 들고 있는 양초의 빛이 점차 강해지면서 무대의 바탕색인 갯빛과 현저하 

게 대비된다. 제2장은 생생하고 밝은 장빗빛 벽과 아내의 장빗빛 옷， 이웃 사 

람들이 가져온 꽃과 품과 나무들의 푸르른 줄기로 가득하다. 이러한 빛의 향 

연은 ‘인간’과 아내의 건강한 젊음과 미래를 지향하는 생의 약동을 표상한다. 

제3장은 흰색과 금색이 주조를 이루어 창백하고 냉정한 인상을 준다. 도금 

된 의자들과 금빛 테두리가 쳐진 그림들의 금색과 매끈하고 하얀 벽이 광택과 

차가움을 선사한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한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지만， 그와 

아울러 단조로움과 지루함， 무의미함과 ‘인간’의 고립을 뜻한다." (Reissner 

1986, 222). 그와 같은 배경색 안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들과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자동인형들처럼 춤을 춤으로써 지극한 대조를 이룬다. 

제4장에서는 검정색이 주조를 이룬다. 어두운 벽들과 검정색 방수포를 씌운 

소파， 검은 갓을 가진 램프가 영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희미하게 타 

4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드레예프는 드라마 창작에 관련된 툴스토이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드라마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r어둠의 

힘 (BJlaCTb TbMbI) J 과 「계몽의 열 u~ (nJlOllbl npocBelIleHH꺼) J 를 쓴 극작가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 

계에 대하여， 인간과 세계의 관계 및 모든 영원하고 끝나지 않는 것과 인간의 관 

계에 대하여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할 것이 있는 사람만이 

드라마를 쓸 수 있다."(Ba따'1eBa 197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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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찮은 양초는 노년의 ‘인간’을 표상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지저분하 

고 잡다한 색깔들이 술집 주인의 하얀 얼꿇과 붉은 턱수염과 1:11 조를 이루며， 

술꾼들의 얼굴과 손에 감도는 초록색은 무텀이나 묘비의 이끼 C>11 서린 색깔과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죽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와 갑은 다채롭고 현란한 색채의 활용은 희곡에 보다 큰 조형적인 효과 

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드레예프가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선문적인 그림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극작가는 (r 인간의 일생」에 나오는 장띤을 포함하여) 

그림에 많이 몰두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레핀 (YI. PemlH)과 레 꾀흐(H. PepHX) 

의 승인잘 얻었다."(EyrpoB 2000, 103) 

「인간의 일생」에서 우리는 소리의 강력한 활용에도 주목해야 한다. 극작가 

로 활동하기 전부터 안드레예프는 제임스 린치(lÞI<eMc 깨H'l)라는 필명을 가지 

고 1898년부터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초창기 공연들을 집중적 뜨로 개관하고 

비평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μ) 따라서 안드.레예프는 체호프의 [1]표적인 장막 

극 전부휩 ‘예술극장’에서 보았고， 체호프의 유명한 ‘음향효과냉 1흡 옴소 경험 

하였다. 설제로 「별들에게」는 수많은 소리의 경연장이었다. 

제 1장은 산모의 고통스런 울부짖음과 노파들의 웃음소리， 어펀아이의 고함 

소리와 젊은 남자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교차한다. ‘인간’의 딴생과 죽음에 

무관심한 노파들이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냉담한 친척들의 l칸응이 섬뜩하 

게 객석에 전해진다. 제2장은 젊은 남녀가 기쁨에 넘쳐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근심걱정 없는 삶의 기쁨을 표현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 

서 울려 퍼진 음악과 똑같은 춤곡， 즉 단순한 폴카가 무도회에서 연주된다. 

무대지시를 보자. 

무도회의 모티프는 시종일관 동일하다. 그것은 두 개의 악구를 가진 폴카인 

데， 뒤어오르는 밝고 공허한 소리를 담고 있다. 세 사람의 악사는 다소 어긋나 

게 연주하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과 개별적인 소리들 사이에는 얼마간 이상한 

절연과 어떤 공허한 공간이 생겨난다.(제3장， 203) 

44) 이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φHJlHnnOBa(200S) ， C. 376 참조. 

