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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근 ’는 좁은 의미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사회 근 화 과정,

즉 사회 문화 발 과정을 의미하며 ‘문명 근 ’로 지칭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극복되어야 할 상황으로 비 하며 이에 항하려고

시도했던 술 흐름은 이와 구분되어 ‘미 근 ’로 지칭된다.미 근

로서의 표 주의는 시 실의 돌 구로 ‘새로운 인간’의 이념을 주

창했다.

카이 에게도 새로운 인간의 이념은 근 사회 비 과 한 련이

있는 한편,미래의 변화 가능성으로 제시된다.그런데 그에게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동행 내지 연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으로 확장된다.이와 같은 시 안의

모색은 연극 분야에서 희곡론과 극작술 측면의 변화로 이어진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는 비아리스토텔 스 희곡론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표 수단이자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언어에 한 성찰이 드

러난다.카이 는 20세기 반기의 유럽의 문 사조를 통하는,언어 쇄

신을 골자로 하는 언어 을 지니고 있으며,이를 한 노력은 그의 희곡

에서 문법의 괴와 언어의 축약 새로운 리듬의 추구로 나타난다.그

리고 이러한 표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한 성찰은 매체 측면에 한

심으로 이어져 말하기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희곡에서 의미 달의 매체가 말하기와 신체 표 이라고 할

때,이 의 희곡에서는 말하기를 심으로 의미가 달된다면,카이 의

희곡에서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신체 표 한 의미를 달하는 독자

수단으로 의식 으로 사용되고 있다.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등장인물

의 동력학 기호나 빛과 음향 등을 포 하는 비언어 기호는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더 이상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 수단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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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언어를 체하고 나아가 언어와 립한다.이와 같이 비

언어 요소가 독자 의미를 달하는 카이 의 희곡은 연극의 태

동으로서 언어 이외의 고유한 연극 요소를 찾고자 했던,19세기 말에

서 20세기 세기 환기 연극계의 요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카이 는 단지 새로운 인간을 선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 객

과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이를 해 그의 희곡에서는 통 희곡에서

규범이 되었던 재 의 직 성이나 목 성이 지양된다.이로써 그는 감정

이입과 동일시를 추구하는 통 희곡론과 단 하고 연극 개념을 새롭

게 규정한다.

주요어:미 근 ,표 주의,새로운 인간, 객의 성찰,극 인물의

행 로서 말하기와 신체 표 ,비언어 기호

학 번:2000-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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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연구사

객과 함께 ‘지옥에서 지상으로 가는 길’을 탐색하고자 했던 독일의

극작가 게오르크 카이 GeorgKaiser(1878-1945)는 총 70여 편의 희곡

을 썼다.그의 창작은 크게 시기에 따라 창작 기(1895-1909),표 주의

시기(1910-1920),신즉물주의 시기 (1921-1930),망명기(1931-1945)로

별된다.이제까지 카이 연구자들은 그의 방 한 분량의 희곡뿐 아니라

빈번한 개작으로 인해 다양한 본이 존재함으로써 작품 개 에 있어 난

에 착하 다.그러다가 1970년 반 발터 후더 WalterHuder에

의해 카이 집이 발간됨으로써1)카이 연구는 “ 환기 Wendejahr”2)

를 맞이하게 되었다.후더의 통일된 본에 기 해 카이 의 작품에

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고 활성화되었다.3)

연구사를 정리해 보자면4)1970-80년 에는 카이 의 작품에 주로

1)카이 의 작품 집은 발터 후더에 의해 총 6권으로 1970-1972년에 발간되었다.

GeorgKaiser:Werkein6Bänden,hg.vonWalterHuder,Frankfurta.M.u.

a.1970-1972.(이하 카이 집은 KW로,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연

도순으로 정리된 작품 목록과 집 간행 이 의 목록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Wilhelm Steffens:GerogKaiser,2.Aufl.,Hannover1974,S.14-24;김충남:

GeorgKaiser의 극작연구.표 주의 시기의 드라마를 심으로,한국외국어 학

교 박사학 논문 1980,4-5쪽.

2)MarcusSander:Strukturwandelin den Dramen Georg Kaisers1910-1945,

Frankfurta.M.2004,S.11f.잔더는 카이 집의 발간을 계기로 연구가 확

장되고 심화되었다고 보아,그 발간 년도인 1971년을 와 같이 명명했다.

3)1978년에 캐나다의 에드몬튼에서 열린 카이 심포지엄이 표 사례라 할 수

있다.이 심포지엄에서는 카이 의 창작기 반에 걸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2년

후 책으로 간행되었다. Holger A. Pausch u. a. (Hg.): Georg Kaiser,

Berlin/Darmstadt1980.

4)이제까지 나온 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박사논문으로는 김충남과 이 희의

연구가 있다:김충남은 표 주의 시기의 작품인  아침부터 자정까지 , 칼 의

시민들 , 산호 , 가스 와  가스.제2부 를 으로 다루고 있다.이 연구는

작품의 주된 이념과 이것을 이상 인 형태로 구 하기 한 극형식의 고찰에 주

안 을 두었다.김충남:앞의 논문;이 희는 주로 작가 자신이 ‘희비극’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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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추어졌으며 작가 자신의 진술을 토 로 ‘새로운 인간 derneue

Mensch’이라는 이념에 따라 해석되는 경향이 지배 이었다.5)1980년

반 이후부터는 그의 편지나 작품의 수용사를 조명한 연구가 나오기 시

작했다.6)이후로 카이 연구는 정체기를 맞이했다가 1990년 후반에

‘미 근 dieästhetischeModerne’와 카이 의 창작 간의 계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7)

1970년 이 카이 에 한 주요 연구 경향 가운데 하나는 그의 희

정한 작품들인  교장 클라이스트 RektorKleist (1903), 서기 크 러 Kanzlist

Krehler (1922), 뉴올리언즈의 나폴 옹 NapoleoninNew Orleans (1937)과  아

침부터 자정까지 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이 논문은 카이 의 작품들에 나타나

는 역설 사유와 그로테스크 양상,그리고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라는 구조가

희비극의 특성인 희극 인 것과 비극 인 것의 동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고 분석한다.이 희:Georg Kaiser의 희비극 연구,이화여자 학교 박사논문,

1989;국내 석사 논문은 부분 ‘새로운 인간’이라는 주제와 이러한 이념을 실

하기 한 극형식을 고찰했다.분석 상으로는 주로 표 주의 시기의 표작인

 아침부터 자정까지 와  칼 의 시민들 이 선호되었다. 칼 의 시민들 은 새로

운 인간이라는 작가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아침부터 자정까

지 는 ‘정거장식 기법’이라는 형식 특성 때문에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독일에

서도 이 두 작품이 연구 상으로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Vgl.Sander:

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S.43);국내에서 공

연된 카이 의 작품은 4편에 불과하다.그 가운데  유아나 Juana (1918)가 1933

년 2월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술연구회’에 의해 연되었다.이 공연은 사실주

의를 지향한 유치진이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표 주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자연주의 으로 무 화되었으며,이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고 비 받았다.

유민 :｢표 주의극의 한국수용｣,실린 곳: 한국연극학 2,1985,157-158쪽 참

조;그 이후 한동안 카이 의 작품은 무 에서 사라졌다가,1970년 후반에 다

시 무 에 올려졌다. 나란히 Nebeneinander (1923)가 1977년 ‘그날밤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이진순 연출로 극단 ‘장’에 의해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아침부터 자정까지 가 정일성 연출로 극단 ‘ 술극장’에 의해

문 회 극장에서,1992년  메두사의 뗏목 이 심동섭 연출로 극단 ‘연과 얼 ’

에 의해 장흥 토탈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송 :｢한국 연극계의 독일 드라마

수용에 한 연구｣,실린 곳: 뷔히 와 문학 제 10집,1997,183쪽과 190쪽

참조;http://artsonline.arko.or.kr/navigator?act=indexsearchcollection&keyword=

카이 (검색일:2012.04.15)참조.

5)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S.12.

6)Vgl.FrankKrause:GeorgKaiserandModernity:TendenciesandPerspectives

ofCurrentResearch,in:ders.(Hg.):GeorgKaiserandModernity,Göttingen

2005,S.11.

7)Vgl.Krause:a.a.O.,S.11u.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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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나타나는 언어와 ‘등장인물의 행 로서 말하기’를 고찰하는 것이었

다.쿠르트 베어징 KurtBehrsing은 완결된 문장 구조는 괴되고 특정

한 단어가 강조되며 첨가어는 부분 생략되고 본질 이고 핵심 인 단

어들만 나열됨으로써 언어는 축약되어 있다고 보았다.8)한스 디터 그뢸

HansDieterGröll과 베르 가이 리히 WernerGeifrig는 카이 의 희

곡에서 화가 단 되고,독백과 합창이 사용된다는 을 분석하 다.9)

이러한 연구들은 카이 의 문체 특징과 희곡의 말하기 형식의 변화가

기존 희곡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카이 가 작품 활동을 했던 20세기 독일은 제1차 세계 을 배경

으로 내외 으로 불안한 시기 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속하게

변모하고 있었다.이러한 격변기의 실에 직면하여 표 주의자들은 사

회 기와 자아 정체성의 기를 주제화하 으며 이러한 시 난

의 돌 구로 ‘새로운 인간’이라는 이념을 주창했다.한 에세이에서 ‘새로

운 인간’을 강조한 카이 의 진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주로

작가의 이념을 조명하는 측면에서 그의 표 주의 희곡을 다루었다.이러

한 에서 볼 때 주인공의 시도가 성공으로 귀결되는  칼 의 시민들

DieBürgervonCalais (1913), 지옥 길 지상 HölleWegErde (1919)과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DergeretteteAlkibiades (1919)등의 작품은 새

로운 인간의 가능성이 정 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0)

그런데 이와 같이 작가의 이념에만 을 맞출 경우,새로운 인간을

표방하는 주인공이 좌 하는 작품이 문제로 남는다. 아침부터 자정까지

Vonmorgensbismitternachts (1912)나 ‘가스 삼부작’으로 지칭되는  산

8)Vgl.KurtBehrsing:SpracheundAussageinderDramatikGeorgKaisers,

Diss.,München1958,S.70u.76f.

9)Vgl.HansDieterGröll:UntersuchungzurDialektikinderDichtungGeorg

Kaiser,Diss.,Köln1964,S.148;WernerGeifrig:GeorgKaisersSpracheim

DramadesexpressionistischenZeitraums,Diss.,München1968,S.117-120u.

125-129.

10)Vgl.HorstDenkler:Georg Kaiser.Die Bürgervon Calais.Drama und

Dramaturgie,München1967;Sander:Strukturwandelinden Dramen Georg

Kaisers19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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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DieKoralle (1917), 가스 Gas (1918), 가스 2부 Gas․ZweiterTeil

 (1919)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연구자들은 작품의 결말이 한편으로는

개연성이 부족하고 충분하게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못하며,다른 한편으

로는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구 되지 않았다고 비 하 다.11)일부 작품

11)이러한 연구자들로는 베른하르트 디볼트 BernhardDiebold,호르스트 뎅클러

HorstDenkler,아날리자 비비아니 Analisa Viviani,슈테 니 피치 Stephanie

Pietsch,엘리제 도젠하이머 EliseDosenheimer등이 있다:디볼트는 카이 를 논

리 으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 한다.그는  가스 삼부작을

로 들면서 반부에 제기된 사회 질문이 미해결로 남아서 이 희곡들을 훼손시

키고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 한다.그는 극의 결말부분이 ‘해결’이라기보다는 ‘회

피’이며 비개연 이고 극의 실을 약화시킨다고 비 한다.한편 그는 카이 를

‘사고유희자 Denkspieler’로 명명했다.그는 카이 의 작품 세계가 지닌 다층성을

지 하면서 이를 통일 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질타한다.그는 이 ‘사고유희자

Denkspieler’라는 개념으로 카이 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Vgl.Bernhard Diebold:Der Denkspieler Georg Kaiser,

Frankfurta.M.1924,S.6ff.;그런데 ‘사고유희 Denk-Spiel’라는 명칭 자체는

카이 자신이 사용한 것이다.Vgl.GeorgKaiser:DasDramaPlatonsoderDer

geretteteAlkibiades;DerplatonischeDialog(KW,4),S.545;디볼트의 연구 이

후로 여러 연구에서 ‘사고유희자’는 카이 의 작품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

로 정착되었다.Vgl.HolgerA.Pausch:DieLiteraturüberGeorgKaiser:Ein

Forschungsbericht,in:ders.u.a.(Hg.),GeorgKaiser,S.281f.;그런데 디볼트

의 연구 이래로 연구자들에게 수용된 ‘사고유희자’나 ‘사고유희’라는 개념은 작가

의 사고유희라는 측면만이 고려된 것이다;뎅클러는  가스 와  가스 2부 의 결말

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시한다.그는 이 때문에 표 주의

강령을 숙고하려는 카이 의 의도가 극에서 실 되지 못한다고 본다.Vgl.Horst

Denkler: Drama des Expressionismus.Programm,Spieltext,Theater,2.

verbesserteunderweiterteAufl.,München1979,S.88;비비아니도 뎅클러와 유

사한 견해를 표명한다.그녀에 따르면,카이 는 인간개 이라는 표 주의 강령을

연극 으로 실험하지만,이때 인과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Vgl.Analisa

Viviani:DasDrama desExpressionismus - Kommentarzu einerEpoche,

München1980,S.39f.u.115f.;피치 역시 카이 희곡의 결말부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그녀는 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인물들

이 번번이 실패한다는 에 문제를 제기한다.이와 같은 인물들의 실패는 결국

작가 자신의 극작 의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Vgl.StephaniePietsch:

Nolimetangere.LiebealsNotwendigkeitundUnmöglichkeitim WerkGerog

Kaisers,Diss.,Bielefeld2001,S.324;도젠하이머 한 갈등의 해결 방식을 작품

에서 찾을 수 없다고 비 한다.그녀에 따르면  산호 의 결말에서 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문학 으로나 실 견지에서 불충분한 모티 ,심지어 역설

인 모티 까지 작품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녀는  가스 2부 에서도 역시

결말 부분을 문제시하는데,그 까닭은 발단부에서 제시된 거창한 약속과 커다란

기 가 결말에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Vgl.EliseDosenheimer:

DasdeutschesozialeDramavonLessingbisSternheim,Darmstadt197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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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인공들이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도는 성공으로 이어지지만,다른

일부에서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인다.이와 같이 상반된

경향을 드러내는 카이 의 희곡에 한 기존 연구의 주안 은 ‘새로운

인간’의 성공 여부나 더 나아가 작가의 극작 의도와 표 주의 강령과의

부합 여부에 있었다.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그의 희곡에 상반된 경향이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어느 정도 탈피한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

로 만 트 두르착 ManfredDurzak을 들 수 있다.그에 따르면,카이

의 희곡은 인간의 태도와 처신에 해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철 히 계

산된 미학 실험모델이다.12)이와 같은 시각은 객에게 미치는 향을

주목한다는 에서 새롭다.근래 들어 이 희는 카이 의 희곡이 객의

몰입을 지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13)마르쿠스 잔더 MarcusSander는

카이 가 주인공이 구 하는 가치를 객에게 매개하려 한다고 본다.14)

이들의 연구는 작가의 이념이 객에게 어떻게 달되는가라는 에서

그의 희곡을 고찰하려는 경향을 보여 다.

카이 의 희곡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물의 몸짓이나 표정,빛과 음

향 등의 비언어 기호가 주요 표 수단으로 사용된다.그러나 카이

의 작품에 나타난 비언어 요소에 한 연구는 몸짓이나 빛과 소리 등

여러 측면에서 수행되긴 했으나 단편 이었다.15)이에 한 기존 연구가

259u.267.

12)Vgl.ManfredDurzak:DasexpressionistischeDrama.ErnstBarlach-Ernst

Toller-FritzvonUnruh,München1979,S.217.

13)이 희:｢게오르크 카이 의 열린 무 ｣,실린 곳: 독일문학 76,2000,1-22쪽

참조.

14)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

15)하로 제게베르크 HarroSegeberg는 20세기 문학에 나타난 기술 이미지를 연구

한 논문에서 카이 의 연극 공연 사진을 설명하며 무 장치에 해 간략하게 언

하고 있을 뿐이다.그에 따르면,카이 의 희곡이 무 에서 상연될 때 실의

세부묘사는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는 것이다.Vgl.Harro

Segeberg:Technik-BilderinderLiteraturdeszwanzigstenJahrhunderts,in:

ders.(Hg.):TechnikinderLiteratur,Frankfurta.M.1987,S.428;카이 의

표 주의 기법의 특성을 밝히긴 하지만,무 지시에 한 이와 같은 간략한 언

은 제게베르크도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비언어 요소가 단지 상연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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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까닭은 연구자들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볼

강 울젠 WolfgangPaulsen은 표 주의 희곡에 나타난 비언어 요소

에 해 부정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그에 따르면,무 장면을 연출

하는 것은 결국 쓴이의 몫이 아니며 작가는 기껏해야 무 장치가에게

감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16)“무언극 경향 dieTendenz

zum Pantomimischen”17)은 표 주의 희곡의 형식 특징 하나이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크리스토 아이크만 ChristophEykman의

지 은 카이 의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외 으로 그뢸18)이나 추미경19)은 보다 심층 인 분석을 통해 색채

나 빛과 소리가 단순히 장식 인 것이 아니라 개별 인 특수한 구조를

지니는 것임을 밝힌다.특히 추미경은 카이 의 신즉물주의 시기의 작품

을 상으로 몸과 신체 표 ,주로 색채의 상징과 조를 분석하는데,

이 의 연구자들과 달리 작품에 나타난 비언어 요소를 유의미한 것으

고려될 수 있는 희곡 자체에서는 부차 인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 다는 에서

울젠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발터 조 WalterH.Sokel은  가

스 2부 에 한 분석에서 작품에 나타난 비언어 요소 색채에 해 단 두 문

장으로 언 한다.그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청색 인물들과 황색 인물들로 등장하

는 두 개의 권력집단이 다만 그 제복의 색깔로만 구별되며,청색 인물들이 황색

인물들에게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Vgl.WalterH.Sokel:Derliterarische

Expressionismus,München1970,S.246;베어징은  칼 의 시민들 을 분석하면

서 3막에서 무 공간이 빛의 강도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언 한다.

Vgl.Behrsing:SpracheundAussageinderDramatikGeorgKaisers,S.75;

잔더는 카이 가 형 인 연극 처리방식인 빛과 음향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

한다.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

S.15.

16)Vgl.WolfgangPaulsen:DeutscheLiteraturdesExpressionismus,2.überarb.

Aufl.,Berlin1998,S.63.

17) Vgl.Christoph Eykman: Denk- und Stilformen des Expressionismus,

München1974,S.144.

18)그뢸은 카이 의 작품에서 빛과 소리가 약함과 강함으로 조됨으로써 특수하게

리듬화되고 있으며 비 스러운 것과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매개하고 있음을 밝힌

다.Vgl.Gröll:UntersuchungzurDialektikinderDichtungGeorgKaiser,Kap.

Ⅵ.4.u.5.

19) Vgl. Mikyung Chu: Natur und Modernität. Untersuchungen zu den

FrauengestaltenindenDramenGeorgKaisers,Diss.,Mainz2002,Kap.1.3.3.,

2.5.3.,3.2.,u.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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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고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2.연구 방향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작가의 이념과 미학

변화가 드러난다.기존 연구를 통해 밝 진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하나는 카이 가 구 하려는 새로운 인간이 시

안의 모색이라는 과 다른 하나는 극작론 언어 측면의 미학 변

화가 나타난다는 이다.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용

하되,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작가가 구상한 새로운 인간의 이념과 그의 극작 의도는 무엇인가?카이

의 희곡에서 구 되는 미학 변화는 어떠한 것이며,새로운 인간의

이념과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측면에 주목하는 기존의 연구는

카이 의 희곡에서 언어와 ‘등장인물의 행 로서 말하기’가 이 의 희곡

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는 을 밝혔다.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언어 측면의 미학 변화의 원인이나 의의에 한 고찰

을 소홀히 함으로써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언어 상을 온 히 밝

내지 못했다.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 측면에서의 미학 변화의 원인

을 살펴보고 이것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주인공의 시도가 상반된 결과로 끝나는 희곡이 병존하기 때문에,카이

의 극작 의도는 의문을 남기지만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연구는 작가의 의도를 ‘새로운 인간의 실 ’이라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

러한 을 따른다면 새로운 인간 유형이 정 으로 해석될 수 없는

작품의 경우 작가의 의도를 제 로 해명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은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주인공의 시도가 성공하는 작

품들과 좌 로 끝나는 작품들이 양립하는 경향도 제 로 설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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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욱이 작가의 의도를 새로운 인간의 실 으로만 악하는 시각으로

는 한 작품 내에서도 작가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그

이유는 주인공의 시도가 성공으로 끝나는 작품들에서도 주인공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가령 새로운 인간이 성공 으로 구 되고 있다는 평

가를 받는  칼 의 시민들 에서는 주인공인 외스타쉬의 한계가 작품의

결말에서 노정된다. 는 이러한 에 역 을 둔 연구들은 주인공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를 들어 작가 의도의 기를 보여 다고 평가되는  아침부터 자정까

지 에서 작가는 오히려 주인공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궁극 의도를 보

여 다.

한편 객에게 미치는 향을 주목하는 연구자들 역시 새로운 인간상

을 이미 정립되고 고정된 구상으로 악한다.20)이에 따른 문제는 두르

착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두르착은 카이 가 객에게 성찰을

구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그 목 이 결여되어 있다는 을 지 하며

이를 “실체의 빈곤 Substanzarmut”으로 진단한다.21)그는 작가가 객에

게 요구하는 성찰이 단지 미학 실험을 한 것이라고 단한다.그러

나 그의 비 은 기존의 을 답습한 채 작가가 구상한 새로운 인간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한 검토를 간과한 결과이다.따라서 이에 한 재

검토 역시 실히 요구된다.

르네상스 이후 19세기 사실주의 연극에 이르는 동안 서양연극에서는

신체 표 보다 언어 표 인 사에 더 큰 비 을 두게 된다.이 기

간 동안 희곡의 비언어 요소는 그 분량이나 비 으로 볼 때 부차 이

20)잔더는 형상화 방식에 심을 기울이면서 작가가 구상하는 새로운 인간이 무엇

인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이에 한 성찰을 유도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자명한 것

으로 간주한다.Vgl.Sander:Strukturwandelin den DramenGeorg Kaisers

1910-1945;이 희는 카이 가 객에게 새로운 인간에 한 성찰을 구한다고

보고 이에 해 검토하고 있지만,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간을

이미 정립되고 고정된 이념으로 악한다.이 희:｢게오르크 카이 의 열린 무

｣참조.

21)Durzak:DasexpressionistischeDrama,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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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기존의 희곡 연구에서 도외시되어 왔다.이러한 경향은 비언어

기호가 희곡 자체보다는 상연의 본질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카

이 의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다.그러나 희곡의 표 요소 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비언어 기호는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 작가들

에게서 부각되는 만큼 더 이상 부차 문제로 여겨질 수 없다.에리히

란첸 ErichFranzen은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화와 몸짓이 병렬

으로 개된다는 것을,22)뎅클러는 카이 가 이념을 몸짓으로 달한다

는 것을 지 한다.23) 란첸이나 뎅클러의 언 은 카이 의 희곡에서 몸

짓이 화만큼이나 요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미학

변화에 한 심과 분석이 미비했으며,작가의 의도가 제 로 검토

되지 못했고,나아가 작가의 의도와 미학 변화와의 계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심화시켜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 나타나는 새로운 인간

의 이념과 미학 변화의 양상 그 계를 극작론,언어 요소와 비

언어 요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Ⅰ장에서는 기 상황으로서의 근 에 한 미학 반응으로서 ‘새

로운 인간’의 이념을 살펴보고,이를 바탕으로 카이 의 희곡론을 검토할

것이다.그의 작품 세계의 상반된 결말은 극작 의도에 한 평가를 엇갈

리게 하지만,이것은 작가의 본뜻이 아직 규명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카이 의 희곡에서 말하기 형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있긴 하지만 그

변화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카이

의 언어 을 바탕으로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밝 보고자 한다.표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한 비 성찰은 당시 유럽의 화두 던 만

22)Vgl.Erich Franzen:Formen des modernen Dramas,3.unveränd.Aufl.,

München1974,S.43-46.

23)Vgl.Denkler:DramadesExpressionismus,S.78ff.u.90.



-10-

큼,동시 작가들과 표 주의자들이 표방했던 언어쇄신론 역시 고찰해

보겠다.언어에 한 비 은 희곡에서 다른 표 가능성을 모색하게 함

으로써 미학 변화를 가져온다.따라서 등장인물의 행 로서 말하기와

신체 표 이 통극과 극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작가의 심사인 새로운 인간의 이념이 미학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자들은 기존의 가치 을 거부하고 기성의

념이나 개념으로부터 언어를 해방시키고자 했다.따라서 제 Ⅱ장에서는

언어쇄신의 노력이 카이 의 희곡에서 언어의 축약 새로운 리듬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그런데 축약된 언어는 개인 간의

화가 단 되는 근 인의 고립을 반 하는 상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 역시 살펴보고자 하며,기존의 연구에서는 불

분명했던 말하기 형식의 기 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언어

측면은  가스 삼부작을 심으로 고찰될 것이다.이 작품들이 인간의

사물화,자동화,기능화 등 근 기술 산업 시 의 제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의 희곡 언어와 말하기 형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제 Ⅲ장에서는  아침부터 자정까지 를 심으로 비언어 기호를 고찰

하고자 한다.카이 의 첫 표 주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이 극에서 시청

각 기호들은 독자 으로 기능한다.카이 의 희곡에서는 사 심의

통극과 달리 비언어 요소가 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부

분의 기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거나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

다.그러므로 비언어 요소에 한 고찰은 더욱 면 히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동시 연극계와의 상 계 아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

게 함으로써 그의 희곡에 내재된 다각 인 연극 기호의 의미가 온 히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앞서 검토된 새로운 인간의 이념을 바탕으

로 작가의 극작론이 어떻게 실 되는지를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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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기호와 비언어 기호를 고찰함으로써 종합 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24)‘사고유희’의 극작론에 해 서술한 에세이 ｢ 라톤의 드라마 Das Drama

Platons｣에 따르면,작가 본인이 이 작품을 그 모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Vgl.

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5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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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카이 의 표 주의 극작론

카이 는 근 의 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표 주의 강령

을 공유하고 있으며,이 문제를 그의 표 주의 희곡에서 심 으로 다

룬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 카이 를 포함한 표 주의자들이 새로운

인간의 이념을 내세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그런데 연구자들은 카이

가 표 주의 강령을 공유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그의 희곡에

서 새로운 인간이 구 되고 있는지에 해서는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그 까닭은 카이 의 작품 세계의 양가성에 기인한다.따라서 이를 규명

하기 해서 작가의 극작 의도에 한 재검토가 선결된 후 이것이 작품

에서 구 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극작론

성찰이 담긴 에세이를 심으로 그의 희곡론을 우선 고찰해 보겠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는 언어 측면에서 미학 변화가 나타나는

데,이것은 언어에 한 성찰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그의 에세이로 미

루어 볼 때,그의 언어 은 표 주의 작가들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표 주의 작가들의 견해도 고찰하고자 한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는 이러한 언어에 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연극에 고유한 표 수단이 모색되고 있는데,특히 희곡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언어 기호가 독자 표 수단으로 사용된다.비언어 기호의

사용은 종래의 희곡과의 차이를 드러낸다.따라서 표 주의 희곡,특히

카이 희곡의 특성을 규명하기 해 희곡에서 행 가 어떻게 규정되어

왔고,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보겠다.

기존 연구를 통해 카이 가 구 하려는 새로운 인간이 시 안의

모색이라는 과 그의 희곡에서 언어상의 미학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 고찰되었다.기존 연구에서는 이 두 측면이 별개의 사항으로 다루어

졌으나 본 논문은 이 두 측면의 계 여부에 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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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 근 ’와 ‘새로운 인간’

흔히 표 주의는 양식상의 공통 이 없다고 간주된다.25)이와 같은 다

양한 양식과 작가들의 각기 다른 자기이해에도 불구하고,표 주의자들

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이었다.표 주의의

형 인 주제인 ‘새로운 인간’은 카이 의 주된 심사이기도 했다.그

런데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인간’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근 를 더 이상 발 이나 진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상황으로서 인식하는 것과 계가 있었다.

‘근 ’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세기 환기의 사회 근 화 과정,즉

사회 문화 발 과정을 의미하며 ‘문명 근 die zivilisatorische

Moderne’로 지칭되기도 한다.이러한 문명 근 에 항하려고 시도했

던 술 흐름은 이와 구분되어 ‘미 근 ’로 지칭된다.26)문명 근

에서 근 화 과정이 진보로 이해된다면,미 근 에서 이는 타개되어야

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미 근 로서의 표 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의 “문학외 인 도 에

한 응답 Antwortauf[…]außerliterarischeHerausforderungen”으로

규정될 수 있다.27)1900년경 독일의 산업화는 속도로 진행되었고,산

업화는 도시화를 진시켰다.이와 같은 근 화를 가능하게 했던, 확함

을 요구하는 자연과학 인식은 합리화와 한 계를 맺고 있었으며

문화를 요구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는 인간의 체험도 변화시켰는데,이러한

체험이 얼마나 격심했는가를 쿠르트 핀투스 KurtPinthus는 다음과 같

25)Vgl.Sokel:DerliterarischeExpressionismus,S.9.

26)Vgl.ThomasAnz:LiteraturdesExpressionismus,2.Aufl.,Stuttgart/Weimar

2010,S.18f.

27)HansEsselborn:DerliterarischeExpressionismusalsSchrittzurModerne,in:

HansJoachim Pieschotta(Hg.):DieliterarischeModerneinEuropa,Bd.1.

Erscheinungsformen literarischerProsa um die Jahrhundertwende,Opladen

1994,S.416.



-14-

이 회상한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그 앞의 2000년에 걸쳐 체험했던 것을

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했다.

ZusammengeballtinzweiJahrzehnteerlebtenwirmehralszwei

Jahrtausendevoruns.28)

이러한 격한 생활 형태의 변화와 그 체험은 표 주의자들에게는 발

이나 진보로 환 받기보다는 혼돈으로 받아들여졌으며,이러한 체험의

주체는 인식의 성과 기존의 가치 에 회의하게 되며 정체성의 혼란

을 경험하 다.

“산업화의 결과가 일상의 틈새까지 고들어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실”29)에 직면한 표 주의자들은 근 를 몰락해야할 세계로,주체를 그

내부에 갇히고 상처를 입은 존재로 묘사한다.표 주의는 문명 근 와

결하고, 기에 처한 실을 돌 하고자 새로운 인간을 구한다.그런

데 표 주의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이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일 되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으로 정의하기 어렵다.새

로운 인간상이란 이미 정립된 통일 이미지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 ,즉 미래의 가능성이기에 다양하게 드러난다.이와 같이 다각 으로

구상된 새로운 인간상은 한 실이 단일한 질서로 악될 수 없다고

보는 표 주의자들의 실인식을 보여 다.“표 주의자들의 진

항의식 이면에는 서구문명 반에 한 근본 인 기감이 동시에 작용

하고 있었던 만큼 실을 단일한 질서로 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들에

겐 소박한 낙 주의 혹은 독단 사고의 소산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

28)KurtPinthus:Ein Illustrierter-Artikel,in:BerlinerIllustrierteZeitung,Nr.

688,1925,S.131;Zitiertnach Silvio Vietta u.a.:Expressionismus,4.

unveränderteAufl.,München1990,S.12.

29)임홍배:｢루카치의 괴테 수용에 한 비 고찰｣,실린 곳: 문 미학 4호,

1998,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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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30)표 주의자들이 구상한 새로운 인간상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공통 은 새로운 인간이 근 의 기 상황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

이다.

카이 도 근 를 벗어나야할 굴 로 간주하며,당시의 사람들이 ‘문

가’의 이름으로 기능화되어 있다고 비 하 다.

오늘날의 사람은 어떠한가?그는 자신의 능력을 종합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놀랍도록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개별 인 능력만을 연마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그는

문가가 된다!

Wie ist der Mensch dieser Tage? Noch fehlt ihm die

ZusammenfassungseinerKräfte.DasWunderderVielheitseiner

Fähigkeitenwirdmißdeutet:erunterliegtderVersuchungeine

einzelneFähigkeitauszubilden.ErwirdSpezialist!31)

카이 가 그의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표 주의 강령이자 자신

의 주된 심사인 ‘새로운 인간’이다.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는 표 주

의 희곡의 심 사건이 되고,표 주의 작가들에게 무 는 새로운 인

간에 한 강령을 선포하는 장소가 된다.표 주의의 ‘변화극작술

Wandlungsdramatik’은 “표 주의 강령을 받드는 선동 인 선 극

agitatorisches“Propaganda”-Stückim Dienstedesexpressionistischen

Programms”32)이 됨으로써 ‘강령극작술 Programmdramatik’이 된다.그

러나 카이 는 자신의 희곡에서 표 주의 강령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객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카이 의 경우 새로운 인간상

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칼 의

시민들 이나  아침부터 자정까지 와 같은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30)임홍배:같은 논문,168쪽.

31)GeorgKaiser:DerkommendeMenschoderDichtungundEnergie(KW,4),

S.568.

32)Denkler:DramadesExpressionismus,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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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인공인 외스타쉬나 은행원은 동일한 인간상이 아니라 오히려 립

인간상을 보여 다.이것은 그가 자신의 이념을 객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 성찰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다.

카이 는 작품에서 시 상황을 비 으로 반 하면서,이를 극복

하기 한 가능성을 숙고한다.

희곡은 상태에 한 이다.[…]희곡 행 는 공격 의지 없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의지와 더불어 생겨나기도 한다.다만 그

형태와 소재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근본 으로 양쪽의 과정은 동

일한 것이다.왜냐하면 희곡 행 자(작가)는 그의 작업을 통해

상태의 교란을 추구하고 실 하기 때문이다.

DramaistBedrohung desZuständlichen.[…]DieDrama-Tat

kanngeschehenohneWillenzum Angriff-odergeschiehtmit

diesem Willen.DieVerschiedenheitliegtnurinderForm,im

Stoff - im Urgrund sind beide Vorgänge gleich,da der

Drama-Täter(Dichter)durch seineLeistung dieStörung des

Zuständlichenbezwecktunderzielt.33)

새로운 인간이라는 표 주의 강령은 실에 한 비 안으로 모색

되며,여기에서는 개인의 변화가 주 심사가 된다.그런데 카이 는 새

로운 인간과 사회의 계에도 주목한다.카이 의 희곡에서 새로운 인간

으로의 변화는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개인이 맺는 타인과의

계,나아가 사회와의 계와 무 할 수 없다.

이처럼 객에게 새로운 인간에 한,그와 사회와의 계에 한 성

찰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카이 의 극작 의도는 공포와 연민에 의존하는

통 희곡론의 거부로 이어진다.카이 에게 미래와 변화의 에서

33)GeorgKaiser:Methusalem oderderewigeBürger.EineEinleitung(KW,4),

S.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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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것과 새로운 것의 계를 검토하는 것은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술의 문제이다.

2. 통 희곡론의 거부

베르톨트 히트 BertoltBrecht에 따르면 카이 는 이미 오래 에

연극에서 “냉철하고,연구하며 심을 갖는 아주 새로운 객의 태도를,

즉 과학 시 의 객의 태도”34)를 가능하게 했다.그런 에서 히트

는 카이 의 극작술을 서사극으로의 발 경향을 보여주는 “실험 극작

술 Experimentaldramatik”35)이라고 평가한다.36)

공연에 해 냉철하고 탐구 이며 심을 갖는 객의 태도는 카이

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이것은 공연 극 인물에 한

거리감을 제로 한다.카이 는 통 희곡 개념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이입 효과를 거부하고 극에 한 거리 혹은 성찰을 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학작품의 효과를 해 공포와 연민에 의존하는 기존의 미학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Diebisherige[Ästhetik]vonFurchtundMitleidfürWirkung

vonDichtwerkbestehtnichtlänger.37)

34)BertoltBrecht:Schriften zum TheaterⅠ,in:GesammelteWerkein 20

Bänden.Bd.15,Frankfurta.M.1967,S.153:„jeneganzneueHaltungdes

Publikums […],jene kühle,forschende,interessierte Haltung,nämlich die

HaltungdesPublikumsdeswissenschaftlichenZeitalters.‟

35)Brecht:Schriftenzum TheaterⅠ,S.288.

36)카이 에 한 히트의 평가는 양가 이다.부정 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지

이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히트는 카이 의 기법에는 주목하지만 카이 의

극작술이 개인주의 이며 그 문체는 수다스럽고 인물들은 형 이며 추상화되

어 있다고 부정 으로 평가한다.Vgl.Brecht:Schriftenzum TheaterⅠ,S.34

f.,45u.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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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에 따르면 공포와 연민에 의해 감정이입 효과를 추구하는 기존의

미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그 다면 카이 가 생각한 새로운 미학

은 어떠한 것인가?카이 는 기존의 미학 통과 새로운 미학의 계

를  산호 에서 의사와 박물 장의 ‘ 술’에 한 논쟁을 통해 단편

으로 보여 다.이 작품의 주인공인 부호는 박물 장에게 16세기의

화가 틴토 토 Tintoretto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

Kreuztragung＞를 기증하려고 했으나,박물 장은 이 작품을 하다

고 평가하면서도 거부한다.이 일로 의사와 박물 장은 ‘ 술’에

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의사:그러면 당신은 회랑에서 이 술 체를 제외해야 되겠군

요.

[…]

박물 장:내가 운 해야 하는,이 새로운 박물 에서 나는 모든

과거와의 단 을 공표합니다.

의사:그러면 그 밖에는 무엇이 남나요?

[…]

박물 장:텅 빈 벽들,나는 그 벽들을 덮을 것이 없습니다.

[…]

박물 장:그것은 새로운 업 을 한 유혹이 되어야 합니다.새로

운 시작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그것은 선행된 것을 허물어뜨

리는 비 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한 존 은 심지

어 끝이 없습니다.우리는 모두 여 히 과거의 그늘에 앉아있

습니다.그것이 우리를 어 든 고통스럽게 합니다.우리는 다

시 완 한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십자

가를 지고 가는 수＞를 떨쳐 버려야 합니다.나는 이 작품

을 그 게 니다.정말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를

짓 르고 있습니다.폭력과 범죄 없이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

한 과거가 우릴 짓 르고 있습니다.꼭 그래야 한다면 폭력

과 범죄도 불사해야지요!

37)Kaiser:DerkommendeMenschoderDichtungundEnergie(KW,4),S.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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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zt.DannwerdenSieausderGalerieungefährdieganzealte

Kunstauszuschaltenhaben.

[…]

Museumsdirektor.Indiesem neuenMuseum,dasichleitensoll,

propagiereichdenBruchmitjederVergangenheit.

Arzt.Undwasbleibtübrig?

[…]

Museumsdirektor.LeereWände,fürderenBedeckungichsogut

wienichtshabe.

[…]

Museumsdirektor.EssolleineVerlockungzurneuenLeistung

werden.EinbetonterAnfang.Dasbedeutetdurchauskeine

abfälligeKritikdesvorhergegangenen-dieAnerkennung

istsogarmaßlos.Wirsitzenallenochinseinem Schatten.

Dasquältunsirgendwie.Wirmüssenwiederindasvolle

Lichthinein - und abschütteln diese Kreuztragung.So

stelltessichmirdar.WieeineKreuztragunglastetdas

aufuns- dieseMassederVergangenheit,vonderwir

nichtwegkommenohneGewaltundVerbrechen-wennes

seinmuß!38)

술의 문제는 통과의 단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술 창조

와 계된다. 통과 단 하는 것은 그것이 인정할 가치가 없어서라든가

부정 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무 ‘거 해서’후세 들을 ‘짓

르기’때문이다.후세 에 한 그 향력이 무 크기 때문에 통과

단 하는 것은 ‘폭력과 범죄’라는 극단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문제는 통과의 단 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체하

는 새로운 미학 혹은 술은 벽 사이의 텅 빈 공간처럼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 다고 해도 텅 빈 공간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은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38)GeorgKaiser:DieKoralle(KW,1),S.671.(앞으로 이 작품의 본문 인용은

‘Ko,면수’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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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다른 극작술과 련하여 카이 는 연극이 “사고유희”를 통해

더 깊은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거기서 연극은 더 깊은 욕구를 만족시킨다:사고유희로 우리는

어들었고 이미 궁색한,보는 즐거움에서 행복한,생각하는 즐거움

으로 인도되었다.

DabefriedigtSchauspieltiefereBegierde:insDenk-Spielsind

wireingezogenundbereitserzogenauskargerSchau-Lustzu

glückvollerDenk-Lust.39)

여기서 카이 는 ‘보는 즐거움’과 ‘생각하는 즐거움’을 언 한다. 의 언

에 따르면,보기만 하는 즐거움은 궁색한 것으로 연극이 이에 만족해

서는 안 되고 생각하는 즐거움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이로써 카이

는 보기만 하는 즐거움,즉 공포와 연민에 의해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추구하는 희곡론과 단 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극에 한 거

리 혹은 성찰을 제하는 새로운 희곡론을 주장한다.

카이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극작론을 개한다.그에게 희곡은

한편으로 작가의 이념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객의

사고를 구하는 장이기도 하다.

우선 작가의 이념을 드러내는 장으로서의 희곡에 한 카이 의 견해

를 살펴보자.

표 주의는 술이다. 술의 정의:시 를 월하는 -언제 어디

서나 존하는 이념의 표 .[…]인간( 술가)은 이념을 안다 -그

는 그 이념을 표 하고자 노력한다.표 주의에서만 성공 이다.

ExpressionismusistKunst.DieDefinitionfürKunst:Ausdruck

derIdee,dieunzeitlich-allgegenwärtigist.[…]DerMensch

39)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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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ünstler) weiß die Idee - er ringt um ihren Ausdruck.

Erfolgreichnurim Expressionismus.40)

그가 표 하려는 이념은 다름 아닌 인간 개 이며,이것은 다양하게 형

상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비 을 가질 때 성숙한다.작가 역시 마찬가지이다.[…]작

가가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것은 단 하나다.비 ,최 의 비 .

[…]그 비 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하나의 비 만이 있다.인간

의 개 에 한 비 이다.

Aus Vision wird Mensch mündig:Dichter.[…]Vielgestaltig

gestaltetderDichtereins:dieVision,dievonAnfangist.[…]

VonwelcherArtistdieVision?Esgibtnureine:dievonder

ErneuerungdesMenschen.41)

표 주의가 새로운 것을 그 내부에서 이미 실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 으로서 미래에 투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로젝트이듯이,42)카이

가 추구하는 인간개 도 미래의 변화 가능성으로 제시된다.그의 희곡

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러한 이념의 담지자이다.

이념이 형식이다.모든 사고는 렷한 표 을 얻으려 한다.사고를

표 하는 최후의 형식은 그 사고를 인물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게 희곡은 탄생한다.

Die Idee ist ihre Form.Jeder Gedanke drängt nach der

PrägnanzseinesAusdrucks.DieletzteForm derDarstellung

von Denken istseineÜberleitung in dieFigur.DasDrama

entsteht.43)

40)GeorgKaiser:EinneuerNaturalismus??(KW,4),S.571f.

41)GeorgKaiser:VisionundFigur(KW,4),S.547ff.

42)Vgl.Anz:LiteraturdesExpressionismus,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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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의 희곡에서는 인물이 작가가 추구하는 이념을 드러내기는 하지

만,그 인물들은 이념극과는 다르게 구 된다.고 주의 극작술의 규범에

따르면 인물은 상반 인 두 가지 특질을 가져서는 안된다.그러나 카이

가 구 하는 인물들은 작가의 이념을 일방 으로 표명하지 않고,다층

으로 나타낸다.인물 구 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작가가 자신이 표

하려는 이념을 일방 으로 제시하지 않기 한 기법 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념의 담지자로서의 인물 구 에서 드러나는 것처럼,카이 의 ‘사고

유희’는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을 겨냥한 것이

기도 하다.그는 자신이 표 하려는 이념을 객에게 일방 으로 선포하

지 않고 이에 해 객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리드리히 쉴러 Friedrich Schiller는 ｢도덕기 으로서의 무 Die

SchaubühnealseinemoralischeAnstaltbetrachtet｣44)(1784)에서 당시

오락과 재미만을 한 장소로 간주되던 무 에 반 했다.그는 무 를

한 ‘도덕 기 ’으로서 간주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연극이 객의 윤리

견해에 향을 미치는 것에 주의를 환기했다.요컨 쉴러는 무 를 통

해 객을 교육하고 계몽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이 에게 무 는 도덕 기 이 아닌 투쟁의 장소이다.45)작가

는 ‘주장과 반박 RedeundWiderrede’에서 가치의 립을 보여 으로써

객의 사고를 자극한다.

가장 크게 외칠 수 있는 연단이 극장이다!외침이다!-여기서 결

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떤 표결도 실시되지

않는다 - 정도,부정도 하지 않는다.[…]

무 에서 연기되는 작품은 무엇인가?

43)GeorgKaiser:Berichtvom Drama(KW,4),S.590.

44)Vgl.FriedrichSchiller:WaskanneinegutestehendeSchaubühneeigentlich

wirken?,in:BennovonWiese(Hg.):SchillersWerke.Nationalausgabe.Bd.20.

PhilosophischeSchriften.ErsterTeil,Weimar1962,S.87-100.

45)Vgl.GeorgKaiser:DieZukunftderdeutschenBühne(KW,4),S.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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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기이다.명령이 아니다.지시가 아니다.아래에서 보고 듣

는 사람에겐 완 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Plattform fürlautestenAufrufistdasTheater!Aufruf!-denn

hierfallenkeineEntscheidungen-keineAbstimmungenwerden

ausgetragen-nichtja,nichtneinwirdgesagt.[…]

WasistdasWerk,dasobengespieltwird?

EinAnlaß.Kein Befehl.KeineVerordnung.GanzeFeiheitist

jenem gelassen,deruntenzusieht-zuhört.46)

카이 는 자신의 희곡에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보여 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이로써 그의 희곡은 객에 의해 비로소 완 한 정으

로 도약하게 된다.

주장은 반박을 불러온다 -모든 문장은 새로운 발견을 자극한다 -

정은 자신의 부정을 뛰어넘어 보다 완 한 정으로 도약한다

[…].

RedestacheltWiderrede-neueFundereiztjederSatz-dasJa

überspringtseinNeinzuvollerem Ja[…].47)

카이 에 따르면,작가는 가능성을 개진할 뿐이며 그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은 객의 몫이다.

작가는 하나의 길을 안내한다.그는 새로운 인류의 가능성을 개진

한다.이 길을 가는 것,이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

DerDichterweisteinenWeg.EreröffnetMöglichkeiteneines

neuenMenschentums.DiesenWeg gehen,dieseMöglichkeiten

46)GeorgKaiser:DramatischerDichterundZuschauer(KW,4),S.550.

47)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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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reifenmüssendieandern.48)

카이 가 추구한 새로운 인간은 특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 일 되게 정

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기에,매번 그 모습이

달라진다.20세기에 표 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사조 분야에서 구상된

새로운 인간상은,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소망을 투사함으로써 다양하게

드러난다.49)순간 열정과 열망에서가 아니라 행동의 필연성을 성찰하

여 스스로 결의를 확고히 하고 이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구 되는  칼

의 시민들 의 외스타쉬,순간 열정과 열망 때문에 기존의 삶에서 떠

나는  아침부터 자정까지 의 은행원이 새로운 인간으로서 동일한 공식처

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에서도 확인

되듯이,카이 의 경우 새로운 인간상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으로 다양하게 형상화됨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인간 개 의 비 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면서 이를 객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하고자 한 카이 의 극작 의도를 살펴보았다.

3.희곡에서의 ‘행 ’개념

표 주의자들은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기존의 시민사회와 그 가치

을 거부한다.그들은 언어를 기존 사회와 가치 의 결정체로 간주하기

때문에,그 언어 은 기존 언어에 한 회의와 비 에서 출발한 언어쇄

신을 골자로 한다.언어에 한 성찰은 표 주의 희곡에서 한편으로 언

어 신을,다른 한편으로 비언어 연극기호의 개발을 한 노력으로 나

타난다.다음에서는 우선 표 주의자들의 언어 을 살펴본 후 희곡에서

의 행 ,즉 인물의 말하기와 신체 표 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를

48)GeorgKaiser:GesprächmitGeorgKaiser(KW,4),S.564.

49)Vgl.Anz:LiteraturdesExpressionismus,S.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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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보고자 한다.

3.1.언어:표 수단과 의사소통 매체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자들은 기존의 가치 을 거부하고 념 혹은

개념으로부터 언어를 해방시키고자 한다.표 주의자들은 언어가 기존의

가치 이나 개념을 수하는 수단으로 락했다고 보고,이러한 것에 물

들지 않은 자신들의 언어를 발견하려고 시도한다.그들은 그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언어를 사회 매체로 보는 태도와 문학작품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로 별된다.