45) 이를테면 「세 자매 (TpH ceCTp“ )J 제3막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소리로 표현하는 마샤 

(Mawa)짜 베르쉬 닌(Bep뻐뻐H)의 “트람-탐-탐(TpaM-TaM-TaM .. .) 탕-탐(TaM一TaM .. .) 트라 
-라 라?(Tpa-pa-pa?) 트라-타-타(Tpa -Ta -Ta)"라든가벚나무 동산(1’“WH!!B뼈 cat!l J 

마지막 장변에서 피르스(φHpC)마저 물화되어 버린 무대를 완전히 지배하는 ‘악기의 

끊어진 줄이 내는 소리나 벚나무를 잘라내는 도끼질 소리’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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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호사스러우며 눈부실 정도로 하쌓고， 풍요롭게 도금된 무도회장과 

함께 어씬 일인지 모든 것이 어긋나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여기서 관객은 

‘인간’이 도달한 시끄러운 성공과 명성 및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모호함과 어 

긋남， 혼란스러움을 감지하게 된다. 

제4장에서 ‘인간’의 아들이 죽은 직후 들려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사실의 왜곡과 과장에 기초하고 있다. 15개의 방이 있는 ‘인간’의 저택 

에 남아있는 인물은 단 두 사람， 즉 ‘인간’과 아내다. 그런데 높은 목소리로 

느릿하게 울부짖으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안 

드레예프는 사람들의 ‘죽음’에 담긴 갚은 슬픔을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표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제5장에서는 ‘무도회’에서 울려 퍼졌던 폴카가 다시 한번 연주되고， 노파들 

은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의 절정기를 

떠올리게 하는 우울한 패러디다. 노파들의 춤과 악사들의 연주가 순간 멈추면 

서 ‘인간’의 마지막 외침이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인간’이 죽고 난 다 

음 악사들은 다시 연주를 시작하며， 노파들도 다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 무대지시를 보자.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는 사람들의 움직임， 날카로운 핏소리， 웃음소리，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맞지 않고 절망적으로 커다란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소리와 소음은 최고도까지 이른 다음 어디론가 신속하게 멀어지고 잠잠해진 

다. 정적.(제5장， 23이 

절정에까지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고요해지는 요란한 여러 가지 소음들이 

경연하는 무대 위에서 ‘인간’은 영면한다. 고함소리와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태 

어난 ‘인간’이 다시 그와 같은 시끌벅적한 소음과 혼란 속에서 저승길을 재촉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생」을 하나의 장르로 정의하는 일은 어렵다. 극작가 자신도 장르규 

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인상을 준다. 안드레예프는 「인간의 일생」을 ‘서장이 

딸린 다섯 장면으로 이루어진 상연(npeaCTaBneHHe B n~TH KapTHHaX C npOnOrOM)’ 

이라고 썼다. 이것은 작가 스스로 기본적인 드라마 장르 가운데 하나로 작품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이다. 

극작가는 「인간의 일생」에서 ‘삶을 제공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삶을 반영하 

는 무대’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공연과 관련하여 ‘예술극장’ 지도부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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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지에서 안드레예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삶이 아니라 표직 삶의 반 

영 (OTpa:!<eliHe >I<H3HH), 삶에 대한 이야기 (paCCKa3 0 빼3HH) ， 사람들。( 어떻게 살아 

가는지에 대한 상연(npe.llC TaBJleHHe ) 달리 말하면 삶의 연구(HCCJleα)BaHHe 빼3HH) 

가 「인간익 일생」 상연에서 예술극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I'a6WieBa， 98). 

극작가 안드레예프가 「인간의 일생」에서 도입한 각종 혁신적인 기법들과 

난해한 장르 규정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누군가’가 들고 있는 춧불에 함축 

된 민간전승에 두드러진 알레고리， 합창대의 존재로 드러나는 고대 그리스 비 

극의 차용， 장면구성에서 보이는 서사연극과의 연관성， ‘페트루수 카’의 수법을 

이용함으뜸써 명확해지는 광대놀음의 성격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려는 

‘인간’의 또습에서 발현하는 설존주의적인 특징. 그러므로 「인간띄 일생」은 루 

나차르스키처럼 “철학적인 문제 제기와 비관주의적인 음조를 간조하는 형이 

상학적인 비극"(l3yrpoB 2000, 106)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는 생샤이 든다. 오 

히려 장트상의 합금을 최대한 발현함으로써 인간의 일생에 내재판 모든 단계 

와 국변을 입체화한 작품이라고 「인간의 일생」을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는 편 

이 오히 려 온당할 듯하다. 