먼 ,언어를 사회 매체로 보는 표 주의자들로는 칼로 미 도르

CarloMierendorff,50)루드비히 루비 LudwigRubiner,51)에른스트 톨

러 ErnstToller52)가 있다.이들은 당시의 언어가 이미 지배세력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삶의 편성을 복사할 뿐이라고 진단한다.따라서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해 분화된 언어를 단일화시키고 오염된 언어에 항하

는 말을 창조함으로써 진실한 공동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문학작품의 수단으로 보는 표 주의자들로는 울 하트바니

PaulHatvani,53)헤르바르트 발덴 HerwarthWalden,54)이반 골 Iwan

50)Vgl.CarloMierendorff:Erneuerung derSprache,in:OttoF.Best(Hg.):

Theorie des Expressionismus. Durchgesehene und verbesserte Ausgabe,

Stuttgart1982,S.140-148.

51)Vgl.LudwigRubiner:DerMenschinderMitte,Berlin1917.

52)Vgl.ErnstToller:SolldiedeutscheRechtschreibungreformiertwerden?,in:

WolfgangFrühwaldu.a.(Hg.):ErnstToller.GesammelteWerke,5Bde,Bd.

1,KritischeSchriften,RedenundReportagen,München1978,S.135;Ernst

Toller:DasWort,in:Frühwaldu.a.(Hg.):a.a.O.,S.193-198;ErnstToller:

ÜberdieMachtdesWortes,in:Frühwaldu.a.(Hg.):a.a.O.,S.149f.

53) Vgl. Paul Hatvani: Spracherotik, in: Thomas Anz u. a. (Hg.):

Expressionismus.ManifesteundDokumentezurdeutschenLiteratur1910-1920,

Stuttgart1982,S.610f.;PaulHatvani:VersuchüberdenExpressionismus,in:

Best(Hg.):TheoriedesExpressionismus,S.68-73.

54)Vgl.HerwarthWalden:DasBegrifflicheinderDichtung,in:Best(Hg.):a.a.

O.,S.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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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l,55) 란츠 베르펠 Franz Werfel,56) 로타르 슈라이어 Lothar

Schreyer57)와 같은 작가들이 있다.이들은 단어를 기존의 념 혹은 개

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논리 는 문법의 왜곡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그들은 이러한 단어들의 계맺음인 리듬과 움직임을 새로

운 미 원칙으로 강조한다.

표 주의자들은 문학에서 개념 인 것,즉 지 까지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제를 거부한다.문장이나 은 타자에 의해 이미 경험된 것으로

서,이해나 달의 상인 개념의 매체이다.그러나 술은 주어진 개념

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의 의미론 인 사용가

치를 부정하고 문장이나 문법을 거부한다.그들은 념 내지 개념으로부

터 단어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따라서 그들의 술은 모든 단어를 새롭

게 획득해야 한다.설령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일상 인 것이라 할지

라도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갖거나,의미를 갖지 않는다.이제 그들은 언어

의 질료 인 측면,즉 음성 측면과 기호 측면에 을 돌리고 리듬과

움직임에 따라 문학을 형상화한다.

20세기 표 주의의 주제와 문체를 보여 주었던 카이 는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습 이거나 상투 인 표 을 피하고 새로

운 표 을 찾고자 했다.이러한 은 카이 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친 한”편지들을 쓰지는 않을 거란다.“진심으로”라

는 말은 겉치 지. 는 엄격하고 신선한 문체를 써야 한단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사랑으로”라는 표 은 습득된 것이고 낡아

55)Vgl.IwanGoll:DasWortansich.VersucheinerneuenPoetik,in:Dieneue

Rundschau32(1921),H.10(Oktober),S.1082-1085.Zitiertnach Thomas

Anzu.a.(Hg.):Expressionismus,ManifesteundDokumentezurdeutschen

Literatur1910-1920,Stuttgart1982,S.613-617.

56)Vgl.FranzWerfel:SubstantivundVerbum.NotizzueinerPoetik,in:Best

(Hg.):TheoriedesExpressionismus,S.157-163.

57)Vgl.LotharSchreyer:ExpressionistischeDichtung,in:Best(Hg.):a.a.O.,S.

1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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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상투어야. 에게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단다 […].

Also:ichschreibekeine»netten«BriefeunddasWort»herzlich«

istoberflächlich.Du abersollsteinen strengen frischen Stil

schreiben.[…] »Alles Gute und Liebe« ist angelesen und

vernutztesCliché́.Duhastdasnichtnötig[…].58)

카이 가 체계 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그의 희곡에서 구체화되

는 시도들과 그의 술에서 언 되는 문학 이론 편린들로 그가 언어를

쇄신하고자 함을 유추할 수 있다.그는 자신의 표 수단을 철 하게 검

증하고자 한다.

극작가는 자신의 표 수단을 엄격히 검증하고 신 히 확증하려

한다.[…]극작가는 [이를 통해―인용자]자신의 작품 형성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그 지 못한―인용자]얄 하고 둔감한 극

이 종종 오늘날의 연극을 망친다.

FürdieWürdeseinesAusdrucksmittelssuchtderDramatikerin

strenger Prüfung nach wichtiger Bestätigung. […]

Rechtfertigung seiner Werkbildung erlangen, will der

Dramatiker.DünnesunddummesSpielentstelltoftdietäglichen

Theater.59)

이러한 검증을 해 그는 일차 으로 단어를 새롭게 활용하고자 한다.

표 주의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언어의 쇄신을 논리 으로 구성되는 문

장 단 가 아니라 단어에서부터 모색한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해 새로운 단어들을 얻게 되기를 -새로운

음악을 해 새로운 악기들을 얻게 되기를 열망한다.

58)GeorgKaiser:Briefe,hg.GesaM.Valk,Frankfurta.M.u.a.1980,S.525f.

59)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544.



-28-

IchsehnemichnachneuenWortenfüreineneueSprache-

nachneuenInstrumentenfüreineneueMusik.60)

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찾으려는 시도는 카이 의 희곡에서 습 이

거나 상투 인 표 에 머무르지 않는 언어유희나 단어의 새로운 규정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언어 사용을 지향하는 카이 드라마의 문체 특징은

그 리듬과 축약에 있다.앞에서 언 한 하트바니,발덴,슈라이어 등의

표 주의자들은 운율과 박자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리듬을

강조한다.표 주의자들은 개념 인 것,언어의 의미와 문장이나 문법을

거부함으로써 언어의 필연성과 강제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형식으로서

리듬을 찾고자 한다.

리듬은 개인 특성을 띠며,주 으로만 규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해

석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61)이를 형화하거나 규정하려는 시도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통일되지 못했다.따라서 재는 이에 한 다양한

들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주의자들이

찾고자 했던 새로운 형식으로서 리듬을 이해하기 해,우선 이 용어가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리듬이 의미하는 바는 “ 에서의

규칙 인 흐름 einFließenim DuktusderRegelmäßigkeit”이다.62)그러

나 리듬은 이미 주어진 도식에 따라 규칙 으로 나타나는 운율과 달리

규칙성뿐만 아니라 그 단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 리는 리듬을 “기 와 놀람 사이를 오가는 주

유희 subjektivesWechselspielzwischenErwartungundÜberraschung”

라고 기술했고, 스 HelmutPlessner에 따르면 리듬은 “항구 인

것 속의 비항구성, 규칙 인 비규칙성 Unstetigkeit im Stetigen,

60)Kaiser:Aphorismen(KW,4),S.633.

61)Vgl.OttoKnörrich:LexikonlyrischerFormen,Stuttgart1992,S.188.

62)Vgl.Erika Fischer-Lichte 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

Stuttgart/Weimar2005,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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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lmäßigeUnregelmäßigkeit”을 보여 다.63)

규칙성과 그 단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리듬은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하지만 다시 그 의미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한 의미부여를 유보

möglicheSinnzuschreibungenaufzuschieben”하고,“신체 으로 지각 가

능하고,감각 으로 리듬을 타는 과정 körperlich wahrnehmbare[s],

sinnlichrhythmische[s]Prozess”으로서 언어의 물질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64)가이 리히에 따르면 표 주의 언어 에서 뚜렷한 특징은 언어

리듬이 “운율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개별 단어와 일련의 단어 혹은

단어군 사이의 논리 계로서 운율을 넘어서게”한다는 이다.65)여

기에서 ‘논리’란 문법에 따른 단어들의 구문상의 계가 아니라,“ 술

형상화라는 내 필연성에 따른 단어들의 상호 연 성”을 의미한다.66)

이와 같은 새로운 미 원칙으로서 문체의 리듬은 카이 의 드라마에서

비 습 성격과 반복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카이 의 경우 표 수단으로서 언어에 한 성찰은 매체 측면에

한 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이것은 그의 표 주의 희곡에서

말하기 형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이 의 희곡에서 말하기가

화를 심으로 이루어졌다면,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는 독백과 합

창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 다.이에 해서는 Ⅱ장에서 카이 의 희

곡에 나타난 말하기를 분석함으로써 고찰할 것이다.그의 희곡에서 단

된 화와 독백은 인간 상호 간의 계가 괴되었음을 드러낸다.그런

데 이처럼 단 된 인간 계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타

인과의 새로운 계맺음이다.이와 같은 당시 실에 한 비 과 그

63)Vgl.ZitiertnachFischer-Lichteu.a.(Hg.):a.a.O.,S.273.

64)Fischer-Lichteu.a.(Hg.):a.a.O.,S.273f.

65)Vgl.Geifrig:Georg Kaisers Sprache im Drama des expressionistischen

Zeitraums,S.2f.:„nichtvoneinem Metrum abhängig,sondernalslogische

Beziehungzwischendem einzelnenWortundeinerWortreiheoder-gruppe

überdasMetrum“

66)Vgl.Ebda.:„die innere,künstlerisch- gestalterische Notwendigkeitihrer

Zusamm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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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모색이 보여주는 바는 그의 심사인 새로운 인간이 개인의 존재를

넘어 인간 계에 한 담론으로 확장되는 구상이라는 이다.

3.2.인물의 행 로서 말하기와 신체 표

표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한 성찰은 한편으로 새로운 언어를,다른

한편으로 언어 이외의 연극 기호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카이

의 희곡에서는 인물들이 사 없이 신체로만 표 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통 희곡에서 인물들의 행 는 부분 사로 구성되었다.공연할

때 극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는 자연 으로 신체 표 을 수반했겠지

만,그것은 극작술보다 배우의 연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 작가들에 이르러 등장인물의 신체 표 은 극작

술에 포함되기 시작하며 행 로서 말하기와는 구분된다.

연극 공연에서 객은 무엇을 보는가? 객은 연극에서 등장인물/연기

자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듣고 그의 신체의 움직임을 본다.통상

으로 연극을 본다는 것에는 등장인물/연기자의 신체 표 을 본다는 것

외에도 화하는 것을 보는/듣는 것도 포함된다.연극에서 등장인물/연

기자의 행 는 ‘말하기’와 ‘신체 표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희곡에서도 인물의 행 가 이와 같이 구분되리라고 통상 으로 생각하

기 쉽다.그런데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행 가 말하기와 신체 표 으로

구분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67)그 원인 가운

데 하나는 르네상스 이후 19세기의 사실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연극이

언어 표 에 치 했기 때문이다.이 기간 동안의 연극은 인간 상호 간

의 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조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로

두되어 그리스의 비극에서와는 달리 화 심 이 되며,언어가 신체

표 을 신하게 된다.68)르네상스 이후의 희곡은 화를 통해 사건을

67)지문의 역사 변화 과정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Vgl.BernhardAsmuth:

EinführungindieDramenanalyse,Stuttgart2009,S.5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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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화하는 인물들을 보여 으로써 객이 그들에게 연민과 공

포를 느끼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감정 으로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연의 외부 조건과도 련이 있다.공연의 제반

여건상 지 은 감각 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사를 통해

표 되었다. 를 들어 기조명이 19세기 후반에 연극에서 사용됨으로

써69)빛의 변화 등이 감각 으로 지각될 수 있었지만,이 까지는 낮이

나 밤,날씨 변화 등을 제시하기 해 사가 사용되었다.쉴러의 희곡

 음모와 사랑 KabaleundLiebe (1784)에서 루이제의 아버지 러가 “내

딸아, 는 홀로 있구나,게다가 어두운 밤인데.Dubistallein,undes

istfinstreNacht,meineTochter.”70)라는 말을 할 때,이것은 단순히

사일 뿐만 아니라 밤이라는 것을 객에게 상기시킨다.이러한 에서

볼 수 있듯이 극작가는 소설에서의 화자의 역할을 사를 통해 등장인물

에게 수행하게 한다.시간의 변화가 막의 환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사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 례가 됨으로써,이것은 ‘말로 묘사된 무 장

치 Wortkulisse’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경에 시작되는 미 근 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극은 차 사 주의 경향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몸과 신체 표

에 심을 돌리면서 제스추어,표정,외침 등 시청각 이미지가 상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그러한 경향은 언어의 한계에 한

인식 고유한 연극 요소를 찾기 한 노력에서 출발했다. 연극

은 이 까지와는 다른 표 방식을 모색하며,언어 소통은 완 히 배제

되지는 않지만 부분 보조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68)페터 쏜디: 드라마의 이론 (1880-1950),송동 옮김,탐구당 1983,13-14

쪽 참조.

69)1600년 에 극장이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800년 에 극장에 가스등이 설

치되기 시작했으며 1879년에 에디슨이 기를 발명함으로써 극장에서도 본격

인 조명의 시 가 열리게 되었다.에드 슨: 연극의 이해 ,채윤미 옮김, 니

1998,183쪽 참조.

70)FriedrichSchiller:KabaleundLiebe,Stuttgart1987,S.101.



-32-

무 와 객의 계 희곡론 등 연극 개념의 재정립을 한 시도와

한 계가 있었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진, 화,라디오 음반 등

근 매체 문화의 향에 따른 지각 방식의 변화와도 련이 있었다.71)

희곡에서 말하기와 신체 표 이 구분되는 것은 표 주의가 처음은

아니었으며,이미 자연주의에서 그러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난다.자연주

의 작가들,특히 아르노 홀츠 ArnoHolz는 표 수단으로서 언어의 한

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해 희곡에서 표정술과 몸짓을 사용한다.

그러나 카이 는 홀츠와는 달리 신체 표 을 독자 의미를 지닌

기호로 사용함으로써 언어와는 다른 표 수단으로 만든다.이로써

카이 에 이르러 비로소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행 가 말하기와 신체

표 으로 확연히 구분되며, 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 다.

그의 희곡에서 인물의 행 가 구체 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말하기를

분석하는 Ⅱ장과 신체 표 을 분석하는 Ⅲ장에서 작품을 통해 각각 고

찰될 것이다.본 장에서는 기존의 희곡과 카이 의 희곡의 차이를 살펴

보기 한 비 단계로 등장인물의 행 인 ‘말하기’와 ‘신체 표 ’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희곡 Drama이나 사건 진행 Handlung은 그 어원이나 개념에서 움직임

이 제된다.72)아리스토텔 스는 희곡이 행 의 모방임을 강조하면서,

비극을 행 에 의한 행 의 모방으로 정의했다.일반 으로 희곡의 사건

들은 연기자들에 의해 직 연기된다.이와 같이 희곡이라는 장르,희곡

의 본질 요소인 사건 진행,극작술,연기술 등은 행 개념과 하게

71)Vgl.Esselborn:DerliterarischeExpressionismusalsSchrittzurModerne,S.

416.

72)희곡 Drama의 그리스어 어원인 dran은 ‘행동하다 tun’를 뜻한다.Vgl.Manfred

Braunek u.a.(Hg.):Theaterlexikon 1,4.vollständig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Neuausg.,Hamburg2001,S.297;아리스토텔 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mythos의 독일어 번역어인 Handlung은 인문,사회,문화 등과 같은 분야의 학술

용어로서 ‘물질 ,비물질 변화가 수반되는 한 인간 주체 내지 다수의 인간 주

체의 행동 dasTun einesodermehrerermenschlicherSubjekte,durchdas

materielleundimmaterielleVeränderungenentstehen’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Vgl.Fischer-Lichte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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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되어 있다.그래서 우리는 종종 희곡/연극이 행동으로 채워져 있다

고 생각한다.그러나 실제로 종래의 희곡에서는 신체 표 은 부분

결여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이 사로 구성되어 있다.움직임을 기 으로

볼 때,일상 으로 말과 행동은 립되는 것으로 취 된다.그러나 례

으로 희곡에서 말하기는 행 의 하 범주가 되고 사건은 언어로 표

된다. 사가 주도 역할을 하는 희곡에서 말하기는 언어에 의해 달

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내 행동 innereHandlung으로 규정된다.

그럼으로써 희곡에서 신체 표 인 외 행동 äußereHandlung은 특별

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었다.그러나 연극사에서 외 행동이 결여된 희

곡은 사에 의해 달되는 사고와 감정만으로 연극성이 충족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을 남겼다.

시민 비극의 근거를 제시한 고트홀트 에 라임 싱 Gotthold

Ephraim Lessing은 사고와 감정을 행 에 포함시킨다.73)그의 견해 로

18세기 이후에 사고 행 와 감정의 움직임은 ‘내 행동’이라는 말로 통

용되고 있다. 싱과 달리 리드리히 헵벨 FriedrichHebbel은  마리아

막달 나 (1843)서문에서 사고나 느낌은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견해

를 밝힘으로써 사고나 감정을 개념 으로는 행동과 구분했다.74) 싱은

인물의 말을 통해 달되는 사고와 감정을 내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외 행동의 결여를 정당화한다.반면 헵벨은 이론 으로나마 내 행동

과 외 행동을 구분하되 이것이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그는 이러

한 통합이 동기부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 행동 자체

만으로는 독립 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사에 의해 달되는 사

고와 감정인 내 행동과 연기자의 표정이나 몸짓인 외 행동으로 분류

되는 극 행 는 헵벨에 이르기까지 내 행동에 을 둔다.

그러나 연극에서 의미 달의 매체가 사와 신체 표 이라고 할

73)Vgl.GottholdEphraim Lessing:AbhandlungenüberdieFabel,in:Gotthold

Ephraim LessingWerkein3Bänden,Bd.1.,München2003,S.74.

74)FriedrichHebbel:VorwortzuMariaMagdalene,in:FriedrichHebbelWerke

in2Bänden,Bd.2,Münchenu.a.1978,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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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에서 신체 표 으로,즉 언어에서 신체로 이 옮겨가는 것

이 연극의 출발 이라고 볼 수 있다.홀츠와 후고 폰 호 만스탈

HugovonHofmannsthal은 언어의 한계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언어

이외의 다른 표 수단을 모색한 표 인 작가이다.홀츠의 경우 언어

의 한계는 언어조탁으로 극복되고 표정술과 몸짓으로 보완된다.표정술

과 몸짓이라는 연극 기호의 사용과 언어의 한계에 한 인식에도

불구하고,에리카 피셔-리히테 ErikaFischer-Lichte가 자연주의 희곡을

환상극 Illusionstheater의 완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정술과 몸짓으로 언

어를 보완하여 완벽한 모방에 도달하려 했기 때문이다.75)다시 말해 홀

츠가 고안한 표정술과 몸짓은 언어로 표 된 심리 상태와 과정을 보충

하기 해 사용되면서 사를 심으로 하는 시민극의 통에 머무르게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호 만스탈의 경우  챈도스 경의 편지

EinBriefdesLordChandos (1901)에서 자아와 세계의 교류는 괴되었

으며,내 체험과 그 형상화의 가능성 사이에는 심연이 놓여 있다는 인

식이 표출된다.76)이후 호 만스탈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극에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한다.그는 1912년경 팬터마임 작업

을 본격 으로 시도함으로써 언어 이외의 다른 표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연극 장르로 방향을 환한다.77)홀츠의 경우 은 여 히 언어,

즉 말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호 만스탈의 경우 이 말하기

에서 신체 표 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기 환기에 시작된 연극의 자기 성찰은 연극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

고 아울러 연극의 수단에 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이 까지의 사

75)Vgl.Erika Fischer-Lichte:Kurze Geschichte des deutschen Theaters,2.

unveränderteAufl.,Tübingen/Basel1999,S.244ff.

76)이 은 역설 이게도 문화 으로 세련된 언어로 형이상학의 종말을,인식론

회의와 거기에서 비롯된 언어 붕괴를 다루고 있다.Vgl.Anz u.a.(Hg.):

Expressionismus,S.600.

77)김기선:｢후고 폰 호 만스탈의 팬터마임 작업.-언어에 한 회의와 새로운

표 가능성의 모색｣,실린 곳: 히트와 연극 제12집,2004,170-171쪽과

1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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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희곡에서와 달리 표 주의 희곡에서는 몸짓과 표정,빛과 소리

등이 요한 표 수단으로 사용된다.표 주의는 인간의 몸을 표 의

도구로 간주하고 극 으로 활용하여,몸짓과 표정을 표 의 보조 수단

이 아니라,그 자체로 의미 있는 요소로 만든다.표 주의 작가들은 언어

로는 더 이상 표 할 수 없는,설령 표 한다고 해도 도식 으로 표 할

수밖에 없는 미묘한 상황과 인물의 내면세계를 몸짓이나 표정으로 훨씬

직 이고 즉각 으로 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표 주의 희곡은 헵

벨 식으로 표 하자면 “말없이 빼든 단검이 모든 행동의 정이 되”는78)

희곡인 것이다.표 주의 희곡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색과 소리도 감정을

표 하는 힘을 지닌 연극 기호로 사용된다.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의 희곡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 DerbrennendeDornbush 

(1911)이나  살인자,여인들의 희망 Mörder,Hoffnung derFrauen 

(1909)에서 빛과 색에 한 연출지시는 이러한 기호가 인간의 내면을 시

각화함을 보여 다.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Kandinsky는  노란 울림

DergelbeKlang (1912)에서 소리와 색의 공감각 구성을 통해 인간

내면의 울림을 표 하고자 한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도 몸짓이나 표정을 포함하는 인물의 신체

표 이나 빛과 음향 등 비언어 기호는 더 이상 언어의 한계를 보완

하는 보조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의미를 지니게 된다.이

것은 Ⅲ장에서 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에 앞서 카이 의 희곡에서 비언어 요소 의 하나인 등장인물의

신체 표 이 요한 표 수단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겠

다.Ⅲ장에서 주로 분석하게 될  아침부터 자정까지 를 살펴보자.

부인:은행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그의 얼굴과 마주친다.

은행원:미소 짓는다.

78)Hebbel:VorwortzuMariaMagdalene,S.293:„[…]wäreeinstillschweigend

gezogenerDegenderHöhepunktallerA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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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sichdem Kassiererzuwendend-trifftinseinGesicht.

Kassiererlächelt.79)

의 지문은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은행원이 피 체에서 온 부인을

만나는 부분인데,그는 이를 계기로 기존의 삶을 벗어나게 된다.이 장면

에서 미소 짓는 표정은 그때까지 기계 으로 업무만을 반복하던 그의 감

정의 변화를 나타낸다.카이 의 희곡의 경우 이처럼 결정 인 유의미한

순간은 인물의 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체 표 을 통해 제시된다.

Ⅳ장에서 분석될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다른 를 살펴보자.

소크라테스: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소크라테스:아주 안간힘을 다해 몸을 구부린다 -움직임을 멈춘

다.조용히.나는 --황 을 --알키비아데스에게 선물하

겠소.

Sokratesregtsichnichtaufdem Schild.

[…]

Sokrateswölbtinungeheurem Krampfauf-stelltBewegung

still.Ruhig.Ich schenke - - den Goldkranz - - an

Alkibiades.80)

의 지문은 소크라테스가 투에서 우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후 시

청에서 그 행동이 웅 인 것으로 공인됨으로써 황 을 받게 되는 1

부 세 번째 장면이다. 의 지문의 첫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침상에 움

직이지 않고 워있다.그러나 최고 심사 원이 황 을 선물할테니 계

단을 올라오라고 요청하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기 해 안간힘을 쓴다.

79)GeorgKaiser:Vonmorgensbismitternachts(KW,1),S.472.(앞으로 이 작품

의 본문 인용은 ‘Momi,면수’로 표기함.)

80)GeorgKaiser:DergeretteteAlkibiades(KW,1),S.769.(앞으로 이 작품의 본

문 인용은 ‘Al,면수’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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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발에 박힌 가시 때문으

로 추정된다.그런데 첫 부분의 지문과 조되는,두 번째 부분에서 소크

라테스의 몸짓은 발에 박힌 가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황 을 받고자 한

다는 것을 보여 다.다음에 그가 말하는 태도,즉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말하는 그의 사의 간격은 그가 말하는 내용과 조를

이루며 그가 그 황 을 마지못해 포기한다는 것을 드러낸다.앞으로

Ⅳ장의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소크라테스가 양가 으로 구 된다는

을 살펴보게 될 텐데,이 장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는 신체 표

으로 그의 소피스트 면모가 단 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소크라테스의 무의지 구원 행 와 이를 웅 인 행

로 공인하는 최고 심사 원의 말, 한 알키비아데스에게 황 을 선물

하겠다는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과 소피스트 면모를 드러내는 소크라테

스의 몸짓 기호는 조를 이룬다.카이 의 희곡에서는 기존의 희곡에서

처럼 인물의 신체 표 이 사를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와 립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칼 의 시민들 에서 를 들어 보자.

불구자들이 앙 바닥에 을 내려놓는다.

선발된 시민들이 여섯 사람을 둘러싼다.

[…]

여섯 사람만이 가까이에 서 있다.

DieKrüppelstelleninderMittedieBahreaufdenBoden.

DieGewähltenBürgerumdrängendichtdieSechs.

[…]

DieSechsstehenalleinnahederBahre.81)

국 왕의 공격으로 기에 처한 칼 시의 시민들은 6명의 인질을 바치

81)GeorgKaiser:DieBürgervonCalais(KW,1),S.5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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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 왕의 항복조건을 수락하기로 한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원

자가 외스타쉬 생피에르를 포함해 7명이 된다.이에 외스타쉬는 다음날

장에 제일 늦게 나타나는 사람을 제외시키자고 제의하고 다른 여섯 지

원자도 이에 동의한다.다음 날 외스타쉬가 나타나지 않자 시민들은 속

았다며 분노한다.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외스타쉬의 주검을 장으로 가

져와 그가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했음을 알리는 장면이 의 인용

문이다.

에서 인용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인물들의 거리의 변화가 나타난

다. 의 장면은 3막의 후반부인데,그 배경은 칼 시의 장이며 이

장의 앙 뒤쪽에 교회가 있고 양 에 길이 나 있다.양 쪽에 시민들이

서 있고 지원자들은 장 앙에 서 있다.이윽고 외스타쉬의 이 앙

에 놓이자 시민들이 여섯 사람을 에워싼다. 에서 인용된 첫 부분에서

여섯 자원자와 시민들은 가까이에 서 있게 되는데,조 지나자 시민

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여섯 자원자만이 가까이에 남는다.그동

안 번민했던 자원자들은 비로소 그들 자신의 의지에 해 확신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한다.카이 는 자원자들의 변화를 “여섯 명만이

가까이 서 있다”는 인물들의 공간학 배치를 통해 보여 다.이 부

분에서 극 인물들의 공간학 배치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탐구라는 작품의 의미와의 련 하에서 더욱 부각된다.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나는 비언어 기호는 인물의 상태와 변화,인간

계의 양태 극 실을 드러냄으로써 독자 으로 의미를 달하는

표 수단이 되고,언어 기호를 체하거나 이와 립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비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립은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고정

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에 한 객의 동일시를 지한다.

종래의 희곡 이론으로는 인물의 신체 표 이나 빛과 음향 등 카이

희곡에서 부각되는 요소를 고찰하기가 미흡하다고 단된다.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희곡에서의 기호와 실제 공연되는 연극에서의 기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극기호학의 개념을 빌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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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희곡에 나타나는 인물의 동작을 범주화할 것이다.독일의 표 인

연극기호학자 피셔-리히테는 ‘동력학 기호 kinesischeZeichen’라는 개

념 아래 신체 표 수단을 세분함으로써,82)신체 표 을 ‘표정과 동

작’으로 별하던 통 분류법이 지닌 모호함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한 카이 의 희곡에서는 화를 심으로 하는 종래의 희곡과 달

리 말하기 형식과 양상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단된다.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카이 의 희곡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 를 말하기와 신체 표

으로 구분하여,말하기를 화 이외에도 독백과 합창으로 세분하고,신

체 표 을 인물의 표정,몸짓,인물들 간의 거리로 세분할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새로운 인간의

이념은 문명 근 로 지칭되는 당시의 시 실에 한 응으로서

근 사회와 하게 련되어 있는 한편,미래와 변화의 가능성으로

제시된다.그런데 카이 에게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인간 계의 차원,나아가 사회 차원으로 확장된다.이와 같은 시

안 모색에 한 심은 극작술 측면에서의 변화로 이어진다.

카이 는 이 문제를 미학 으로 검토하기 해 무 와 객과의 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추구하는 통 희곡론과 단 하

고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다. 한 카이 의 비 실 인식은 표

수단이자 매체수단으로서의 언어에 한 성찰로 이어져,그의 표 주의

희곡에서 말하기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뿐만 아니라 언어에 한 성

찰에서 비롯되어 연극 고유의 표 수단이 모색되고 신체 표 과 같은

비언어 기호가 극 으로 활용된다.이처럼 변화된 표 양식 수

단은 인간의 상태와 인간 계의 양태 그 변화를 드러냄으로써 시

82) Vgl. Erika Fischer-Lichte: Semiotik des Theaters. Das System der

theatralischenZeichen,Bd.1,5.Aufl.,Tübingen2007,S.47.피셔-리히테는 ‘동

력학 기호’를 일차 인 감정의 표 에 종사하는 모든 얼굴의 움직임을 포함하

는 ‘표정 기호 mimischeZeichen’,표정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움직임과

치 변화가 없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몸짓 기호 gestischeZeichen’, 치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의 움직임을 말하는 ‘인간 공간학 기호 proxemische

Zeichen’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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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모색이라는 주제 측면과 결부된다.카이 의 희곡은 극작술 측

면에서 객의 성찰을 구하는 새로운 희곡론,언어에 한 성찰에서

비롯되는 말하기 형식의 변화와 비언어 기호의 사용을 보여 다는

에서 통극과 차별화되며 특성을 보여 다.이상으로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어떠한 측면이 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고찰

해 보았으며,다음으로 이와 같은 특성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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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통의 부재와 군 속의 고독

- 가스 삼부작

베어징,그뢸과 가이 리히 등의 기존 연구를 통해 카이 의 희곡에서

문법이 괴되고 언어가 축약되는 언어 측면과, 화가 단 되고 독백

과 합창이 사용되는 연극미학 측면이 고찰되었다.그러나 이들의 연구

는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미학 변화의 원인이나 의의에 한 고찰에

까지 미치지 못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남겨 놓았다.기존의 연

구는 문체 특성 가운데 하나인 축약을 리듬과 등치시킴으로써,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언어 상을 온 히 밝히지 못했다.이와 더불어 기

존의 연구는 말하기의 형식 변화를 고찰하면서,그 구분 기 이나 기존

희곡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분석해내지 못하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논의를 발 시켜,카이

의 희곡에 나타나는 언어상의 미학 변화 그 원인과 의의를 고찰해

보겠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카이 의 희곡 언어에 나타나는 리듬과

축약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아울러 카이 의 작품에 다양하게 나타나

는 희곡의 말하기 형식,즉 화와 독백 합창을  가스 삼부작으로

지칭되는  산호 , 가스 와  가스 2부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이 작품

들이 인간의 사물화,자동화,기능화 등 근 기술 산업 시 의 제 문제

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와 합창과 독백을 통

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언어회의를 바탕으로 한 언어 신의 노력은 시민사회와 문화의 근본

기에 한 술 응으로 세기 환기의 유럽 상이었으며,새

로운 언어를 모색한 표 주의의 시도 역시 그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카이 의 희곡에서 리듬과 축약을 통해 새로운 의미 창출

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축약된 언어는 개인 간의 화가 단 되는 근

인의 고립을 반 하는 상이기도 하다.근 의 산업화 도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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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상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개인의 체험이나 생활은 집단화됨으로

써 개인은 동일한 공간에 모인 군 으로 존재한다.하지만 몰이해나 오

해의 상황 속에서 화가 단 됨으로써 개인들은 물리 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리 으로는 멀리 떨어진 채 군 속에서 고독하다.이처럼

근 인이 처한 역설 상황은 카이 의 희곡에서 한편으로 고립된 개인

의 존재를 개인 간의 단 된 화나 고립된 개인의 독백에서 드러나게

하고,다른 한편으로 군 으로서의 존재를 집단 체험과 탈개인화를 기

반으로 하는 합창에서 드러나게 한다.

1.언어의 리듬과 축약

기존의 가치 을 거부하고 념 혹은 개념으로부터 단어를 해방시키고

자하는 언어 항은 카이 의 희곡에서 습 이거나 상투 인 표 에

머무르지 않는 언어유희로 나타나기도 한다.Ⅳ장에서 살펴보게 될 작품

인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구원 과정에 의문

을 품고 수소문 끝에 소크라테스를 찾아간다.그리고서 그는 소크라테스

에게 퇴각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다.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머리를

써서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는 특별한 행동이 가능했음을 밝힌다.이 화

에서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는 독일어 단어 ‘Spiel’을 각각 ‘험’과

‘장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알키비아데스:[…]왜 당신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퇴각하지 않았

소?

소크라테스:[…]나는 팔과 다리로 하는 장난에 더리가 났소.

알키비아데스:우리가 수행한 투가 팔과 다리로 한 장난이오?

소크라테스:우리는 다리로 행군했었고 팔로 칼싸움을 하지 않았

소?

알키비아데스:그리스는 험에 처해 있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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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그리스는 팔과 다리에 의해 지탱되었소.

[…]

알키비아데스:[…]그리스는 험에 처해 있었소 --

소크라테스:그리스는 팔과 다리로 한 장난이오!

Alkibiades[…].Warum gingstdudenRückzugnichtmitallen?

Sokrates.[…][I]ch wardes Spiels mitArmen und Beinen

überdrüssig.

Alkibiades.UnsereSchlachteinSpielmitArmenundBeinen?

Sokrates.HabenwirnichtmitdenBeinenmarschiertundmit

denArmengefochten?

Alkibiades.Griechenlandstandaufdem Spiel!

Sokrates.DasvonArmenundBeinenausgetragenwurde.

[…]

Alkibiades[…].Griechenlandstandaufdem Spiel--

Sokrates.GriechenlandisteinSpielvonArmenundBeinen!(Al,

774f.)

독일어 ‘Spiel’은 ‘장난’이라는,‘aufdem Spielstehen’이라는 용구는 ‘

험에 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인용문에서 단어 자체의 의미와 용

구의 의미가 동시 으로 사용되면서,그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드러난다.유희 방식으로 단어는 습 이거나 상투 인 표 에 머무

르지 않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언어 사용을 지향하는 카이 의 희곡 문체 특징은 그

리듬과 축약에 있다.규칙성뿐만 아니라 그 단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 문체의 리듬은 카이 의 희곡에서 비 습 성격과 반복성을 통해

드러난다.비 습 성격은 어순의 비 습성과 단어의 비 습 사용에

서 나타난다.그의 작품에서는 문장의 어순이 종종 비 습 으로 이루어

지곤 한다.이러한 어순이 단어들을 생소하게 함으로써 습 의미에서

벗어나게 한다.83)혹은 단어 자체가 비 습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그

83)Vgl.Gröll:UntersuchungzurDialektikinderDichtungGeorgKaisers,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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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체의 다른 특징은 축약이다.그의 희곡에 사용되는 문장은 사

와 치사가 자주 생략되며 간결하게 구성되고 축약되어,한 단어만으로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한다.이로써 그의 희곡에서는 문법이 괴되고

문장이 해체된다.

카이 의 희곡 문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고유한 언어리듬과 이를 통

한 사고의 강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스 삼

부작에서 살펴볼 수 있다.리듬은 한편으로 반복을 통해 지각되는데,한

단어가 복수 신에 두 번 혹은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된다.

소녀들,어머니들,부인들:날카롭게.내 형제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부호의 아들:형제와 형제들 -아들과 아들들 -남편과 남편들:

작업장 밖으로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잔해 더미

머로 -형제와 형제들의 -아들과 아들들의 -남편과 남편들

의 잔해 더미 머로 --그리고 선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돌

아옵니다:-요구하시오!!--요구하시오!!

Mädchen,Mütter,Frauenschrill.MeinBruder-!MeinSohn-!

MeinMann!

Milliadärsohn.BruderundBrüder-SohnundSöhne-Mann

undMänner:aufsteigtderRuf,derausderHallefährt-

überdenSchutt-überdieVerschüttungvonBruderund

Brüdern - von Sohn und Söhnen - von Mann und

Männern--undkreisendineuchzurückweht:-fordert

euch!!--forderteuch!!84)

 가스 의 4막에서 작업장의 폭발 이후 노동자들의 이,어머니와 부인

들은 노동자들이 신체기 의 일부로 축소되고 기계의 일부가 되거나 로

처럼 되었음을 고발한다.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호의 아들은 그들

84)GeorgKaiser:Gas(KW,2),S.46f.(앞으로 이 작품의 본문 인용은 ‘Ga,면수’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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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되기를 요구한다.

인용문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들은 형제,아들,남편으로 호명된다.

즉 그들은 기계의 일부 혹은 로 처럼 일했던 당시에는 더 이상 가족 구

성원일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가정은 단지 숙소일 뿐이었다.그러나 이

제 그들은 다시 가족 내의 호칭으로 불린다. 인용문의 첫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그 노동자들을 가족 계에 따라 각각 단수로 호명

한다.즉 각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 내의 개인만을 호명하는 것이다.

부호의 아들도 이들을 가족 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부르는데,이

때 단수와 복수 형태를 함께 사용한다.단수 호칭은 가족 내에서 개인을

지칭하는데,그러한 개인은 한동안 잊혔다가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 기억

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그는 세상을 떠나고 가족은 그를 잃는

다.복수 호칭은 이와 같은 문제가 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를 머 공

동의 문제가 된다는 을 보여 다. 부호의 아들은 이러한 호칭의 사

용을 통해 개개인의 문제제기를 공동의 문제로 확장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이처럼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사고가 강조되고 리듬이 고

양된다.

뿐만 아니라 카이 희곡의 고유한 언어 리듬은 문장이나 단어의 비

습 성격에서 나타난다.그 가운데 비 습 인 어순을  가스 에 등장하

는 부호의 아들이 말하는 바에서 고찰해보겠다.

부호의 아들:[…]흩어져 있지 말고 모이시오 --상처에서 여

러분을 치유하시오:--인간이 되시오!

Milliardärsohn.[…]SammelteuchausderZerstreuung-und

ausderVerletzungheilteuch:--seidMenschen!!(Ga,

47)

인용부에서 핵심으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이 되시오’이다.카이 는

종종 사고의 핵심을 강조하기 해 요한 단어나 구를 문장 끝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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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가스 생산 공장의 표자인 ‘부호의 아들’은

노동자들이 분업화에 의해 손잡이를 조종하는 손, 측창을 바라보는 ,

배 반을 작동시키는 발 (Ga,39-42)등 신체기 의 일부로 축소되었다

며 이처럼 기계의 일부나 로 처럼 되어버린 이들을 “불구자”(Ga,46)로

부르며 인간이 될 것을 구한다.

의 사는 콜론 Kolon으로 분리되어 있는데,그 앞부분 가운데 마지

막 부분의 어순이 이례 으로 배열되어 있다.이 부분이 ‘heilteuchaus

derVerletzung’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일어 문장 구조에서 덜 이례

으로,더 자연스럽게 생각될 것이다.물론 이와 같은 이례 어순이 반복

문장 구조를 피하기 해서라고 일상 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한편

콜론의 앞부분은 형식 으로 ‘a-b,b-a’의 형태로 배치된 어구교차배열

Chiasmus로 이루어진다.괴테나 쉴러 등의 작가도 이미 사용한 바 있는

이 수사법은 종종 비를 명료하게 하거나 일련의 구를 끝맺는 결론으

로서 기능한다.85)그런데 인용문에서 콜론 앞에서 사용된 어구교차배

열은 비를 이루거나 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콜론 뒤의 주장

을 내용 으로 상세하게 한다.그리고 어구교차배열 자체보다는 그 이후

의 구문이 결론 혹은 핵심 주장이 된다.따라서 인용문의 이례

어순은 기존의 어구교차배열의 기능과는 다르다.

2인칭 복수 명사의 4격인 ‘여러분 euch’이 콜론 앞부분에서 이례

어순을 통해 강조된다.콜론 뒷부분에서 핵심으로 강조되는 ‘인간이 되시

오’라는 구문은 2인칭 복수에 한 명령형 문장이다.이로써 체 문장

구성이 2인칭 복수에 한 요청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문장 리듬

을 통해 강조되는 이 사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되라’는 2인칭 복수

에 한 요청이다.

카이 의 희곡에서 리듬은 이례 어순뿐만 아니라 단어의 비 습

85)Vgl.Gerovon Wilpert:SachwörterbuchderLiteratur,4.verbesserteund

erweiterteAufl.,Stuttgart1964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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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도 드러난다.그의 희곡에서는 일상 인 단어들이 립 이거나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지님으로써 유희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아 새

롭게 규정되기도 한다.그 가운데 단어가 언어유희를 통해 비 습 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산호 의 주인공인 부호는 자신의 분신인 비서를 살해하고 감옥에

갇힌다.여기에서 그는 두 명의 재 에게 조사를 받는다. 부호와 비

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아서 사람들은 그들을 분간하기가 어

렵다.이들은 비서의 시곗 에 달린 산호로 구분될 수 있다.‘비서는 행

복한 유년 시 을 렸으며 산호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산호를 가진다

면 비서가 되어 행복한 유년 시 도 갖게 될 것이다.’이런 논리에서

부호는 비서를 죽인 후 산호를 갖는다.그래서 사람들은 부호를 비서

라고 착각하게 되고 비서가 부호를 살해한 것이라고 여긴다.감옥에

갇힌 부호는 자신이 비서가 아니라 부호임을 밝힌다.그러나 그를

비서라고 믿는 두 명의 재 은 이것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가 비서임

을 실토하도록 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두 번째 재 :첫 번째 간수에게.데리고 오시오.

간수는 다시 호 등을 켠다.오른쪽으로 퇴장.

두 번째 재 :푸른색 알이 있는 안경을 쓴다.

DerzweiteRichterzum erstenWärter.FührenSievor.

DerWärterschaltetwiederdieBogenlampeein.Rechtsab.

DerzweiteRichtersetztsicheineBrillemitblauenGläsern

auf.(Ko,695)

두 번째 재 은 비서라는 자백을 받기 해 부호와 그의 아들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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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갑자기 면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인용문에서 두 번째 재

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갑자기 란색 알이 있는 안경을 낀다.

곧바로 간수가 부호를 데려오자,두 번째 재 은 취조를 시작한다.

이 지문에서 ‘안경을 쓰다 eineBrilleaufsetzen’라는 구는 일차 으로

안경을 끼는 행 자체를 지시한다.그런데 이 구가 자 그 로만 해석

될 경우 두 번째 재 의 몸짓은 느닷없는 행 로 보인다.

결국 두 번째 재 은 부호의 자백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첫 번째

재 을 부른다.그러자 첫 번째 재 이 부호의 자백을 받아낼 방

법이 있다고 말한다.이 말에 두 번째 재 이 어떤 ‘책략 Kunstgriff’을

쓸 것인지를 묻자 첫 번째 재 이 비서의 유년 시 이 담긴 자료로 그

의 마음을 그러뜨려 자백을 받을 심산임을 이야기한다.그러자 두 번

째 재 이 첫 번째 재 에게 자신의 안경을 쓰겠느냐고 질문한다.

첫 번째 재 :나의 시도는,지 까지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 [유년시 로―인용자]

이야기를 소 하면 [자백을―인용자]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

다.

두 번째 재 :당신은 이 안경을 쓰실 겁니까?

첫 번째 재 :이번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요.간수에게.불을

켜지 마십시오.그를 데려 오십시오.간수 오른쪽으로 퇴장.

이미 이것만으로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나는 할머니가 동화를 들려 때의 어조와 같

이 말할 겁니다.

DerersteRichter.MeinVersuchkann,wiejederanderebisher,

scheitern - aber in solchem Zurückgreifen liegt eine

suggestiveKraft.

DerzweiteRichter.WollenSiedieBrille?

DerersteRichter.Diesmalbeigedämpftem Licht.Zum Wärter.

SchaltenSienichtein.BringenSieihn.Wärterrechtsab.

Schondaswirdihm eineWohltatsein.Undfürdasan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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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ichdenrechtenGroßmuttermärchenton.(Ko,699)

앞서 살펴본 지문에서 사용된 ‘eineBrilleaufsetzen’이라는 구는 이 질

문에서 ‘dieBrille’로 축약되어 있는데,정 사 ‘die’로 인해 ‘dieBrille’는

두 번째 재 이 쓰고 있는 안경으로 제한된다.그래서 두 번째 재

의 질문은 우선 ‘당신은 이 안경을 쓰겠습니까?’로 해석된다.

이 질문을 들은 첫 번째 재 은 안경을 쓰겠다거나 쓰지 않겠다고

답하는 신 비서/ 부호가 자백하도록 희미한 불빛과 할머니가 동화

를 들려 때의 어조라는 술책을 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공연 시에 두 번째 재 이 안경을 낄 때, 객은 그 몸짓 자체를 즉

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반면,그 이유를 즉각 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도 있다.이럴 경우 그 이후로 두 번째 재 이 첫 번째 재 에게 이

안경을 쓰겠느냐는 질문을 할 때―아마도 이때 두 번째 재 은 자신의

안경을 지시할 텐데―, 객들은 의아해할 것이다.왜냐하면 자구 그 로

만 해석될 경우 이 질문이 화의 맥락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더욱

이 부호에게 책략을 사용하겠노라는 첫 번째 재 의 답은 동문서

답이 될 수도 있다.

의 인용문에 이르러서야 안경 는 안경을 쓰는 몸짓이 무언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희미한 불빛 아래 조

사를 진행하겠다는 첫 번째 재 의 답으로 비로소 앞서 두 번째 재

이 안경을 낀 몸짓과 의 인용문에서 안경을 끼겠느냐는 질문의 원

인이 추정된다.첫 번째 재 의 답은 그 원인이 조사실의 부신 불

빛에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한편 ‘eineBrilleaufsetzen’은 독일어에서 용 으로 ‘기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책략을 사용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고려할 때,앞

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두 번째 재 이 안경을 끼는 신체 표 은 ‘기

만하다’라는 용 의미를 상징 으로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이 수용될 경우에만 그의 몸짓은 상징 의미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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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서 안경은 기만을 한 술책이라는 의미를 다시 갖게 된

다.그래서 두 번째 재 의 질문에서 ‘dieBrilleaufsetzen’이 축약된

형태인 ‘dieBrille’는 ‘안경을 쓰다’라는 의미와 ‘기만하다’라는 용 의

미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다.이 질문이 ‘기만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경

우 첫 번째 재 의 답은 질문에 한 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백을 받아내기 한 두 재 의 의도와 그들이 나 는 이야기의 맥락

과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

데스의 화를 통해 ‘Spiel’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가 직 이고 명

시 으로 드러난다.이것은 이 두 인물의 립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장

면의 목 에 부합한다.이에 비해 에서 살펴본  산호 에서 ‘eineBrille

aufsetzen’이라는 구의 이 의미는 함축 이고 내포 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은 한 계략으로 부호의 자백을 받아내고자 하는 두 재 들

의 의도를 보여주는 이 장면의 목 과 맞물린다.8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카이 의 희곡에서 단어들은 다양하거나 이

인 의미가 비되고 부각됨으로써 비 습 인 방식으로 사용된다.이

로써 그의 희곡 언어는 습 이거나 상투 인 표 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한편 카이 의 희곡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구는 일상 인 언어이긴 하

지만,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부호: -나는 끔 한 것을 강하게 연상시킬 수 있는 비참함에

해서는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나는 한 달

에 하루를 정했습니다:열린 목요일로.

Milliardär.Ja-ichwillvondem Elendnichtshören,dasmich

86) 한 자의 경우 단어의 양가 의미가 객에게 직 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후자의 경우 그 가능성은 상 으로 낮다.특히 후자의 경우 객이 독

일어 화자가 아닐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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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sFurchtbarezustarkerinnernkann.Deshalbhabe

ich einen Tag im Monat bestimmt: den offenen

Donnerstag.(Ko,663)

‘열린 목요일’이란 무엇인가?이 구는 일상 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구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그것은 이

말이 학술용어이거나 문용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열린 목요일’이란 자선을 호소하려는 사람

들에게 개방된 목요일을 의미한다.