6. 결렬을 대신하여 

「인간의 일생」은 1907년 2월 22일 페테르부르크의 ‘코미사르힘 프스카야 극 

장’에서 메이예르홀드(Bce. Me꺼epXOJlbLl)에 의해 초연되었고， 같은 해 12월 12 

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라프스키 (K. CTaHHCJlaBCKHH; 싸 술레르쥐 

츠키 (n. CYJlep>I<HUKHH)의 연출로 공연되었다. 안드레예프는 두 공깐 모두에 볼 

만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l3a6HQeBa 1971, 105) 

메이예E홀드는 상연의 첫 번째 복안으로 중세의 목판화와 힌바극의 영혼 

으로 신비하고 교훈적인 해석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필연성으로 

해석하는 테마에 근본적인 강조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 결과 메이예르훌드눈 

첫 번째와 마지막 장변에 등장하는 다섯 노파들을 아폴론 신전꾀 무녀로 해 

석하였다. 메이예르홀드의 「인간의 일생」은 그 해 공연시즌이 끝년 때까지 열 

차례의 만뭔 사례를 경험하였다. 

블로크의 『문학에 관하여 (0 nHTepaType)~ 를 편집하고 주석한 베드냐코바 

(T. l3e .llH~KoBa)는 메이예르홀드의 상연을 다픔과 같이 평가하였다 “연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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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발점으로 메이예르홀드는 ‘모든 것이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Bcë ， 

KaK BO cHe )， ol 라는 지시를 선택했다. 공연은 거의 장식 없이 진행되었고， 무 

대는 흐릿하게 조명되었고， 배우들의 분장은 날카로움이 강조되었다. 희곡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극작가 자신이 불만족하였다<<오늘>>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안드레예프는 말했다. “전체적인 인상을 파괴한 채 그는 희곡 전 

체를 어둠으로 관통하였다. 희곡에는 빛도 어둠도 있어야 한다，"(EJlOK ， 419) , 

‘예술극장’ 상연에서 불일치는 더욱 선명하였다. 안드레예프의 평가에 따르 

면， “그들은 희곡에 맞는 형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의 형식으로 희 

곡을 몰고 갔다，"(EaÕWleBa ， 106), 공간을 집어삼키는 겁은 배경 위에서 「인간 

의 일생」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특히 효과적으로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무 

도회 장면은 생생한 구체화와 모든 풍자적인 디테일에 대한 암시를 상실하였 

다. 그와 아울러 이미 확립된 계몽적인 전통의 영혼 속에서 예술극장 연출가 

들은 ‘인간’의 오만한 저항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생생하게 감촉된 양식화의 

불일치를 공연에 불어 넣었다. ‘예술극장’에서 있은 48번 공연의 성공이 작가 

도 연출가들도 서로 만족하지 못한 감정을 지우지는 못했다고 한다. 

「인간의 일생」에 드러나 있는 무신론적인 모티프를 간파한 혁명적 민주주의 

비평은 희곡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수용하였는데，46) 몇몇 상징주의자들은 그다 

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기피우스( 3, f1mnIfYc)는 “안드레예프의 「인간의 

일생」은 재능 있는 작가가 쓴 모든 작품들 가운데서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취 

약하며 가장 졸렬한 작품"(Eaõ깨eBa， 89)이라고 평가했다. 솔로구프(φ ， COJloryõ) 

는 “배우가 ‘인간’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면 할수록， 그의 부적절한 연기는 더 

욱 더 희극적이다. ‘누군가’는 어느 누구의 결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녀 

는 인형들과 싸우지 않는다. 소녀는 인형을 잡아 뜯고 부순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 웃거 나 울음을 터 뜨린다，" (φIfJllfnnOBa ， 38이 라고 말함으로써 극작가가 그 