에서 인용된 부분은  산호 의 1막에서 부호와 회색 옷을 입은 남

성이 자선 행 에 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의 인용문보다 앞부

분에서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은 부호의 자선 행 를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의 쟁을 끝내는 것으로 평가한다(Ko,661).그러자 의 인용문에

서 부호는 자선 행 를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라,끔

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비참함에 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이런 이유에서 부호는 한 달에 하루를 공개된 목요일로 정해

자선 행 를 한다.이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사정을 이야

기하면 부호의 분신인 비서가 이를 듣고 그들에게 지불 여부를

결정한다.이 게 함으로써 부호는 직 듣지 않고도 비참함을 경감시

켜 자신에게 끔 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없애려 한다.

의 경우와 달리 새롭게 규정되는 단어나 구가 먼 나오고 그에

한 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부호:쉼 없는 근면 -쉼 없는 도피.그 이상은 아닙니다.끔 한

것과 나 사이의 간격을 늘리기 해 나는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은총은 없었습니다.나는 그걸 알았습니다.나는 정

신없이 앞으로 내달았습니다.내 사지를 얼어붙게 했던 이 불

안은 나를 발명의 재간이 있게 만들었습니다.거기에 기계들

이 있습니다,그 기계들이 내 아버지를 착취했습니다 -그 기

계들이 내 어머니를 문고리에 매달았습니다 -그 기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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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휘하에 복종시킬 수 없다면,그 기계들이 나를 으스러뜨

릴 것입니다.이 작업이 -그의 기계들로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한,나와 끔 한 것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게 처음으로 휴식을 주었습니다!

Milliardär.RastloserFleiß-rastloserFlucht.Mehrnicht.Immer

weiter mußte ich, um den Abstand zwischen dem

Furchtbarenundmirzuverlängern.EsgabkeineGnade,

das hatte ich gesehen.Es hetzte mich vorwärts.Die

Angst, die mir in den Gliedern fror, machte mich

erfinderisch.DastehenMaschinen,diehabenmeinenVater

ausgesaugt-diehabenmeineMutterandenTürhaken

geschnürt- diewerden mich zermalmen,wenn ich sie

nicht unter mich zwinge. Das Werk - mit seinen

Maschinen-mitseinenMenschenzwischenmichunddas

Furchtbaregestellt-dashatmirdieersteRuhegegeben!

(Ko,661)

마치 모르는 단어를 사 에서 찾는 경우처럼, 의 인용문에서 앞에 나

온 표제어는 뒤따르는 설명으로 그 의미가 이해된다. 의 인용문은

부호와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부호가 부자가 된 경 에 해 화하

는 부분이다.이보다 앞부분에서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부호가 자신

의 힘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추측하자 부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

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Ko,662).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약함이란 무서

운 것에 한 공포이다. 부호는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은 근면 때문이

었으며,근면은 유년 시 의 비참한 기억으로부터의 도피 고,거기에서

휴식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의 인용문의 경우 뒤따른 설명을 통해,앞

에 치한 역설 표 이 부호의 특별한 체험으로 새롭게 이해된다.

이상으로 카이 의 희곡 문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고유한 리듬이 언

어의 반복과 어순 단어의 비 습 성격을 통해 나타나는 양상을 고

찰해 보았다.다음으로는 다른 특징인 문장의 축약과 이를 통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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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괴되고 문장이 해체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카이 의 문장은 기본 으로 사와 치사가 생략되는 등 간결하게

구성되며,심지어 단어 하나가 한 문장을 이루기도 한다.

목소리:독가스를!!

목소리들과 목소리들:독가스를!!!!

모든 목소리들:독가스를!!!!

Stimme.Giftgas!!

StimmenundStimmen.Giftgas!!!!

AlleStimmen.Gitfgas!!!!87)

인용문의 경우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강조되기도 한다. 가스 2부 의 1막에서 폭동이 일어나 가스 생산이

단되고,2막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한다.이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부호 노동자 Milliadärarbeiter’는 투를 한 가스 생산을

지하고 멸을 한 부역에서 벗어나 휴식할 것을 제안한다.그러나

청색 인물들과 교 하던 황색 인물들이 도착하고 가스 생산은 ‘기사

Grossingenieur’의 감독 하에 다시 재개된다.청색 인물들이 가스 공장을

령했던 1막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황색 인물들이 공장을 령한 3막에

서도 교 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스 생산 주문은 늘어만 가고 기야 이

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시 가스 생산 작업에 반발한다.2막에서

가스 생산 재개 작업을 지휘한 기사는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지

지한다. 기사는 노동을 강요하는 세계의 몰락을 해 노동자들에게 자

신이 발명한 독가스를 투척하라고 요구한다.이때 부호 노동자가 나타

나 작업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데,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괴하는 것

을 막기 해서이다. 의 인용문에서 이 두 인물의 주장에 노동자들의

87)GeorgKaiser:Gas․ZweiterTeil(KW,2),S.87.(앞으로 이 작품의 본문 인용

은 ‘GaⅡ,면수’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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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는 ‘독가스’라는 한 단어로 결국 이것을 투척하기로 결정한다.

카이 는 강조하려는 성분을 문장 끝에 치시키는 등 규칙화된 문법

을 괴하고,문법 구조사와 연결사를 없앰으로써 단순화되고 술어 없

이 고립된 명사나 보문식 구 로 압축한다.

부호의 아들:벽을 르고 -무미건조하게.지구가 흔들렸소.

기사:수백만 기압의 압력.

부호의 아들:쥐죽은 듯한 고요.

기사:섬멸의 강력한 반경.

부호의 아들: 가 아직도 살아 있나?

MilliardärsohnandieWandgepreßt-tonlos.DieErdewankte.

Ingenieur.DruckvonabermillionenAtmosphären.

Milliadärsohn.Totenstille.

Ingenieur.GewaltigerRadiusinVernichtung.

Milliadärsohn.Werlebtnoch?(Ga,17)

 가스 의 1막에서 가스 생산 시설이 폭발할 조를 보인다.그 원인에

해 왈가왈부하던 기사와 부호의 아들은 결국 폭발이 일어나자 이에

해 이야기를 나 다.카이 의 희곡에 사용되는,축약되고 응축된 언어

는 기존 개념을 거부하기 한 것이지만 그 자체는 한 기술화되고 산

업화된 근 사회의 반 이기도 하다.

카이 는 종종 그다지 요하지 않은 낱말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꼭

표 되어야 할 단어들,즉 의미상 핵심 인 단어만 남겨 놓는다.그의 희

곡에서 문장은 짧고 집약 으로 표 되곤 한다.

두 번째 청색 인물:빨간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세 번째 투

지에서의 보고: 들이 집되고 있음.유리 의 불이 꺼진다.

첫 번째 청색 인물:빨간 러그를 다른 자리에 꽂는다.

다섯 번째 청색 인물:녹색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세 번째

작업 보고:지시에 따라 하나만큼 작업량 수행.유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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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꺼진다.

첫 번째 청색 인물:녹색 러그를 다른 자리에 꽂는다.

[…]

네 번째 청색 인물:빨간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첫 번째 투

지에서의 보고: 들이 집되고 있음.유리 의 불이 꺼진다.

첫 번째 청색 인물:빨간 러그를 다른 자리에 꽂는다.

일곱 번째 청색 인물:녹색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첫 번째 작

업 보고:지시에 따라 두 개만큼 작업량 수행.유리 의

불이 꺼진다.

ZweiteBlauerfigurvorrothellerScheibe.Meldungvondrittem

Kampfabschnitt:Ballung von Feind im Werden.Scheibe

verlöscht.

ErsteBlauerfigurumstecktrotenStöpsel.

FünfteBlauerfigurvorgrünhellerScheibe.Meldungvondrittem

Werk:LeistungeinStrichunterAuftrag.Scheibeverlöscht.

ErsteBlauerfigurumstecktgrünenStöpsel.

VierteBlauerfigurvorrothellerScheibe.Meldungvonerstem

Kampfabschnitt:Ballung von Feind im Werden.Scheibe

verlöscht.

ErsteBlauerfigurumstecktrotenStöpsel.

Siebente Blauerfigur vor grünheller Scheibe.Meldung von

erstem Werk:LeistungzweiStrichunterAuftrag.Scheibe

verlöscht.(GaⅡ,61)

에서 인용된 부분은  가스 2부 의 1막 시작 부분이다.이 희곡은 청색

인물들이 노동자들의 가스 생산 성과를 기록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

된다.청색 인물들은 교 이며,가스는 투를 해 생산된다. 투가

치열해지면 가스 생산량도 증가되어야 한다.청색 인물들은 투지의 상

황을 보고한 후 가스 생산량을 보고한다. 투가 치열해질수록 가스 생

산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 외에 이들의 행동과 말도 기계 으

로 반복되고 축약되어 있다. 의 인용부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축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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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본질 인 것에 한 집 을,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경제

합리화를 표상한다.

이처럼 기술 ,경제 합리화의 결과로 축약되고 응축된 언어는 나아

가 침묵88)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청색 인물:녹색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세 번째 작

업 보고:--

기사: 쪽으로 -미터기를 보고 확인하면서.작업이 정지된다 -

노동자들이 떠난다!!

첫 번째 청색 인물:다른 작업들을 쇄하라!

여섯 번째 청색 인물:녹색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두 번째 작

업 보고:--

기사: 쪽으로.작업이 정지된다 --

일곱 번째 청색 인물:녹색 불이 켜진 유리 앞에서.첫 번째 작

업 보고:--

기사: 쪽으로.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떠난다!!

FünfteBlaufigurvorgrünhellerScheibe.Meldungvonzweitem

Werk:--

Grossingenieurhin - ablesend.Werk stehtstill- Arbeiter

verlassendieHallen!!

ErsteBlaufigur.SperrtdieanderenWerke!

SechsteBlaufigurvorgrünhellerScheibe.Meldungvonerstem

Werk:--

Grossingenieurhin.Werkstehtsill--

SiebenteBlaufigurvorgrünhellerScheibe.Meldungvonersten

88) 카이 의 희곡에서 극 인물의 사 가운데 간격 내지 침묵은 표

Gedankenstrich(‘-’)를 통해 표시된다.이와 같은 표는 제멋 로인 것 같지만

작가가 의도 으로 삽입한 것이다.텍스트에서 표로 표시되는 침묵은 발화자의

할 말 없음,주 ,숙고,흥분 등을 나타낸다.한편 침묵은 언어 의사소통으로도

비언어 의사소통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침묵이 화 가운데 단이나 부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언어 의사소통으로,언어 자체의 부재일 경우는 비언어 의

사소통으로 간주된다.Vgl.WinfriedNöth:HandbuchderSemiotik,Stuttgart/

Weimar2000,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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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k:--

Grossingenieurhin.ArbeiterverlassendieHallen!!(GaⅡ,69)

앞서 살펴보았듯이,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청색 인물들은 가스 생산

성과를 축약된 말로 기계 으로 반복해서 보고하고 기록한다.그러다가

노동자들이 업을 하면서 작업을 단하자, 기사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에 박힌 행동마 지한 채 멈춰 선 청색 인물들은 기계 으로

보고를 계속하려 하지만 할 말이 없다.축약되고 응축된 언어가 기술 ,

경제 과정이 일순간 정지되자 침묵으로 연결됨으로써,이러한 언어 사

용 방식이 그 과정과 하게 연 되어 있다는 이 드러난다.

지 까지 개념이나 기존의 제를 거부하는 표 수단으로서의 카이

의 희곡 문체의 특징을 리듬과 축약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그 가운데

반복성과 비 습성을 통해 나타나는 리듬은 사고를 강조함으로써 생성된

의미를 언어의 비 습성을 통해 방해함으로써 생긴다.한편 다른 특

징인 축약은 의미상 핵심 인 단어들만으로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문법이나 문장을 해체한다.따라서 축약은 기존 제나 개념을 거부하기

한 것이지만,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야기된 삶의 편성을 드러내기

도 한다.

이처럼 표 주의 문학은 시 의 경향에 맞서 극단 인 자유를 주장하

면서도 한 그 시 로부터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다.그

러므로 이들의 “창작행 는 […]삶의 편화와 개인의 단자화에 한

항인 동시에,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의 내면화”89)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편화된 삶과 고립된 자아는 등장인물들에게서 화가 불

가능해지고 독백과 합창이 가능해진다는 에서 드러난다.

89)후고 리드리히: 시의 구조.보들 르에서 20세기까지 ,장희창 옮김,한길

사 199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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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소통으로서 화의 한계

희곡의 말하기 Rede에는 화 Dialog뿐만 아니라,독백 Monolog과 합

창 Chor도 포함된다.이 가운데 화는 두 인물 혹은 다수의 인물들 사

이에 오가는 언어 교환이다.인물들 간의 언어 교환으로서 화는 말하

기와 응답 Replik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응답이 의미하는 것은 “ 화는

인물들이 단지 차례로 말함으로써 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기가 명

시 으로 서로 련됨으로써 실 된다.”라는 것이다.90)희곡에서는 등장

인물만이 구체 인 상황에서 말을 함으로써 등장인물간의 화는 상황과

연 되고 여기에서 행 의 동기나 갈등이 표출된다.이로써 화는 인물

의 됨됨이를 드러내고 극 행 를 발 시킨다.18세기 이래로 인물간의

상호 작용에 근거해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담화 Gespräch”로서 이와

같은 화가 “희곡 언어의 규범”이 된다.91)

희곡에서 말하기가 곧 화는 아니며, 화가 상호 이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희곡에서의 언어 규범으로 우 를 했던 것은

상호 이해를 뜻하는 화 다.페터 쏜디 PeterSzondi에 따르면 세기

환기에 나타나는 희곡의 기는 바로 이러한 화의 기이다.92)쏜디

뿐만 아니라 한스-티스 만 Hans-ThiesLehmann,93)게르다 포쉬만

GerdaPoschmann,94)아드리안나 하스 AdriannaHass,95) 스 로젤트

JensRoselt96)등의 학자들도 세기 환기 이래 희곡에 드러난 화의

90)Fischer-Lichte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S.67:„[E]in

Dialog [kommt]nichtlediglich dadurch zu Stande kommt,dass Figuren

nacheinandersprechen,sonderndassdieRedebeiträgesichexplizitaufeinander

beziehen.‟

91)Vgl.Fischer-Lichteu.a.(Hg.):a.a.O.,S.69.

92)쏜디: 의 책,5쪽과 84쪽 참조.

93)Vgl.Hans-ThiesLehmann:PostdramatischesTheater,2.Aufl.,Frankfurta.

M.2001,S.78.

94)Vgl.GerdaPoschmann:DernichtmehrdramatischeTheatertext.Aktuelle

BühnenstückeundihredramaturgischeAnalyse,Tübingen1997,S.34.

95)Vgl.Brauneku.a.(Hg.):Theaterlexikon1,S.285f.

96)Vgl.Fischer-Lichte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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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지 한다.즉 세기 환기 이래로 희곡에서 드러나는 화는 형

식 으로는 인물들 사이의 언어 교환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

도 의사소통의 좌 을 드러냄으로써 통 화와는 차별화된다.이것

은 카이 의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이다.

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극 인물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

는 것을 보여 다.그런데 립되는 주장이 교체되는 인물들의 말은

화 연 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화 연 성이 사라지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화에서 두 인물간의 주장은 립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

에는 형식 으로 화 연 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부호:모두가 도피 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그리고 가장 빨리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

부호:가장 당황한 겁쟁이들이 -

회색 옷을 입은 남성:승리합니다!

부호:나 같은 사람처럼!

Milliadär.AllesindaufderFlucht.

DerHerrinGrau.Unddieam raschestenFliehenden-die-

Milliadär.DieverstörtestenFeiglinge-

DerHerrinGrau.Triumphieren!

Milliadär.Wiemeinesgleichen!(Ko,664)

에서 인용된 부분은  산호 의 1막에서 부호와 회색 옷을 입은 남성

이 부호가 부자가 된 경 에 해 나 는 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다.여기서 이들은 표면 으로는 승리자라는 주제에 해 동일한 견해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이 두 등장인물의 말은 각각 상 방이 말한 단

어에 연결되도록 구성된다.

의 인용부에서 부호의 말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은 ‘그리고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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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속사로 말을 시작함으로써 두 인물은 동일한 견해를 지닌 듯한

인상을 다.이러한 인상은 다시 부호가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문장

을 끝내는 ‘이 die’라는 단어로 말을 시작함으로써 지속된다.이어서 부

호는 동사 없이 명사구로만 말을 맺는데,이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동사를 말함으로써 부호의 말과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의 말은 한 문장

인 듯한 인상을 다.

그러나 의 인용문이 두 인물의 견해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될 경우,이것은 이들의 견해가 립되는 화의 앞선 맥락과는 일치하

지 않는다.97)

그런데 의 인용문에서 부호의 말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킨다면 ‘모

두가 도피 입니다.가장 당황한 겁쟁이들이 -나 같은 사람처럼!’이 되

며,회색 옷을 입은 남성의 말은 ‘모두가 도피 입니다.그리고 가장 빨

리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승리합니다!’가 된다. 의 인용문에서도

부호는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반면,회색 옷을 입은 남성은 부

호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즉 이들은 각각 지 까지의 서로의 입장

을 요약하여 표 하는 것이다.심지어 이 상황은 각자가 차례 로 자신

의 견해를 밝히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화 상 방의 말을 간

에 끊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호와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 까지 립되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과 그들의 말은 각각 지 까지의 서로의 입장을 요약하여

표 한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이들은 화를 통해 서로 향을 주

고받으며 일정한 합일 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립 인 주장만을 내세울 뿐이다.

외견상 동일한 견해의 확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견해를 보

여주는 이 화는 일종의 은폐된 격행 사 Stichomythie처럼 보인다.

97)이미 본문 51-52쪽에서 살펴보았듯이,이 화의 앞부분에서 회색 옷을 입은 남

성과 부호는 부호가 부유하게 된 경 에 해 립 인 견해를 내세운다(Ko,

6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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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화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격행 사의 수사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지만,문장이 상 방이 말한 단어에 연결되게 구성되어 상

이한 견해가 교체되도록 한 일종의 격행 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의 화에서 화 연 성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여기에서 두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나 논쟁은 한편으로

문장이 상 방이 말한 단어에 연결되게 구성됨으로써 화 연 성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화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지 않음으로

써,즉 화 연 성이 약해짐으로써 그 두 인물의 상이한 주장이 평

행 으로 개되는 것을 보여 뿐이다.이 두 인물은 서로 상 방의 주

장을 듣고 그 논거를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박함으로써 화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차례가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말함으로써― 는 더 이상 상

방의 주장을 듣거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도 않고 상 방의 말을

단시키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움으로써―이 두 인물의 말하기는 발화의

교체가 될 뿐이다.

의 인용문에서는 주장이 립되지만 화 연 성이 어느 정도 유

지되고 있다면, 화 연 성이 더욱 약해지고 개인의 말이 일방 인

주장이 됨으로써 동문서답 식으로 화가 해체되는 양상을  산호 에서

살펴보자.앞의 Ⅰ장 2 에서 살펴본 ‘ 술’에 한 논쟁에서 의사

와 박물 장은 각기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그들의 논쟁은 계속된

다.

의사:그것이 가능합니까 -자기기만 없이?

박물 장:그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의사: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 히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박물 장:사람은 미래를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의사:당신의 화랑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박물 장:더 이상 나는 내 권리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나는 삶에서 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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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Arzt.Istdasmöglich-ohneSelbstbetrug?

Museumsdirektor.Dasweißichnicht.

Arzt.Ichfürchte,dieKreuztragungistunabwendbar.

Museumsdirektor.ManmußdieZukunftfestwollen.

Arzt.InIhrerGaleriemagesgelingen.

Museumsdirektor.WeitersetzeichauchmeineAnsprüchenicht.

Arzt.Im Leben,denkeich,wirdniemandüberseinenSchatten

springenkönnen.(Ko,671)

부호가 틴토 토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를 기증하려 했

으나 박물 장이 이를 거부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 박물 장과 의사의

술에 한 논쟁이 시작된다.박물 장은 자신의 박물 에서 이 의 술

작품을 제외시키고자 하며,의사는 이러한 견해에 반 한다.

인용문의 도입부는 의사의 질문과 박물 장의 답으로 구성됨으로

써 기본 인 화의 형식을 보여 다.그러나 이후 의사와 박물 장의

화는 순서 로 이루어지지만,그 내용은 각 인물의 단언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상 방의 주장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립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된다.이것은 의사의 발언에서 확인된

다.앞서 박물 장이 언 한 ‘십자가를 지는 것 Kreuztragung’이나 ‘그림

자 Schatten’라는 단어를 의사도 인용문에서 사용한다.따라서 그가

박물 장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의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화의 흐름에 따라 상 방에게 응하거나 반박

하기 해서가 아니라 다만 상 방과 립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해서이다.

의 인용문에서 의사는 바로 앞에서 ‘십자가와 같은 거 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박물 장의 말을 ‘그것 das’이라는 단어로 받

아 그의 주장이 가능한지를 질문한다.이에 박물 장은 의사의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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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것 das’이라는 단어로 받아 답한다.다음 부분에서 의사는 ‘십

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박물 장과는 립되는 견해를

표명하지만,이것은 앞선 박물 장의 답과는 무 하다.오히려 의사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앞선 발언의 확인으로 볼 수 있다.이 말에 박물

장은 ‘미래 Zukunft’를 언 하는데,이 단어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의 앞의 언 ― 에서 제시된 인용문보다 앞의 발언―과 연결된다.그

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의사의 말과는 직 계가 없는 새로운

단어이다.이로써 그들의 화에서 무연 성이 드러난다.의사는 박물

장의 말을 ‘그것 es’이라는 명사로 받지만 여기에 ‘당신의 화랑에서 in

IhrerGalerie’라는 구를 조건으로 덧붙여 가능성의 역을 제한시킨다.

이로써 의사의 발언은 박물 장의 발언과는 다른 지 으로 이동할 것임

을 알린다.박물 장이 술,더 나아가 삶의 과거와 미래를 비시킨다

면,의사는 술과 삶을 비시킨다.이에 박물 장은 의사의 언 과는

상 없이 ‘나의 권리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응 한다.그러자 이번에는

의사가 바로 앞의 박물 장의 발언과는 상 없는 ‘그림자’를 언 함으로

써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어떠한 명시 연 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오히려 의사의 발언에서 언 된 ‘삶에서 im Leben’라는 구는 그

자신의 앞선 발언에서 사용된 구인 ‘당신의 화랑에서’와 조응된다.구의

조응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의사의 발언은 그 자신의 앞선 발언과 연결

된다.

한편으로 인용부의 처음에 의사와 박물 장의 말하기는 ‘그것 das’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 방의 발언을 받음으로써 화 연 성을 보

여 다.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의사와 박물 장의 질문과 답은 화

연 성의 약화도 드러낸다.‘가능한 mögli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사

의 질문은 상 측 주장의 가능성에 한 문제 제기이다.그러나 이에

한 박물 장의 답은 가능성에 한 가부나 반박이 아니다.

이후에 이 인물들은 교 로 발언하고 있지만,그들의 말하기에서는

화 연 성이 더욱 약화된다.의사의 발언은 (불)가능성에 이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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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가능성에 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의사의 발언에서는 차례로

불가능성 (‘unabwendbar’),가능성의 불확실함 혹은 가능성에 한 회의

(‘mag’),불가능성 (‘niemandkönnen’)이 표명된다.이에 반해 박물 장의

발언에서는 당 성 (‘muß’)이 주장되거나 권리의 반면으로서 의무

(‘Ansprüchenichtsetzen’)가 주장된다.그들의 말하기는 서로 이 어

나 있고 상 방의 발언과는 상 없이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나열한다.

서로 립 인 것으로 드러나는 이들 두 인물 각자의 주장은 각각 일

성이 있다.하지만 그들 각자는 상 방의 말에 히 응하지 않고 자

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면서도 다르게 표 할 뿐이다.결국 이 두 인물은

언어 연 성 없이 각자의 견해만을 주장함으로써 이들 간에는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사물에 해서조차도 이 두 인물 간의 견해 차이는 좁 지지

않는다. 부호의 요트에 승선한 이 두 인물이 알바트로스라는 화물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립 인 것으로 드러난다.

의사:차일 아래로 들어서면서. 배는 정말 완 히 둔 한 궤짝

같군.

박물 장:그를 따라오면서. 배는 알바트로스라는 자신의 이름

의 명 를 높이는군.

의사:당신은 에 다른 승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박물 장:그것이 아마도 여행의 매력이었지요.

의사:감사합니다.

여가수:그들에게 다가온다,코닥 카메라를 등에 메고서.비 엄수

-가족 같은 장면이군요!

Arztunter das Sonnensegeltretend.Das istja ein ganz

schwerfälligerKasten.

Museumsdirektorihm folgend.Ermachteben seinem Namen

AlbatrosEhre.

Arzt.Haben Sie sonst noch Passagiere drüben entdeck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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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direktor.DasistvielleichtderReizderReisegewesen.

Arzt.Ichdanke.

Sängerin tritt zu ihnen, den Kodak im Rücken haltend.

Diskretion-Familienszene!(Ko,673)

이들이 화물선 알바트로스를 바라보는 립 인 시선은  악의 꽃 에서

거 한 바닷새 ‘알바트로스’98)를 묘사하는 보들 르의 이 시선을 상

기시킨다. 술에 부정 인 견해를 가진 의사는 알바트로스라는 화

물선을 보들 르의 시에서 ‘우습고 흉한 꼴’로 묘사된 것과 흡사하게 부

정 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반면 술을 옹호하는 박물 장이 알바

트로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들 르의 시에서 ‘폭풍 속을 넘나드는 창공

의 왕자’로 보는 시선처럼 정 으로 드러난다.

인용문의 처음 부분에서 의사와 박물 장은 화물선 알바트로스를

바라보는 립 인 견해를 드러낸다.의사는 알바트로스호를 ‘궤짝 같은

배 Kasten’로 지칭하고 박물 장은 이를 ‘그 er’로 받는다.이로써 처음

부분에서 그들의 말하기는 화 연 성을 지니는 립 주장이다.그

러나 이어지는 화에서 그들의 말하기는 화 연 성을 잃는다.처음

의 립 인 견해 표명 이후 느닷없이 의사는 박물 장에게 ‘ 의 승

객들 Passagieredrüben’에 해 묻는다.이에 박물 장은 승객들이 있다

없다로 답하는 신 의사의 말과 직 으로 련이 없는 ‘그것 das’이

라는 단어로 응 한다.더구나 이 뒷부분은 앞부분과는 달리 재 완료

시제가 사용된다.박물 장의 응 에 의사는 고마움을 표시한다.

화 연 성을 잃고 언뜻 보아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논리의 비

약을 드러내는 인용문의 뒷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먼 그들

이 이러한 화를 나 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무더운 어느 여름날 의사

와 박물 장은 부호의 요트인 ‘바다의 자유 dieMeeresfreiheit’호에

승선해 갑 에서 얼음이 든 음료를 마시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98)보들 르:｢알바트로스｣,실린 곳:보들 르: 악의 꽃 ,윤 애 옮김,문학과 지

성사 2004,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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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그들은 부호의 아들이 화부로 일하는 석탄 운반선인 알바트

로스를 보고 의 화를 나 게 된다.

인용문의 첫 부분에서 그들이 알바트로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립

이 드러난다.의사는 재완료시제를 사용하여 질문을 계속한다.이로써

그의 질문은 간 으로 박물 장의 견해에 한 반박이 되며 자신의 주

장을 철시키고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답을 박물 장에게 이끌어 내

기 한 것이 된다.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지 에서 승객들

을 발견할 수 없다.그런데 당신은 승객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일 것

이다.그리고 이 말은 한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이곳에 늦게 도착했는

데 혹시 먼 와서 승객들이라도 본 것인가’라는 질문과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함께 있었으니 당신이 이곳에 먼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

에서 승객들을 발견할 수 없으니 나의 견해가 옳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내포하는 것이다.

의사의 질문은 그가 박물 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기에 던지는 물음

이다.그는 박물 장이 자신과 달리 ‘바다의 자유’호와 비길 수 없이 하

잘 것 없는 석탄 운반선인 알바트로스를 명성이 높은 배로 표 하자 이

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그는 그들이 승선한 ‘바다의 자유’호

에서처럼 ‘알바트로스’호의 갑 에도 승선을 즐기는 승객들이 있었는

지를 묻는 것이다.물론 그는 ‘알바트로스’호를 바라보고 있고 그 배가

석탄운반선이므로 갑 에 승객들이 없는 알면서도 박물 장의 견해를

반박하기 해 이 게 물었을 것이다.이때 그는 재완료시제를 사용한

다.그는 박물 장보다 먼 차일 아래로 들어서며 갑 에 승객들이

없는 알바트로스를 바라본다.그런데 그는 재완료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 의 사태에 해 묻는다.

이로써 그는 자신보다 늦게 알바트로스를 바라보게 된 박물 장이 그의

질문에 히 답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다.왜냐하면 박물 장이

의사보다 늦게 도착했으므로 그 이 의 사태에 해서 박물 장은 답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의사는 재완료시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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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질문은 박물 장의 견해에 한 반박이며 자신의 주장을 철시키

고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답을 상 방에게서 이끌어 내기 한 것이

다.

이와 같은 의사의 질문에 박물 장은 그것이 여행의 매력이었다고

재완료시제로 답한다.그것이란 승객들이 갑 에서 여행을 즐기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이로써 박물 장의 답은 여객선의 승객들의 경

우로 일반화된다.박물 장의 답은 재완료시제와 일반화를 통해 과

거의 사태와 여행선의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석탄운반선인 알바트로스에

한 의사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박물 장은 의사의 질문에 직 으로 알바트로스의 갑 에 승객들이

있다 없다로 답하지 않는다.의사의 질문이 알바트로스의 승객들에 한

정되는데 반해,박물 장의 답은 여객선의 승객들의 경우로 일반화된

다.그런데 그는 재완료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상황을 언 하지

만 재의 상황은 언 하지 않거나 지 은 그러한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

고 재는 상황이 바 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이로써 박물 장은 갑

에서 여행을 즐기는 것이 과거에는 여행의 매력이었다는 은 인정하

지만,그것이 과거의 사태와 여객선의 경우로 한정됨으로써,석탄운반선

인 알바트로스에 한 의사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의사의 견해

로 여행을 즐기는 승객들이 있는지의 여부는 여객선의 평가기 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석탄운반선의 평가기 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물 장의 반

박인 것이다.

의사는 박물 장의 답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여가수의 등장과 함

께 화는 끝난다.여기서 그의 인사가 박물 장의 답을 자신의 주장

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고맙다고 한 것인지,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화를 끝맺기 해 의례 으로 한 인사

인지는 알 수 없다.

의사와 박물 장이 가까이에서 화를 주고받으며 외 상 가족 같은

친 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알바트로스라는 배에 한 두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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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화를 통해 자신의 만을 고수하거나 상

방을 이해하지도 못함으로써 두 인물 간의 입장차이만 드러난다.이들은

앞선 화에서 술에 한 립 인 입장을 드러내고 이러한 립

입장은 ‘알바트로스’호에 한 견해에서도 반복되는데 이것은 결국

과거와 재 혹은 미래의 문제와 연 되는 것이다.카이 의 희곡에서

의사소통을 한 화나 사건 진행이 진 되는 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의 화만이 나타날 뿐이다.

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둘 혹은 다수의 의견이 상호 이해에 기여하

지 않음으로써 통 화의 틀에서 벗어난다. 화 당사자들은 상 방

에게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서로 단호히

립한다.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실질 으로 화가 아니라 평행선을 달

리는 상반된 주장일 뿐이다.이 외견상의 화는 화의 형식에도 불구

하고 서로 비껴가는 두 개의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각 등장인물은 상 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찬반을 표명하는 화

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각자의 상이한 주장을 견지한 채 상 방을

향해서가 아니라 군 을 향해 연설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뢸99)이나 가이 리히100)는 등장인물들이 연단에서

번갈아 립 주장을 펼치는 것을 등장인물 간의 화로 분석한다.나

아가 가이 리히는 등장인물이 연단에서 홀로 비교 길게 자신의 주장

을 펼치는 것을 독백101)이나 합창102)으로 분석한다.따라서 기존의 연구

에서는 화와 독백 그리고 합창의 구분 기 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난

다.103) 가스 와  가스 2부 에서 등장인물들이 연단에서 말하는 것은 등

99)Vgl.Gröll:UntersuchungzurDialektikinderDichtungGeorgKaiser,S.147.

100)Vgl.Geifrig:Georg Kaisers Sprache im Drama des expressionistischen

Zeitraums,S.121ff.

101)Vgl.Geifrig:a.a.O.,S.118ff.

102)Vgl.Geifrig:a.a.O.,S.127f.

103)본 장의 분석 상인  가스 와  가스 2부 는 후더가 편집한 카이 집에 실

린 텍스트가 사용되었다.그뢸이 분석 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1928년 키펜호이

어 출 사에서 출 된 것이며,가이 리히는  가스 의 경우 1918년, 가스 2부 의

경우 1920년의 최 본을 사용한다.여기에서 기존 연구와 본 논문의 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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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물이 홀로 비교 길게 자신만의 주장을 펼친다는 에서 독백 특

성을 보이기는 하지만,극 의 군 을 향해 말한다는 에서 독백으로

보기 어렵다. 한 연단에서 펼쳐지는 등장인물들의 주장은 그 말의 수

신자가 립 주장을 견지한 상 방이 아니라 극 군 이라는 에서

두 인물간의 화로 간주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등장인물이 연단에서 극 군 을 향해 말하는 것은 집단

성을 기 으로 연설과 합창으로 나 어 분석될 것이다.즉 연단에서 말

하기는 연단에서 말하는 인물이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 인물의 말하기가 집단을 표하고 있는가에 따라 연설과 합창으로 구

분될 것이다.

이제 살펴볼  가스 에서 부호의 아들과 기사는 극 군 을 향해 연

설한다. 부호의 아들,기사 그리고 극 군 은 가스 생산 공장에서

표자,기사 그리고 노동자로서 일정한 계를 맺고 있으나 부호의 아

들과 기사는 극 군 에 포함되지 않는다.연단에서 군 속의 인물들

이 그들이 처한 집단의 상황이나 상태를 이야기함으로써 집단을 변하

고 있는 반면,이러한 상황에 한 일종의 해결책을 주장하는 부호의

아들과 기사의 말은 집단 밖에서 그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을 변하지 않는다.

가스 폭발 이후 부호의 아들과 기사는 가스 생산 재개에 해 립

인 주장을 하고 있다.이들은 화를 통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

지도,서로를 설득시키지도 못한다.그래서 그들은 각각 군집한 노동자들

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연설하고 군 에게 자신의 주장을 따를 것을 호

인 텍스트,특히 이 부분이 동일한지가,즉 두 인물 간의 화인지 각각의 인물과

군 간의 화인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카이 가 자신의 희곡을

개작했다는 과 후더가 편집한 6권으로 구성된 카이 집이 1970년 이후에

출 되어 그 이 까지는 분석 상으로 동일한 텍스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에

기인한다.이 부분이 기존 연구 로 카이 집이 발간되기 의 텍스트에서 두

인물간의 화이고 카이 집에 수록된 텍스트에서는 각각의 인물과 군 간의

화라서 텍스트상 다르게 구성되었더라도,이러한 개작에서 개인 간의 화의

단 을 형상화하기 한 카이 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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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

기사가 연단 로 올라간다.

[…]

부호의 아들:아래에서.작업장 밖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거

주지로 향하시오!

기사:여기 있으시오!!--여기 이 작업장에 있으시오!!-여기 내

가 여러분을 한 커다란 목소리요 -그 목소리가 여기서 울

려 퍼지고 있소!!

부호의 아들:작업장 밖으로 나오시오!

기사:작업장에 있으시오 --사기꾼이 되지 마시오!!

DerIngenieuraufdieTribüne

[…]

Milliadärsohnunten.KommtausderHalle--undrichtetdie

Siedlungein!

Ingenieur.Stehthier!!--stehthierinderHalle!!-Stimme

binichhiergroßfüreuch-diedröhnthier!!

Milliadärsohn.KommtausderHalle!

Ingenieur.StehtinderHalle--seidnichtBetrüger!!(Ga,48)

 가스 의 2막에서 작업장이 폭발하자 부호의 아들은 이곳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로 바꾸려고 한다.왜냐하면 가스 생산 공식에는 오

류가 없었는데도 가스가 폭발했으므로,공장을 재건해 이 공식에 따라

생산을 계속한다면 가스는 결국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그

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에서의 일을 멈추라고 요청한다.반면 기사는 작

업장에서 일을 계속하라고 호소한다.

의 인용문에서 부호의 아들과 기사는 극 군 을 향해 서로 립

인 주장을 펼친다.이때 부호의 아들은 ‘나오다 kommen’와 ‘밖으로

a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기사는 ‘머물다 stehen’와 ‘안에 in’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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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즉 그들은 립 으로 연 되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인

물들의 말에서 화 연 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가스 에서와 달리  가스 2부 에서는 인물들의 주장은 립

이기는 하나,그들의 주장에서 립 으로 연 되는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말은 아무런 연 없이 평행 으로 개된다.

부호 노동자:계단 아래로 내려가서.작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에게 보잘 것 없는 임무를 수행하시오!

기사:연단 에서.여러분을 독살시킬 투척을 목표로 삼으시오!!

부호 노동자:작업으로 돌아가시오!!

기사: 로 빨간 공을 들면서.지배권을 세우시오!!

부호 노동자:제국을 건설하시오!!

기사:독가스를 화하시오!!!

MilliadärarbeiteraufStufenherunter.KehrtinsWerkum und

leistetdenDienst,dereuchgeringist!

Grossingenieur oben aufder Tribüne.Zieltden Wurf,der

entscheidetfüreuchmiteinerVergiftung!!

Milliadärarbeiter.KehrtinsWerkum!!

Grossingenieur die rote Kugel über sich. Errichtet die

Herrschaft!!

Milliadärarbeiter.GründetdasReich!!

Grossingenieur.ZündetdasGiftgas!!!(GaⅡ,87)

이 인용문에서도 부호 노동자와 기사는 상 방을 향해서가 아니라

군 을 향해서 연설한다.텍스트는 부호 노동자와 기사의 말로만 이

루어지고 그들의 상 방인 극 군 은 침묵하며 각각의 연설을 듣고만

있기 때문에, 의 인용문에서 화는 부호 노동자와 기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텍스트에서 이들의 호소의 강도는 느

낌표를 통해 차별화된다.104)더욱이 그 강도가 순차 으로 증되어 나

104)희곡 텍스트에서 사용된 느낌표는 공연 시에 목소리의 강도라는 언어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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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으로써 그 주장 간에는 연 성이 있다는 인상이 생긴다.그러나 이

두 인물이 상 방의 이 발화에 자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그들의

주장은 결국 말하는 상 방이 아니라 침묵하는 극 군 을 향한 것이

다.침묵이 화 가운데 단이나 부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언어 의사

소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105)여기에서 극 군 의 침묵도 언어

의사소통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화는 각

각 부호 노동자와 극 군 의 화 기사와 극 군 의 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군 을 향해 펼치는 부호 노동자와 기사의 주장은 립 으로 드

러난다.그런데 이들은 다른 인물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사용된

단어와 연상 으로 상응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물의 말과는

연 이 없는 단어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일반 으로 희곡에서의 화가 ‘주장 Rede’과 ‘응답 Gegenrede’의 형식

으로 규정되는 반면,106) 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주장’과 ‘반박

Widerrede’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107)두 인물간의 혹은 다수의 인

물들 간의 화에서 ‘응답’은 ‘답 Replik’으로서 ‘주장’에 해 찬성이나

반 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반면에 카이 는

paralinguistischeZeichen로 실 된다.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느낌표는 임의

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 하에 삽입된 것이다. 의 인용문에서 차

등 으로 사용된 느낌표는 호소의 강도를 지시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호소 강도

의 차 강화는 립 주장에 한 인물 자신의 주장의 강화를 드러낸다.

인용문에서 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극단 으로 강화한다는 이 일련의 느낌표

를 통해 나타난다.이로써 카이 는 희곡에서 말로 달되는 표 이외에 다른

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05)Vgl.Nöth:HandbuchderSemiotik,S.322.

106)Vgl.Braunecku.a.(Hg.):Theaterlexikon1,S.285.

107)카이 가 화를 ‘주장’과 ‘반박’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서는 이미 본문 Ⅰ장에

서 살펴보았다.카이 는 ｢ 라톤의 드라마｣에서 ‘Widerrede’를 ‘응답’보다는 ‘반

박’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본문에서 ‘반박’으로 번역된 용어 ‘Widerrede’는 단어

자체로는 ‘Gegenrede’와 마찬가지로 ‘응답’으로 번역될 수 있다.독일어에서

‘wider’나 ‘gegen’은 치사로서 의미상 차이가 있으나 명사를 생시킬 때는 의

미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Vgl.WolfgangFleischeru.a.:Wortbildung

derdeutschenGegenwartssprache,Tübingen1992,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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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장’과 ‘반박’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인물들 간의 주장을 립시킬

뿐이다.개인의 말은 일방 인 명제가 되고 주장이 됨으로써 화는

방향 의사소통이 아니라 독백처럼 일방향 의사소통으로 기능한다.

카이 의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표

면 으로는 결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다.그들은 표면 으

로는 서로 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사

소통의 목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상호 이해

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의사소통의 장애 오해를 유발하거

나 몰이해의 상황에서 개된다.

이러한 화의 특성은 언어 연 성이 상실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에서도 확인된다.희곡에서 화는 언어 연 성 유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108)일반 으로 희곡의 화에서 인물들은 그들의 논거를 개진

하고 화 상 방의 상 논거를 듣고 이해하며 이를 증명하거나 반증하

기 해 상 논거에서 다시 시작함으로써,109)이들의 화에서는 언어

연 성이 유지된다.이와는 달리 언어 연 성이 사라진 화에서

인물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의문시된다. 통 화에서 인물들 사이의

언어교환이 언어 연 성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다면,카이 의 희

곡의 화에서 인물들 사이의 언어교환은 언어 연 성이 상실되는 경

향을 더 빈번하게 보여 다.

한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그뢸이나 가이 리히는 카이 희곡의 화

에서 격행 사와 엇나가는 화 Aneinandervorbeireden의 양상이 병존하

는 것으로 분석한다.

격행 사는 주장 Rede과 반박 Gegenrede을 교 로 제시하는 ‘말의

결 Rededuell’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나 논쟁을 묘사하는 데

108)로젤트는 화를 ‘맥락을 유지하는 화 GebundenerDialog’와 ‘맥락 없는 화

UngebundenerDialog’로 별한다.이러한 구분 역시 화를 언어 연 성 유무

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Vgl.Fischer-Lichteu.a.(Hg.):Metzler

Lexikon.Theatertheorie,S.68.

109)Vgl.E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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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격행 사의 최고의 수사 특징 의 하나는 두 번째 화 상

방이 선행자가 사용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이다.110)

엇나가는 화는 “교 로 이루어지는 발화와 이에 한 반박이 더 이

상 서로 여하지 않고,각기 서로에게 말이 먹 들어가지 않아 다시 자

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수정되지 않은 형태로 주 으로 생각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111)이러한 화에서는 “언어 혹은 연상 련 없이

두 가지 주장이 평행 으로 개”된다.112)

따라서 격행 사가 언어 연속성을 유지하는 화의 특성을 지닌다

면,엇나가는 화는 언어 연 성을 상실하는 화의 특성을 지닌다.

즉 격행 사에서는 인물간의 화 사이에 립 인 언어 연 성이 나

타나고,엇나가는 화에서는 언어 연 성이 상실된다.

그런데 카이 의 희곡에서 격행 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된 바 로

언어 연 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 연 성은 약화된 것으로 드러난

다.즉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난 화에서는 언어 연 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뢸과 가이 리히의 기존 연구에

서는 화 상 방이 존재하는 화를 독백으로 분석하거나 화 당사자

가 아닌 극 인물의 말을 화로 분석함으로써 화와 독백 그리고 합

창의 구분 기 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난다.이것은 이들의 연구에서

화의 당사자들,특성과 계 그리고 화의 양상에 한 고찰이 미흡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화는 두 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

110)Vgl.Braunecku.a.(Hg.):Theaterlexikon1,S.944.

111)Gröll:UntersuchungzurDialektikinderDichtungGeorgKaiser,S.148:

„RedeundGegenrede[einhaken]im Wechselnichtmehrineinander,sondern

[abprallen]jeweilsam Gegenüber,aufsichselbstzurückverwiesenwerdenund

inunkorrigierterForm subjektiveinenGedankenweiterspinnen[…].‟

112)Geifrig:GeorgKaisersSpracheim DramadesexpressionistischenZeitraums,

S.123:„dasNebeneinanderzweierArgumentationsebenenohnedirekteverbale

oderassoziativeBezü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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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그런데 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개인 간의 말하기와 개인과 군 간의 말하기로 구분될 수 있는

데,이는 두 경우가 다른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개인 간의 말하기는

화로 나타나는 반면,개인과 군 간의 말하기는 연설과 합창으로 나타

난다.개인 간의 화에서 발언 순서는 교체되지만 의사소통의 장애와

일방향성이 나타난다.반면 개인과 군 간의 연설과 합창에서는 오히려

호소와 결정,주장과 동의를 통해 의사소통의 실 과 방향성이 나타난

다.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 간의 말하기와 개인과 군 간의

말하기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는 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화나 독백

과 합창의 구분 기 이 모호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화는 언어 연 성의 유지 여부와 참여하는 인물의 집

단성에 따라 구분된다. 화에 참여하는 인물의 집단성에 따라 개인 간

의 말하기 개인과 군 간의 말하기로 구분하고,개인 간의 말하기는

화로,개인과 군 간의 말하기는 연설과 합창으로 구분한다. 한

화나 연설은 언어 연 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카이 의 희곡에서 화는 상호 작용으로서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화 상 자들 사이에 나타

나는 상호 이해의 어려움을,오해나 몰이해의 상황을 드러낸다.이러한

화의 특성은 언어 연 성이 상실된다는 에서도 확인된다. 통

화에서 인물들 사이의 언어교환이 연 성을 보여 다면,카이 의 희

곡에서 개되는 화는 언어 연 성을 보이지만,그것은 약화되어 있

거나 비연 성을 보이는 경향을 드러낸다.카이 의 희곡에서 개되는

화는 외견상 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지

는 못하고 있다.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은 동문서답 식으로 각자 자기주장

만 함으로써, 화는 평행 으로 개되고 립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카

이 의 희곡에서의 화는 의사소통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통 연극

에서의 화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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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백과 합창의 가능성

의사소통이 장애를 드러냄으로써 희곡에서 화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감정이입의 근 를 이루는 환상을 깬다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이유

로 기피되어 왔던 독백과 합창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한다.

화는 해체되고 상 역은 사라짐으로써 등장인물들에게 그들의 감추

어진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독백이 가능해진다.물론 이것은 표 주의 희

곡의 유물은 아니다.셰익스피어,질풍노도,낭만주의 등 세계를 자연

주의 인 방식으로 묘사하려 하지 않았던 시 에는 독백을 즐겨 사용하

기도 했지만,사실주의나 자연주의는 꿈,몽유병,취기나 서정 감정 토

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때만 독백을 인정했다.113)독백은 화에 비해

외 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희곡의 화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카이 의 희곡에서는 독백이 작품의 개나 논리와 상 없이

존재하며,시체나 가상의 화 상 에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화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부호:마침내 갑작스럽게 일어선다.그는 권총을 찾는다 -권총

을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여기서는 아니야!--우거진 숲

속에서!--흐려지는 이 록 가지를 바라본다 --푸른

하늘 조각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작은 새가 운다!벽을

곁 질로 바라보면서.처형장에 세워진 것인가?--잘려 나

간 건가?--도주가 실패했나?--따라잡혔나?--팔을

흔들면서.나를 가게 해 줘 --나를 붙잡지 마 --나는

어린아이처럼 희들이 무서워!!헐떡이며 사진을 따라 달려

가면서 손으로 치면서.출구가 --출구가 --소리치면서.

출구가!!

Milliadärendlichsprunghaftauf.ErsuchtdenRevolver-stößt

113)빠트리스 비스: 연극학 사  ,신 숙/윤학로 옮김, 미학사 1999,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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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nindieTasche.Hiernicht!--Im Walddickicht!--

BrechendesAugesiehtgrünesGezweig--Stückblauen

Himmels flutet herab - - kleiner Vogelklingt! Mit

schrägen Blicken nach den Wänden. Gestellt? - -

Abgeschnitten?DieFluchtmißlungen?--Eingeholt?--

DieArmeschwenkend.Laßtmichlos--faßtnichtnach

mir--ichfürchtemichdochvoreuchwieeinKind!!

KeuchendandenPhotographienentlanglaufendundmit

denHändenanschlagend.EinAusweg--EinAusweg-

-Schreiend.EinAusweg!!(Ko,688)

 산호 의 3막에서 부호의 집무실로 그의 딸과 아들이 찾아온다. 부

호가 소유한 산의 수직갱도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기 때문이다.그래서 그의 딸은 부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활

동을 하고자 그곳으로 가겠다고 통보한다.이어 그의 아들도 찾아온다.