려낸 인간을 인형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작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블로크는 안드레예프의 ‘인간’을 인형으로 생각하는 솔로구프에 반 

대하면서인간의 일생」을 당대 드라마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 

46) 그러나 안드레예프의 희곡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 “작가는 「인간의 일생」에서 

고작해야 중산층 부르주아 인텔리겐차의 삶을 구현했으며， 부르주아 세계질서의 

전형적이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규범， 예컨대 돈의 권력， 표준화된 인간개성， 소 

시민적인 세태의 속물근성 등등을 보편적인 인간의 개념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 

렸다，"(511J1따(1971)， c,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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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인간이 이겼으며， 엄격하고 가차 없으며 저주 받을 운넨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자가 옳다고 나는 확신한다인간의 일생」처럼 그토확 날카로운 경 

험을 제꼼한 문학작품은 오래전부터 없었다. 안드레예프의 작품들 가운데서 

「인간의 일생」은 ‘인간’은 인간이며， 인형이나 사멸할 운명에 치 한 가련한 존 

재가 아니라， 무한한 공간의 북풍한설을 극복하는 기적과도 같윈- 불사조라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다. 양초의 밑동관 녹아내리지 

만， 삶은 줄어 들지 않는다."(5JlO I<， 160-161). 

벨르이 (A. 5eJlbIH)도 블로크와 비슷한 해석을 내린다. “갑자기 얻-아져 내리는 

눈사태 (copBaBIUa.ll OI JlaB IiHa)처럼 「인간의 일생」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갑자 

기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처 럼 그것은 영혼 속에서 자라나 운명내 게 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한다. 갑자기 쏟아져 내리고 부품어 오른 눈사태처렇 그것은 자라 

나서 가슴 속에 흐느끼는 절망을 맺히도록 한다. 예술가에게 검사하고 또 감 

사한다. 그는 우리에게 존재의 심연을 열어젖혔고， 자부심 넙치늪 인간을 보 

여 주었다."(5yrpoB 2000, 9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일생」은 다채로운 평가와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그것은 희곡과 공연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에 이르기까지 퓨넓은 견해를 

이끌어냈다. “레제드라마(L잃어rama)인가， 아니면 공연해야 좋은 삭품인가. 전형 

적인 상정주의 작품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작품인가. 스타일띠 없는 무지 

몽매한 작품인가， 아니면 연극을 위한 새로운 표현형식의 추구인가." (Reissner 

1986, 223) 

「인간의 일생」 이후에 안드레예프는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돌끽고， 네 작품 

으로 이루어진 작품 군을 창조하려고 생각하였다. 1907년 5월 5띤 단첸코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드레예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의 일생 j 은 일방적인 

형식과 근본적인 이념의 분리되지 않는 통일성으로 묶인 한 두리의 희곡들 

가운데 첫 번째 작품입니다인간의 일생」을 뒤이어 4막으로 좌사될 인간적 

인 삶인 r 기아 황제 (Uapb rOJlOlÜ J, r 전쟁 (B때Ha)J ， r 혁명 (PeBOJllO l씨.lI) J 및 「신， 

악마 그리고 인간(50r ， llb.llBOJl Ii l.JeJlOBel<) J 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므로 「인간 

의 일생」관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작품들에 대한 펼수불가결한 서문입니다."(l.JlipBa 1989, 151. 

결과적으로 「기아 황제 J (1907)와 「아나테마J (1909)가 나타났는까， 이 작품들 

은 「인간의 일생」과 더불어 나름의 복잡한 내적인 이념적이고 에술적인 연관 

을 지니고 있는 미완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만일 r ，낀간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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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극히 ‘개인적인’ 드라마라면 「기아 황제」는 사회적인 드라마이며아나 

테마」는 삼부작 가운데서 가장 철학적이다. 