그는 참사 장에 있었는데,그곳에서 소동을 진정시키기 해 찾아와

공장 폐쇄를 들먹이며 하는 비서를 목도했다.비서는 부호의 분신

인데,이 두 인물의 언어와 몸짓은 완 히 일치한다.이들은 단지 비서의

시곗 에 달린 산호로만 구분된다. 부호의 아들과 딸은 이 사실을 알

지 못한다.그래서 비서를 부호라고 생각한 그의 아들은 그 모습에 수

치심을 느끼고서 자신도 수직갱도에 내려가 일을 하겠다고 부호에게

말한다.그리고서 그의 아들은 권총 한 자루를 남기고 방을 나간다.이후

부호가 혼자 말하는 부분이 의 인용문이다.

마치 소설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여 주는 듯한 독백에서 부호는

작품의 개나 논리와 상 없이,그의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들을 뒤죽박

죽 털어놓는다. 통 으로 독백에서 문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

으며,의미론 방향의 변화는 말하는 주체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최소한도로 축소되어 있다.114)그러나 에서 인용된 독백의 반부

와 후반부에서는 문맥이 격히 변한다. 의 독백의 반부에서 부호

114) 비스:같은 쪽 참조.



-78-

는 자살을 결심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떠올리는 숲의 경은 평온하기까

지 하다.그런데 후반부에서 그는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출구를 찾는다.

독백을 하는 부호의 의식은 격히 변하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의식의

변화는 그의 통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통 독백과 달리 카이 의

희곡에서 독백은 그 주체나 문맥의 통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카이 의 희곡에서 독백을 하는 인물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 원인과

결과를 상세히 말로 표 하지 않으며 단지 암시할 뿐이다.

부호: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처음부터 --밝은 --

다른 인생을 한 --나의 인생 ----서서히 그는 다가

간다,쓰러져있는 자에게로 등을 구부린다 --그리고 산호

를 시곗 에서 뺀다.그는 자기 앞에 펼쳐진 손에 산호를 가

지고 있다.----내가 목말라했던 --이 인생 --!--

내가 얻기 해 애쓴 --이 인생의 모든 날 --!목덜미로

머리를 깊이 떨구고.당신은 내게 행복을 강요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에 산호를 끼운다.----그리고서 그는 오

른쪽 문을 열어젖히고 한 번 더 허공에 쏜다.

Milliadärstehtunbeweglich.----MeinLeben--fürein

anderesLeben--dashellist--vom erstenTagean-

---Langsam gehterhin,bücktsichzum Liegenden-

-undstreiftdieKorallevonderUhrkette.Erhältsieauf

deroffenenHandvorsich.----DiesesLeben--

nachdem ichdürste--!--jederTagdiesesLebens-

-um dasichbuhle--!TiefdenKopfim Nacken.Sie

sollenmichzumeinem Glückezwingen--Erstreiftdie

KoralleaufseineKette.--DannreißterrechtsdieTür

aufundschießtnochmalindieLuft.(Ko,690)

부호는 자신과 달리 그의 아들과 딸만큼은 청소년기에 한 끔 한 기

억 신 행복한 기억만 간직하기를 바란다.그러나 에서의 참사

이후 그의 아들과 딸은 그러한 부호를 거부하고 사고 장으로 떠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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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혼자 남겨진 부호는 비서와 화를 나 는데,이때 비서가 자

신은 “사람이 무한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한 재산”,즉 “행복

한 청소년기에 한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음을 밝힌다 (Ko,689).

비서의 행복한 기억은 부호의 그것과는 조를 이룬다.아들과 딸이

떠난 후 홀로 남은 부호는 비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청소년기에 한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그는 비서를 살해하고 그의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객은 그의 행동 이유를 반부의 함축 인 독백을 통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이에 반해 후반부의 독백에서는 부호의 행동 결과가 암시

으로 표 된다. 부호는 죽은 비서에게 “당신은 내게 행복을 강요해

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허공에 총을 쏜다 (Ko,690).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4막에서 드러난다. 부호는 자신의 략에 따라 비서로 오인되어

조사를 받는데,그 과정에서 비서의 행복한 유년의 기억을 듣게 된다.이

로써 비서의 죽음은 부호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0세기 희곡에서 독백이 지니는 요한 의미는 “의사소통의 장애

개인의 고립과 소외에 한 표명”이다.115)카이 의 희곡에서도 독백은

개인의 고립을 드러낸다.이 경우 독백은 독백을 하는 인물의 내면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온 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인물의 의식의 흐름만

을 보여주고 함축 이고 암시 으로 표 됨으로써 통 독백과는 차별

화된다.

화의 해체와 독백이 자아의 고립을 보여 다면,단일한 주체로서 유

의미한 사를 말할 수 없는 경우 사는 다른 인물에 의해 보충되는데,

이를 통해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를 보여 다.일견 모순 으로 보이는

자아의 고립과 집단 사고 탈개인화는 개인이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군 의 일원으로 사회 인 상황과 공동의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는 역설 상황을 반 한다.각기 다른 집단이나 이해 계에 속한 인물

115)Brauneck u.a.(Hg.):Theaterlexikon 1,S.668:„Manifestation gestörter

Kommunikation,vonIsolationundEntfremdungdesIndividuums“



-80-

들 사이의 경우 화가 해체되는데,이와 달리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는

인물들의 경우 화가 보충되는 상이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네 번째 검은 신사:이것은 -

다섯 번째 검은 신사:-입니다 -

세 번째 검은 신사:-그러나 -

두 번째 검은 신사: 체 -무엇 -입니까??

부호의 아들:--잔해 더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해 에

새로운 지가 --층층이 --흙이 자라서 새로운 껍질이

되고 -- 원한 법칙이 됩니다.

첫 번째 검은 신사: 체 무엇입니까?

VierterschwarzerHerr.Das-

FünfterschwarzerHerr.-ist-

DritterschwarzerHerr.-doch-

ZweiterschwarzerHerr.Was-ist-denn??

Milliadärsohn.--DieTrümmerliegen--undüberTrümmer

neuerBoden--SchichtaufSchicht--Wachstum der

ErdeinneueRinde--ewigesGesetzinWerdung.

ErsterschwarzerHerr.Wasistdenn?(Ga,35)

 가스 에서 공장이 폭발하자 노동자들은 공식을 만든 기사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부호의 아들은 녹색의 거주지를 건설하기 해

그를 해고하지 않는다.그러자 노동자들은 업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과 연 업까지 한다.그래서 이 작품의 3막에서

다른 공장의 사장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기사의 해고를 요구하기

해 부호의 아들을 찾아오게 된다. 부호의 아들은 가스 공장을 그

곳에서 생긴 이윤을 공장직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 한다.

부호의 아들을 찾아온 다섯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은 이러한 공

장 운 방식에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한다.그들은 부호의 아들의

공장을 가동시켜 가스를 얻고자 한다.그래서 그들은 부호의 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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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임을 요구하지만,그는 그들의 요청에 ‘아니오’라는 답만 반복한

다.

의 인용문은 부호의 아들의 답에 한 검은 신사들의 반응이다.

이 인용문에서 두 번째 남성의 질문은 얼핏 앞에서 말한 다른 세 남성의

말에 한 질문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왜냐하면 일견 그들의 말이

구체 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남성의 질문은 그들 세 사람의 발언에 한 질문이 아

니라 부호의 아들을 향한 것이다.그래서 두 번째 남성의 질문에 부

호의 아들이 답을 하는 것이다.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은 한결같이

부호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 해한다.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 남성의 반응은 ‘아니오’가 부호의 아들의 답이라는 것은 알겠다

는 을 드러내고,그들이 공통 으로 궁 해하던 바를 두 번째 남성이

마지막에 부호의 아들에게 묻는 것이다.이어지는 부호의 아들의

답에 다시 첫 번째 남성이 두 번째 남성과 동일한 질문― “ 체 무엇입

니까?”―을 한다.즉 이 남성들은 부호의 아들에 한 동일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이 인용문은 한 인물이 유의미한 사를 말할 수 없

는 이유가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에 의한 것임을 보여 다.

카이 의 희곡에서 인물들의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는 부분 합창으

로 드러난다. 의 인용문에서는 인물들이 드러내는 동일한 집단 사고

가 하나의 유의미한 문장이 분할됨으로써 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앞

으로 살펴보게 될 경우에서처럼 부분의 경우 사나 구문을 반복함으

로써 합창의 형식으로 나타난다.카이 는 집단 목소리 혹은 군 의

목소리를 일종의 합창으로서 희곡의 말하기 형식으로 부활시키고 있다.

고 그리스극은 제의에서의 합창에서 유래한다.고 그리스의 첫 비

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의 희곡에서는 합창이 사건에 포함되었으나,소포

클 스의 희곡에서는 극 사건 밖에 존재하고,에우리피데스의 경우에

는 개별 인 에피소드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며 그 역할이 축소된

다.이후 합창은 희곡에서의 말하기 형식 하나로서 주로 막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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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하며 그 역할이 미미하게 축소된다.

그러다가 쉴러에 이르러 합창은 이상 인 객의 역할로서 그 성찰의

기능 때문에 다시 극 으로 도입된다.쉴러에 따르면,“흔히 합창 를

비난하는 비 ,즉 합창 가 환상을 깨뜨린다거나 감흥의 력을 깨뜨린

다는 것은,오히려 합창 에 한 최고의 찬사가 된다.왜냐하면 바로 이

맹목 인 감흥의 력이야말로 참다운 술가가 피하려는 것이며,이 환

상이야말로 그가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16)

이후 사실주의 경향의 극에서 합창은 등장인물이 그 역할을 맡으며 다

시 자취를 감춘다.그 이유는 합창이 극 사건이 실처럼 진행되는 환

상을 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이 는 집단 목소리 내지 군 의 목소리로서 합창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그의 희곡에서 합창은 립되는 주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사건을 진행시킨다.

카이 의 희곡에서 종종 익명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를 드러내곤 하는데,이것은 ‘우리,나, wir,ich,du’와 같은

명사의 교체를 통해 확인된다. 가스 의 3막에서 소녀,어머니와 부인

들은 작업장의 폭발로 부상당한 형제,아들,남편을 해 그들의 희생을

폭로하고 기사의 해고를 요구한다.노동자들 역시 “내가 당신의 아들입

니다 [I]chbindeinSohn!”(Ga,42)라고 외치며 동일한 요구를 한다.

노동자:[…]소녀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부인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어머

니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형제

들이여 -아들들이여 -남편들이여 -모든 이들과 함께 결심

116)Friedrich Schiller:Überden Gebrauch des Chors in derTragödie,in:

MatthiasLuserke(Hg.):FriedrichSchiller.WerkeundBriefein12Bänden.

Ⅳ.Dramen,Frankfurta.M.1996,S.289:„WasdasgemeineUrteilandem

Chorzutadelnpflegt,daßerdieTäuschungaufhebe,daßerdieGewaltder

Affektebreche,dasgereichtihm zuseinerhöchstenEmpfehlung,denneben

dieseblindeGewaltderAffekteistes,diederwahreKünstlervermeidet,

dieseTäuschungistes,dieerzuerregenverschmä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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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두가 -다 함께 모여 불굴의 의지로 -[…]입으로 서

약을 하시오 --이 기사와 함께라면 --가스는 없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이 기사와 함께라면!!--가스는 없다!!

Arbeiter[…].Mädchen und Mädchen - wirversprechen es

euch!-FrauenundFrauen-wirversprecheneseuch!-

MütterundMütter-wirversprecheneseuch[…].Brüder

undBrüder-SöhneundSöhne-MännerundMänner-

jedermitjedem entschlossen-undinderVersammlung

unbeugsam einWillen-[…]losvom MunddasGelöbnis

--keinGas--mitdiesem Ingenieur!!

Alle Männerund alle Frauen.Kein Gas!!- - Mitdiesem

Ingenieur!!(Ga,44)

여기에서 ‘나’와 ‘당신’혹은 ‘우리들’과 ‘여러분’은 ‘다 함께 모여 불굴의

의지’를 보인다.그래서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은 기사의 해고를 외친

다.개인의 운명은 집단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등장인물들은 집단

사고를 드러낸다.

이들은 동일한 구문을 반복하며 마치 합창을 하는 합창 원처럼 된

다.

음성:낯선 사람들의 도착!

음성들과 음성들:황색인들의 도착!

모든 음성들: 들의 도착!!!!

Stimme.AnkunftvonFremden!

StimmenundStimmen.AnkunftvonGelben!

AlleStimmen.AnkunftvonFeind!!!!(GaⅡ,77)

 가스 2부 의 1막에서 청색 인물들이 가스 생산 성과와 교 정보를 기

록하는 반면,3막에서는 그들과 교 인 황색 인물들이 작업장을 령

한다.이때 황색 인물들의 도착을 어느 ‘목소리’가 알리는 장면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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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이다.여기에서 목소리는 합창처럼 기능하고,이를 통해 낯선 사람

들은 황색인이며 들임을 알 수 있다.‘낯선 사람들이며 황색인인 들

이 도착’했다는,한 인물의 목소리로 체될 수 있는 이 화는 여러 목

소리로 분할되고 연장됨으로써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를 보여 다.

등장인물의 집단성은 선창가수 Koryphaios117)가 선창을 하고 이를 합

창 가 반복하는 경우처럼 등장인물 의 한 명이 표로 말하고 그 말

결어나 핵심 단어가 집단 으로 반복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소녀:내 형제에 해 나는 말합니다!-나는 형제가 있었는지 알

지 못했습니다.어느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섰고 밤에 왔습니

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아니면 그는 밤에 나갔다가 아침

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한 손은 컸습니다

-다른 손은 작았습니다.그 큰 손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이리 리 -밤낮으로 움직 습니다.그 손이 그를 좀

먹었고 그의 온 힘을 먹고 성장했습니다.이 손이 그 사람이

었습니다![…]어느 날 오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그때

폭발이 그 손도 삼켜버렸습니다.그때 내 형제는 그 마지막

것을 내주었습니다!--그것이 무 나요?[…]기사를 요

구하기에 --그 가가 무 형편없나요?-내 형제가 내

목소리입니다 --:일하지 마시오 -기사가 작업에서 물러나

기 까지!-일하지 마시오 -이것이 내 형제의 목소리입니

다!!

소녀들:아래에서 가까이로 치고 오면서.그가 내 형제다.

Mädchen.Vonmeinem Brudersageichdas!-Ichwußtenicht,

daßicheinenBruderhatte.EinMenschgingmorgensaus

dem Hauseundkam abends-undschlief.Odererging

117)합창 가 극 인물과 화할 경우 합창의 지도자 Chorführer,즉 선창가수가

합창의 인도자이자 변자로서 극 인물과 화할 수 있다.Chor는 합창 는 합

창 를 가리킨다.Vgl.Braunecku.a.(Hg.):Theaterlexikon1,S.246;가장 오

래된 합창공연 형식은 선창가수가 먼 노래하고 그것을 후렴처럼 합창 가 받

아 부르고 끝내는 것이다.그 밖에 이 합창,번갈아가면서 노래하거나 답하는

반합창 등이 있었다.김병옥 외 엮음: 도이치문학 용어사  ,731-7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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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dsweg und warmorgenszurück - und schlief!-

EineHandwargroß-dieandereklein.DiegroßeHand

schliefnicht.DiestießineinerBewegunghinundher-

TagundNacht.Diefraßanihm undwuchsausseiner

ganzenKraft.DieseHandwarderMensch![…]Aneinem

Mittagschlugesein.[…]DafraßdieExplosionauchdie

Hand.DahattemeinBruderdasLetztegegeben!--Ist

eszuwenig?[…]IstdieBezahlungzuschlecht--um

dem Ingenieurzuheischen?--MeinBruderistmeine

Stimme--:arbeitetnicht-ehederIngenieurnichtvom

Werkist!-Arbeitetnicht-meinesBrudersStimmeist

es!!

Mädchenuntenherandrängend.MeinBruderistes.(Ga,39f.)

 가스 의 4막에서 작업장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해고되지 않자 이

에 항의하며 업을 일으킨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폐허가 된 작업

장에 모인다.먼 노동자의 가족들인 소녀,어머니와 부인이 차례 로

형제,아들과 남편의 희생을 폭로하고,폭발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마 앗아갔음을 고발한다. 의 인용문에서처럼 노동자의 가족

들 각각 한 사람의 고발이 끝나고 나면,그 인물과 동일한 상황에 처

해 있는 인물들이 그 결어를 반복한다.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고발에서도 어느 노동자가 고발을 마치면 다른 노동자들이 그 결어를 반

복한다.

쉴러의 경우 합창은 “작품의 진행을 단시키고 환상을 가로막고 객

의 기분을 냉각시키”는118)서사 논평으로서 비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합창 는 “이상 인 인물로서 언제나 그 자신과 일체”가 되는119)

공동체를 표 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아득하게 먼 시 와 민족들에

118)Schiller:Überden Gebrauch desChorsin derTragödie,S.281:„[D]er

[Chor][unterbricht][…]denGangderHandlung,derdieTäuschungstört,der

denZuschauererkältet.‟

119)Schiller:a.a.O.,S.290:„[…][A]lsidealePersonister[derChor]immer

einsmitsich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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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까지 퍼져나가고 인간 인 것을 월하여 스스로를 펼쳐나가기 하

여, 인생의 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지의 가르침을 알리기 하

여 작품의 좁은 범주를 벗어나는”120)이상화와 일반화를 통해 작가의 견

해를 반 한다.쉴러는 합창 가 작품에서 ‘함께 행동하는 mithandeln’

경우를 제한 이라 보고,이상 인 인물로 서사 논평을 함으로써 사건

에 참여하지 않고 작품을 ‘이끌고 동반하는 tragenundbegleiten’것을

일반 인 경우로 간주한다.121)

쉴러와 달리 카이 의 경우에는 합창 가 공동체를 표 하면서도 종종

사건에 참여한다.앞에서  가스 2부 의 3막 부분에서 작업장으로 돌아가

라고 요구하는 부호 노동자와 독가스를 투척하라고 요구하는 기사는

서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이에 해 집단의 목소리가 독가스를 투척

하기로 결정한 바를 이미 살펴보았다.이 듯 집단의 목소리는 서로 상

이한 두 주장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에 참여한

다.

목소리:돌발 으로.기사가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목소리와 목소리들:기사가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들:기사가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Stimmeausbrechend.DerIngenieursollunsführen!

StimmenundStimmen.DerIngenieursollunsführen!!!

AlleFrauenundalleMänner.DerIngenieursollunsführen!!!!

(Ga,51)

 가스 의 4막에서 기사의 해고를 주장하며 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호의 아들과 기사가 나타나 연설을 한다. 부호의 아들은

120)Schiller:a.a.O.,S.288:„DerChorverläßtdenengenKreisderHandlung,

um sichüberVergangenesundKünftiges,überferneZeitenundVölker,über

dasMenschlicheüberhauptzuverbreiten,um diegroßenResultatedesLebens

zuziehen,unddieLehrenderWeisheitauszusprechen.‟

121)Vgl.Schiller:a.a.O.,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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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에서 나와 녹색의 거주지로 향할 것을 요

청하고,기사는 작업장에 머물러 가스 생산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이

에 기사를 해고시키려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의 주장을 따르기로 한다.

 가스 에서 부호의 아들과 기사의 주장을, 가스 2부 에서 부호

노동자와 기사의 주장을 듣고 극 군 은 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함

으로써 사건에 참여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카이 를 비롯한 표 주의자들은 기존의 가치

을 거부하고 념 혹은 개념으로부터 단어를 해방시키고자 했다.카이

는 20세기 반기 유럽의 문 사조에서 공통 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존 언어에 한 회의와 비 에서 출발한 언어 개 을 골자로 하는 언

어 을 공유하고 있다.새로운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은 그의 희곡에서

문법의 괴와 언어의 축약 새로운 리듬 추구로 나타난다.규칙성뿐

만 아니라 단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리듬은 카이 의 희곡에서

비 습 성격과 반복성을 통해 드러난다.이것은 사고를 강조함으로써

생성된 의미를 언어의 비 습성을 통해 방해함으로써 생긴다.한편

다른 특징인 축약은 의미상 핵심 인 단어들만으로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문법이나 문장을 해체한다.축약되고 응축된 언어는 기존 개념을

거부하기 해 사용된 것이지만,개인 간의 화가 단 되는 근 인의

고립을 반 하는 상이기도 하다.카이 의 희곡에서 의사소통이 불가

능해짐으로써 화는 언어 연 성이 상실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독백처

럼 기능한다. 화가 해체되고 상 역이 사라짐으로써 등장인물들에게는

감추어진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독백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독백이 화

속성을 띠기도 한다.그런데 독백은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긴 하

지만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나 연상에 따라 개되고 함축 이거나 암시

으로 표 된다.한편으로 개인은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 의 일원으로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를 보여 다.등장인물들의 집

단 사고와 탈개인화는 합창으로 드러난다.쉴러 이후 카이 에게서 말

하기 형식으로 부활된 합창은 사건에 참여함으로써,쉴러의 경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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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견해를 반 하는 이상 인 인물로 볼 수 없다.카이 의 희곡에

서 인간의 고립 혹은 고립된 자아는 해체된 화,독백과 침묵을 통해

나타나고,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는 합창을 통해 나타난다.카이 의 희

곡에 나타나는 언어는 기존의 개념과 가치에 항하면서 황폐화된 인간

계의 양태와 무의지 행 나 비주체성을 드러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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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독자 의미 체계로서의 비언어 기호

- 아침부터 자정까지 

표 주의 희곡에서 언어에 한 회의는 한편으로 언어 쇄신을 한 노

력으로,다른 한편으로 비언어 기호의 개발을 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표 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반 연극에서는 몸짓이나 표정,빛과 음향

등 비언어 요소를 부각한다.이것은 말하기 심의 연극에서 탈피하여

고유한 연극 요소를 찾음으로써 연극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

으며,122) 연극123)의 태동이었다.자연주의 연극에서 비언어 요소

122)1900년경 연극 개 을 한 이러한 시도는 아피아 AdolpheAppia,베 스

PeterBehrens,푹스 GeorgFuchs,크 이그 EdwardGordonCraig,마이어홀드

VsevolodMeyerhold,타이로 AlexanderTairov,코포 JacquesCopeau와 이탈

리아 미래주의자들에 의해 표되는 유럽 상이었다.Vgl.Fischer-Lichte:

KurzeGeschichtedesdeutschenTheaters,S.264.

123)의미망의 양 축으로서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를 통해 희곡의 특

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페터 한트 PeterHandke의 ‘구변극 Sprechstück’ 

객모독 Publikumsbeschimpfung (1966)은 언어 요소를 심으로 하며,퍼포먼

스 Performance를 연상시키는 하이 뮐러 HeinerMüller의  햄릿 기계 Hamlet

Maschine (1979)는 비언어 요소를 심으로 한다.이 두 희곡은 각각 어떤 요

소에 을 두느냐에 따라 그 특성을 극단 으로 달리 보여 다. 연극은

이 까지의 사 주의 경향에서 탈피하고 퍼포먼스화하는 경향을 띠면서 몸짓,

표정,외침 등 시청각 이미지가 상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그런

데 한트 의 구변극이 언어 요소를 심으로 한다고 해서 사를 심으로 진

행된 시민비극의 통을 잇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한트 의 구변극은 알 드

자리 AlfredJarry의  뷔 왕 UbuRoi (1896)의 퍼포먼스 통을 잇는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뷔 왕 의 첫 사는 뷔의 “똥이나 처먹어라” 다.