갑작스럽게 획득된 인기와 그 후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관객의 냉담을 경험 

한 안드레예프는 1919년에 핀란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930-40년대에 소련 

에서 그의 작품은 출간되지 않았으며 이름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있은 흐루쇼프(떠H， Xpy새매뼈II 

195돼0년대 말에야 그의 작품이 독자와 무대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 

드레예프 희곡은 여전히 러시아 연극무대 변방에 자리한다，47) 이제 문제적인 

희곡 「인간의 일생」에 다가서면서 「기아 황제」와 「아나테마」 등에 대한 활발 

한 연구가 안드레예프 연극세계에 대한 조망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인간의 일생」을 어떤 문예사조와 연결시켜 이해할 것 

인지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흑자는 상징주의 

와， 혹자는 사실주의와， 더러는 브레히트로 대표되는 서사연극과， 더러는 표현 

주의와 「인간의 일생」을 연결한다. 이것은 간단히 논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 

라， 보다 정치(精微)한 사유와 인식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47) 안드레예프 사후에 전개된 일련의 평가와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φ\lJUmnOBa 

(2005), c , 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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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Me 

HCCRenOBaHHe ßbeCH ~양H3Hb qeRoBeKa>> JIeoHHna AHnpeeBa 

KHM, fll-3oHf’ 

nepBaJI .npaMa <<1< 3Be3 IlaM>> J1. AH.npeeBa, K KOTOpOH aBTOp npmuëJI B pyCCKYKl 

.npaMaTyprmo KaK 3peJJbùl np03aH I< H nHCaTeJIb-peaJIHCT, HHTepecyeT HaC, nOTOMY 

'1TO B Heα IlHCKyTHpyeTc~ npo깨BOpe'lHBa~ TeMa CMepTH H ÕeCCMepT~ ， 3~eMepHOCTH 

H Be'lHOCTH H T. Il. Ero nbeCa <<JI(H3Hb 4eJIOBeKa>>, Bb13BaBllla~ 빠fO ro pa3JIH'IHblX 

αicnyToB H npOTHBOpe'lHBblX OueH이<， C'쩌TaeTC~ HOBOH .npaMaTyprHeH AH.npeeBa. 

ECJIH nbeCbl <<K 3Be3IlaM>> H <<CaBBa>> HanHCaHbI npH nOMOU써 TpallHUHOHHblX H 

peaJIHCTH'IeCKHX npμëMOB ， CTHJIb <<)!(H3HH 4eJIOBeKa>> BeCbMa pa3HOOÕpa3eH , B H강M 

MO*HO yBHlleTb He TOJIbKO aJIJIerOpHID, HO H CHMBOJIHKy. nO AHllpeeBy, B peaJIH3Me 

cOllep*aHHe noÕe*llaeT ~OpMy， a B CHMBOJIH3Me HaOÕOpOT ~OpMa noÕe*llaeT 

COllep*aHHe. n03TOMy OH XOTeJI, TBOpHTb CHHTeT ‘!'1eCKHM MeTolloM B CBOeH 

IlpaMaTyprHH. <<)!(H3Hb 4eJIOBeKa>> AHllpeeBa ÕblJIa nepBb매 nJIOIlOM 3TOH nOllbITKH. 22 

~eBpa~ 1907 rOlla nbeca npOillJIa B neTepõypre B nOCTaHOBKe B. MeiiepxOJIblla, a 

12 lleKaÕp~ Toro rOlla COCTO~JIaCb npeMbepa BO 뼈ATe ， nOCTaHOBU씨<aMH ÕbU1H K. 

CTaHHCJIaBCKHH H 지. CYJIep*HUKHH. 

3Ta paõoTa KOHueHTpμpyeTc~ Ha TOM, KaK AHllpeeB nOJIY'IHJI BIlOXHOBeHHe llJI꺼 

C03 IlaHH~ <<)!(H3HH 4eJIOBeKa>>, a TaK *e Ha KOMn03씨씨 IlpaMbI H ee nepCOHa*ax. 

neJIO B TOM, '1TO onpelleJIeHHe *aHpa IlpaMbI <<빼3Hb 4eJIOBeKa>> BeCbMa CJIO:t<HO. 

n03TOMY õYllYilleMY H3yqeHH때 <<)!(H3HH 니eJIOBeKa>> Hy:t<Ha nOMOillb pa3HblX JIHTepaTypHblX 

HanpaBJIeHI써， TaKHX KaK peaJIH3M, CHMBOJIH3M, 3KcnpeCCHOHH3M H 3TIH'IeCKH다 TeaTp 

H T.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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