당시 리의 연극계에서 ‘똥 merde’은 극 례상 피하기로 한 말이었다.1896년

연 당시 비의 이 첫 사가 객석에 미친 향은 강렬했다.한트 가 언어

요소를 실험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했던 바는 무 와 객석의 계 즉, 객과의

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함이었다.연극에서의 행 에는 말에 의해 달되는 감

정,정서,사상,이미지,분 기 즉,등장인물의 정신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데 비

해,말한다는 행 그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한트 의 구변극에서는

객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등장인물의 말하기는 그 자체가 행 가 되고,이러한

등장인물의 말하기 행 에 객은 격렬하고 직 으로 반응한다.퍼포먼스는

에게 직 으로 호소하는 방법의 하나인 동시에, 객에게 술의 념 그

것과 문화의 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충격 으로 던져주는 방법이기도

했다.따라서 한트 의 구변극은 말하기의 퍼포먼스라고 지칭될 수 있다;퍼포먼

스라는 용어는 이론 범주로서 공연 개념과 동등하게 사용되기도 하고,연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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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정술 Mimik이 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면,표 주의에 이

르러 언어 소통은 완 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부분 보조 인 역할을

담당하며 표정술을 비롯한 비언어 요소는 독자 인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카이 의 희곡에서도 이와 같은 화 심에서의 탈피와 비언어 연

극 기호의 활용이 부각된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의 희곡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신체와 그 움직임 음향과 빛 등의 비언어 기호를  아침

부터 자정까지 를 심으로 보다 면 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카이 의

표 주의 시기의 첫 희곡으로 간주되는 이 작품에서 비언어 기호들이

독자 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기존의 희곡 연구 이론은 희곡의 시공간을 구조로서 비 있게

다루는 반면,부차 텍스트 Nebentext로 지시되는 인물의 신체 표 이

나 빛과 음향 등의 요소를 말 그 로 ‘부차’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124)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극기호학에서의 개념을 빌려 이 작품에 나타난 비

언어 기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1.인물의 외 과 동력학 기호

몸짓이나 표정 등의 무언극 요소는 표 주의 희곡에서 주요한 표

수단으로 사용된다.표 주의자들은 빛과 음향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르로서 해 닝 Happening이나 행 술 Aktionskunst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퍼포

먼스 술에 국한된다.퍼포먼스라는 개념은 육체화 육체 행동의 과정을 지

칭할 뿐만 아니라 객들에 의한 그러한 과정의 인지 한 지칭한다.Vgl.

Fischer-Lichte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S.231-234;본문에

서 퍼포먼스는 연극 장르로서 행 술을 의미한다.

124)피스터의 서는 사를 심으로 하는 통 희곡이나 구조 분석에,피셔-리

히테의 이론서는 희곡의 동력학 기호나 다른 연극 기호를 분석하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Vgl.Pfister:Das Drama.Theorie und Analyse;

Fischer-Lichte:SemiotikdesT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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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표 해 주는 연극 기호로 간주했다.카이 의 거의 모든 희곡에

서도 비언어 요소가 두드러져,극과 막의 시작이나 끝뿐만 아니라 결

정 인 사건이나 환 에서 언어를 신한다. 한 지문에서 지시되는

빛과 음향은 작가에 의해 의도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이러한 사실은

카이 의 희곡에서 비언어 요소가 요한 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1.1.기호로서의 몸과 신체 표

희곡은 공연을 제로 하는데,공연에서 극 인물/연기자의 행 는

언어 기호 sprachlicheZeichen와 동력학 기호 kinesischeZeichen로

구분된다.표 주의 희곡에서는 인물/연기자의 행 에 동력학 기호가

증가되는데,이것은 신체와 그 움직임이 심의 상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에서 인간의 몸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

은 많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특히 몸에 한 심

의 증 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연극에 있어서의 표 소

통 방식의 변화가 그 요한 원인이다. 한 연극에서의 변화

는 술 반의 변화와 하게 연 되어 있다.125)

이처럼 신체가 주목받게 되는 원인 의 하나는 이성 우 의 인간 이

의심되고 해체된 것이다.이로써 19세기 말,20세기 세기 환기 이후

로 연극은 이성의 우 를 바탕으로 개되는 화 심의 경향에서 벗어

나 고유한 수단으로서의 신체 내지 그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움직임이라는 개념은 신체가 치하는 장소의 변화를 시간과 함께 나

125)김명찬:｢재 의 기와 몸의 연극｣,실린 곳: 뷔히 와 문학 ,2004,3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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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냄으로써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신체성과 계된다.움직임 개념과 그

변화는 공간성과 시간성에 한 견해의 변화와 계가 있다.근 과학

으로 인해 존재론 확실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철학은 주체/객체의 이원

론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인식 주체로서의 지 를 부여하게 된다.신체

는 이러한 심신이원론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왔다.원칙 으로 이원론

은 구분된 두 개의 항이 서로 동등한 상을 지녀야 하지만,실제로는

둘 하나를 더 근본 인 원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철학에서든 희

곡에서든 근본 인 원리로 간주되던 것은 정신 혹은 이성이었다.그러나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은 시공간의 성을 부인하고

의 상 성을 증명함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인식 주체라는 개념마

뒤흔든다.126)인식 주체로서의 지 가 흔들림으로써 이성 우 의 인간

이 해체되고 인간의 신체와 그 움직임이 심의 상으로 부상하는 계기

가 마련된다.

물리 시공간의 연속성에 한 부인은 시간과 공간의 통일이라는 아

리스토텔 스 희곡론의 약화를 가져온다.이 장에서 심 으로 살펴

볼 희곡인  아침부터 자정까지 에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은 약화된다.

이 희곡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은행원의 마지막 사의 한 구 인 ‘아침

부터 자정까지 vonmorgensbismitternachts’는 이 극이 하루 동안 연

속 으로 벌어진 사건인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하지만 이 극의

각 장면에서 진행된 사건들은 하루 이상의 ‘허구 연기 시간 fiktive

gespielteZeit’127)을 필요로 한다.이 극의 2부 첫 번째 장면은 소도시

W.에 있는 한 은행원의 집에서 개된다.이 은행원은 평소보다 늦게

126)Vgl.Fischer-Lichteu.a.(Hg.):MetzlerLexikon.Theatertheorie,S.33-42.

127)피스터는 희곡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허구 연기 시간

fiktivegespielteZeit’으로,공연에 걸리는 시간을 ‘실제 공연 시간 realeSpielzeit’

으로 구분한다.피스터에 따르면 실제 공연 시간은 공연의 형식과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gl.Pfister:DasDrama.TheorieundAnalyse,S.369;아스무

트도 이와 유사하게 ‘거리 지속시간 Handlungsdauer’과 ‘공연 지속시간

Spieldauer’으로 구분한다.Vgl.Asmuth:EinführungindieDramenanalyse,S.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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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고 다시 도시 B.의 경륜장을 방문한 후 무도회장과 구세군

회 으로 간다.이러한 과정은 어느 날 아침에 시작해서 다른 날 자정에

끝난다.이 극에서는 통 인 아리스토텔 스의 희곡론에서 제시되는

시공간의 일치에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특히 하루에 갈 수 없는

다양한 장소들의 방문은 이 극의 시간 연속성을 괴한다.128)

연기자의 행 는 언어 기호와 동력학 기호로 구성되는데,표 주의

연극에서는 동력학 기호의 증가가 에 띤다.연출가이자 극작가로 활

동한 울 코른펠트 PaulKornfeld에 따르면 표 주의 연극에서 “언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며,말하고자 하는 바의 정신을 표 하는

것은 움직임이다.”129)이는 표 주의 연극에서 동력학 기호가 갖는

상을 단 으로 보여 다.

그런데 희곡에서 지시되는 인물의 동력학 기호가 반드시 공연에서의

연기자의 동력학 기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희곡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미확정된 여백들을 지니고 있어서,실제로 공

연될 때는 연극 기호가 희곡에서 지시되는 것 이상으로 구체화될 필요

가 있다는 이다.130)이처럼 희곡과 실제 공연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128)랄 보그 RalfGeorgBogner도 이 극에서 시간과 공간의 일치가 괴된다

고 본다.그는 각 장면들의 교체가 사건의 논리나 인과성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

니라 우연에 의해 배치된 것임을 지 한다.따라서 각 장면들 간의 시간과 공간

의 일치나 연속성도 단 된다는 것이다.Vgl.RalfGeorgBogner:Einführungin

dieLiteraturdesExpressionismus,2.unveränderteAufl.,Darmstadt2009.S.

132;보그 의 지 은 이 극에서 시․공간의 연속성의 괴가 논리나 인과성의

기와 연 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129)PaulKornfeld:Kokoschka,in:Programm zurUraufführung derEinakter

Mörder,HoffnungderFrauen,HiobundDerbrennendeDornbusch;am 3.Juni

1917 im Albert-Theater Dresden. Zitiert nach Anz u. a. (Hg.):

Expressionismus,S.686:„dasWortsagtdenInhaltdeszuSagenden,die

BewegungsagtseinenGeist.“

130)이 의 희곡 텍스트에서는 무 에서 언어 요소 내지 비언어 요소로 표

하느냐가,즉 사와 지문이 희곡에서처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

통 희곡에서 개 사 속에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에서

등장인물의 신체 표 이 드러난다.이처럼 사에서 제시되는 비언어 요소가

공연에서 구체화될 경우, 사의 해석 가능성이 비언어 기호에 의해 제한됨으

로써 사의 이해도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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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연극기호학이 이러한 기호를 분석

상에 포함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카이 의 희곡의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극기호학은 무 에서 구 되는 언어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 요

소도 의미를 생산하는 독자 기호 체계로 간주하고,언어 기호와 비언

어 기호 이들의 상 계를 연구한다.연극기호학에서 연기자의 행

는 언어 기호와 동력학 기호로 구분된다.연기자의 얼굴과 신체의

움직임을 포 하는 개념인 동력학 기호는 일차 인 감정의 표 에 사

용되는 얼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는 표정 기호,131)표정 기호를 제외

한 나머지 얼굴의 움직임과 치 변화가 없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몸짓 기호,132) 치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인간 공

그런데 사 속에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될 경우 극장의 물질 여건

이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실제 공연에서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즉 비언어

요소가 굳이 무 에서 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한편으로 의 극장의 물질

여건,즉 조명이나 음향 시설은 비언어 요소를 가시화하고 구체 으로 보여주

기에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비언어 요소는 사를 통해 달되곤 하 다.다른

한편 사에서 이미 비언어 요소가 달되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실주의 으로 재 하지 않으려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비언어 요소

가 무 에서 구체 으로 재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31)표정 기호 mimischeZeichen는 일차 인 감정의 범주로서 행복,놀람,불안,슬

픔,분노, 오나 무시, 심을 나타내는 얼굴의 움직임으로 표된다.Vgl.

Fischer-Lichte:SemiotikdesTheaters,S.49.

132)몸짓 기호 gestischeZeichen는 언어를 동반하는 것과 언어를 체하는 것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언어를 동반하는 몸짓 기호는 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언어 기호의 해석 가능성이 동반하는 몸짓 기호로 제한되기 때문이

다.한편 언어를 체하는 몸짓 기호도 이를 통해 의미를 달할 수 있다.먼

손가락으로 상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지시 몸짓 hinweisendeGeste을 언어

를 체하는 몸짓 기호로 들 수 있다.다음으로 도상 몸짓 기호 ikonische

gestischeZeichen는 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호를 말한다.이때 달되는 사태

에 요하다고 간주되는 한 가지 이상의 특징들이 몸짓을 통해 모방된다.이러한

몸짓들은 상의 특징을 직 으로 표 하기 때문에 지시되는 상들 사태

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 으로 쉽게 이해된다.마지막으로 상징

몸짓 기호 symbolischegestischeZeichen에서 몸짓의 기표 signifiant와 기의

signifié사이에 생성된 계는 약속,즉 습 Konvention에 근거한다.상징 몸

짓 기호의 의미는 이것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다.그래서 상징

몸짓 기호는 언어 기호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Vgl.Fischer-Lichte:a.a.O.,

S.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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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 기호133)로 나뉜다.134)

연기자의 동력학 기호뿐만 아니라 외 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분장,135)머리 모양,136)의상137)을 포함하는 연기자의 외 은 객이 연

기자에게서 제일 먼 지각하게 되는 것이며,그가 연기하는 극 인물

의 정체성에 한 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

지 까지 연극기호학의 개념으로서 연기자의 외 과 동력학 기호를

개 해보았다.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호가 카이 의 희곡

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고찰해 보겠다.이미 Ⅰ장에서 비언어 요소

의 하나인 등장인물의 동력학 기호가 카이 의 희곡에서 요한 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카이 의 경우 인물

의 외 과 신체 표 은 한편으로 기계화와 도구 합리성을 통해 신체

의 기를,다른 한편으로 감정의 표 과 감각의 지각을 통해,즉 신체와

련된 기호의 변화를 통해 그 극복을 보여 다.

133)인간 공간학 기호 proxemischeZeichen는 본질 으로 두 범주로 나뉜다.첫

째,인간 공간학 기호는 상호 작용하는 상자들 사이의 거리,즉 상자들 사

이의 빈 공간,그리고 이러한 거리의 변화로 실 된다.둘째,인간 공간학 기호

는 상호 작용하는 상자들에 의해 계속되는 움직임으로,즉 공간에서의 움직임

으로 실 된다.Vgl.Fischer-Lichte:a.a.O.,S.87.

134)Vgl.Fischer-Lichte:a.a.O.,S.47.

135)연기자의 분장 Maske은 극 인물의 얼굴 Gesicht과 형태 Gestalt로 나뉜다.

얼굴과 형태는 어느 개인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하는 기호이

다.Vgl.Fischer-Lichte:a.a.O.,S.100u.104.

136)머리 모양 Frisur은 머리와 (수염의)얼굴털이 특별하게 정리된 형태를 의미한

다.모발은 성격 인 특성에 한 기호로 제시될 수 있다.모발은 능성의 기호

로 그리고 선/악의 립으로 악되는 도덕 자질 이러한 자질들과 련된

특성에 한 기호로도 간주된다.머리 모양은 모발의 도,색,상태,길이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Vgl.Fischer-Lichte:a.a.O.,S.112f.

137)의상 Kostüm은 연기자의 외 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의상은 분장

이나 머리 모양보다 지각하기가 더 용이하다.연극의 의상은 그 의상을 입은 연

기자의 연극 역할을 지시한다.이러한 방식으로 의상은 극 인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하는 과정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능한다.극 인물

의 정체성은 유일한 의상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그래서 극 인물의 의상이 변

한다면,이것은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의상은 재료,색과 형태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Vgl.Fischer-Lichte:a.a.O.,S.120u.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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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신체의 기:기계화와 도구 합리성

소도시 W.의 작은 은행에서 벌어지는  아침부터 자정까지 의 첫 장면

을 살펴보자.

작은 은행 […].

창구에 은행원이 […].

은행원:창구 를 두드린다.

[…]

은행원:뭔가를 쓴다.창구 아래에 있는 돈을 꺼내 세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돈을 시 에 놓는다.

[…]

은행원:참을성 없이 두드린다.

Kleinbankkassenraum.[…]

Im SchalterKassierer[…].

KassiererkloftaufdieSchalterplatte.

[…]

Kassiererschreibt,holtGeldunterdem Schalterhervor,zählt

sichindieHand-dannaufdasZahlbrett.

[…]

Kassiererklopftungeduldig.(Momi,465)

이 희곡은 인물들 간의 화가 아니라 주인공의 몸짓으로 시작된다.이

와 같이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나는 신체 표 은 사의 이해에 기여하

는 보조 수단보다는 사를 체함으로써 언어와는 다른 독립 수

단으로 드러난다.

극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나도록 은행원은 말이 없고 은행 업무에 련

된 몸짓만을 반복하고 있다.은행원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인간’138)이

138)이 작품이 나온 지 40년 후에 미국 작가 랠 앨리슨 RalphEllison은  보이지

않는 인간 InvisibleMan 이란 소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랠 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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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인간이라기보다 차라리 자동 지 기와 같은 기계처럼 보인다.

10쪽에 달하는 이 첫 장면이 거의 끝날 즈음 은행원은 처음으로 말을 한

다(Momi,473).은행원의 침묵139)은 비언어 요소에 의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며,언어부재와 그의 고립을 보여 다.은행원의 침묵은 반

복되는 신체 표 과 함께 기계화의 결과물로 드러난다.

은행에서 개되는 이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군은 의사소통 행

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뉜다.첫째 그룹은 은행원, 사,수 ,조수,

가정부,두 번째 남성이고,둘째 그룹은 지 장과 첫 번째 남성이며,셋

째 그룹은 부인이다.첫 번째 그룹의 인물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아 말을 하지 않고 신체 표 만을 하고,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인

물들의 이야기를 일방 으로 듣는다.반면 두 번째 그룹의 인물들은 은

행 업무와 피 체에서 온 부인에 해 이야기를 나 다.세 번째 유형인

부인은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인물군과 달리 두 번째 그룹과 말을 나눔으

로써 그들과 유사하게 보인다.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외국 출신,즉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과 다음 장면에서 돈을 하는 태도를 통해 그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언어의 부재 외에 작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군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인간 ,김재 옮김,삼성출 사 1988,15쪽 참조:“나는 보이지 않

는 인간이다.그 다고 에드가 앨런포우를 붙어다니는 유령도 아니고 헐리우드

화에 나오는 심령체도 아니다.나는 살과 ,섬유질과 체액이 있는 실체의 인

간이다.아니 마음마 지니고 있다 하겠다.그런데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사람들이 나에게 다

가와서 보는 것은 고작해야 허울만의 나의 언 리나 그들 자신,아니면 그들의

상상에서 빚어진 허구의 조각일 뿐이다.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보여도 나만

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생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고,여기서 말하는 나의 불가시성이란 나와 하

는 사람들의 이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을 하는 외부의

에 향을 주는 내부의 이 구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나는 불평

이나 항의를 하는 건 아니다.”; 아침부터 자정까지 나  보이지 않는 인간 에서

주인공들은 그들이 처한 실에서 고립되어 있고 아웃사이더로 존재한다.그런데

 아침부터 자정까지 에서 은행원이 아웃사이더로 존재하는 자신이 직면한 실

을 자각하지 못하는 반면, 보이지 않는 인간 에서 ‘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인식 상으로서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식 주체로서 자각한다.

139)본문 56쪽 각주 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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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 은 이다.등장인물 목록에서 첫 번째 남성 ErsterHerr과

두 번째 남성 ZweiterHerr으로 구분되는 두 명의 남성들은 첫 번째 장

면에서 텍스트상으로는 동일하게 남성 Herr으로 등장한다.그래서 텍스

트상으로만 보면 이들 두 사람은 혼동되기 쉽다.뚱뚱한 첫 번째 남성은

자신을 ‘우리 뚱보들 WirDicken’이라고 지칭하며 소 에 앉아 있다.두

번째 남성은 처음에는 ‘어느 남성 EinHerr’으로 지칭되다가 나 에는

단순히 ‘남성 Herr’으로 지칭된다.그는 첫 번째 남성보다 나 에 등장하

며 “겨울 털모자와 털목도리로 winterlich mit Fellmütze und

Wollschal”감싸고 창구에 서 있다(Momi,467).텍스트의 지문에서 나타

나는 바 로 ‘소 에 앉아 있는 남성 Herrim Sofa’을 첫 번째 남성으로,

‘창구에 서 있는 남성 Herram Schalter’을 두 번째 남성으로 지칭해 보

자.첫 번째 남성과 두 번째 남성은 무 에서의 치나 사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재화로도 구별된다.두 번째 남성이 창구에서 “25

페니히짜리 동 einFünfundzwanzigpfennigstück”으로 “합해서 45페니

히 zusammenfünfundvierzigPfennig”를 찾는 반면,첫 번째 남성은 이

은행에 “6만 sechzigtausend”마르크를 한다(Momi,469f.).

이 은행 장면에서 첫 번째 남성을 포함한 두 번째 그룹의 인물들은 부

유한 것으로 묘사되는데,특히 이들의 ‘뚱뚱한’외 상의 신체 특징이

이를 구체 으로 잘 보여 다.

소 에 뚱뚱한 남성이 앉아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

지 장: 고,공처럼 둥 다 […].

남성:배를 두드리면서.공 모양이 되어 가고 있소,지 장.

Im RohrsofasitztderfetteHerr,pustet.

[…]

Direktorjung,kugelrund[…].

Herrsichaufden Bauchklopfend.Eskugeltsich,Direktor.

(Momi,4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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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에 앉아 있는 첫 번째 남성과 지 장은 모두 공처럼 둥 고 뚱뚱한

외모를 공통 으로 지니고 있다.

“우리는 도덕 뱃살로 법 으로 보호받고 있소 Wirsindmitunserm

moralischenBauchgesetzlichgeschützt”(Momi,468)라는 지 장의

사는 뱃살로 상징되는 부유함이 은행으로 변되는 그들의 세계에서 도

덕과 합법성을 보장함을 보여 다.이러한 만능의 세계에서는 돈이

도덕과 법을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이것은 다음의 화에서 잘

드러난다.

남성:창구로 나가 주먹에 쥐고 있던 구겨진 쪽지를 창구 에

소리 내며 올려놓는다.

지 장:그 남성의 행동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재미있다는 듯

소 에 앉아 있는 남성을 쳐다본다.

[…]

남성:소 에서 손바닥을 펴 부채질한다.

지 장:흥분되지 않소?

[…]

남성:창구에서 다시 창구 를 주먹으로 내리친다.

지 장:냉정하게.도 체 왜 그러는 거요?그는 쪽지를 펴서 은행

원에게 건넨다.

Herram Schalterrücktvorund knalltin derFausteinen

zerknülltenZettelaufdiePlatte.

DirektorohnedavonNotizzunehmen,siehtbelustigtnachdem

Herrnim Sofa.

[…]

Herrim SofafächeltsichmitderflachenHand.

Direktor.Dasmachtheiß,was?

[…]

Herram Schalterknalltzum zweitenmaldie Faustaufdie

Platte.

Direktorgleichmütig.Was haben Sie denn? Erglättet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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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telundreichtihndem Kassiererhin.(Momi,468)

두 번째 남성이 창구에서 돈을 찾으려 하지만 지 장은 그의 행동에는

신경 쓰지 않고 첫 번째 남성에게만 심을 기울이며 피 체에서 온 부

인과 엄청난 액수의 돈에 한 이야기만을 계속하고자 한다.이처럼 가

난한 두 번째 남성과 부유한 첫 번째 남성을 각기 달리 하는 지 장의

태도는 그의 만능 인 사고를 폭로한다.

1부의 첫 번째 장면에서 침묵하는 은행원과 달리,지 장과 뚱뚱한 첫

번째 남성은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는다.이 장면에서 인물의 언어의 부

재 여부는 그들이 은행에서 차지하는 직업 지 와 연결되어 있다.두

번째 인물군과 비되어 은행원의 침묵과 고립은 더욱 두드러진다.이를

통해 은행원을 비롯한 첫 번째 인물군은 만능주의 세계의 극 인

구성원이 아니라,그러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 길들여진 채 부속된

기계 내지 사물임이 드러난다.

1.3.변화와 극복:감정의 표 과 감각의 지각

기계 움직임만을 반복하던 은행원은 우연히 피 체에서 온 부인과의

손의 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이것은 은행원의 표정과 몸짓

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부인:약간 놀라면서 돌아보았다:은행원의 손 에 그녀의 손을

내리 르며 놓는다.

은행원:그의 손 에 있는 그 손 로 시선을 돌린다.이제 그의

안경이 그 손목에서 로 올라간다.

[…]

부인:은행원을 향해 -그와 얼굴이 마주친다.

은행원:미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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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 hat sich schwach erschreckend umgedreht: sich

aufstützendsinktihreHandaufdieHanddesKassierers.

Kassiererdrehtsich überdie Hand in seinerHand.Jetzt

rankenseineBrillenscheibenam Handgelenkaufwärts.

[…]

Damesichdem Kassiererzuwendend-trifftinseinGesicht.

Kassiererlächelt.(Momi,472)

이와 같은 타인과의 육체 을 계기로,즉 타인을 감각 으로 지각

하게 됨으로써 은행원에게서 지 까지와는 다른 신체 표 이 유발된

다.그는 마침내 책략의 일환으로 수 와 조수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하고 그들이 자리를 뜨자 은행 돈을 횡령하여 그 부인을 만나러 은

행을 빠져나간다.이 와 에 그는 외투 Mantel를 팔에 걸치고 모자 Hut

를 가지고 은행을 떠난다(Momi,474).은행원의 횡령은 사실은 그가 은

행의 일부가 될 수 없고,폭력이나 범죄를 통해서야 만능주의와 도

구 이성이 지배하는 은행이라는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다.

은행에서 피 체 출신의 부인은 오해를 받게 되고 서류가 부족하여 돈

을 찾을 수 없어 호텔로 돌아간다.은행원이 은행을 나간 직후 지 장이

피 체에서 편지를 받음으로써 부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난다.1부

두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호텔에서 그 부인과 면

하게 된다.

앞 에서 피 체에서 온 부인은 세 번째 인물군으로 분류되었다.이

부인은 피 체의 토스카나 지역(Momi,478)의 작은 마을인 피에솔

(Momi,476)에서 온 ‘검은 머리’(Momi,478)의 여인이다.그녀가 밝히는

출신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서 이미 그녀가 다른 세상에

속해 있음이 나타난다.

연기자의 외 은 객이 연기자에게서 제일 먼 지각하게 되는 것이

다.자연 ,생물 상으로서 연기자의 외 은 이러한 의미를 머 성



-102-

격 인 특성에 한 기호로 기능하기도 한다.모발은 능성의 기호로

그리고 선/악의 립으로 악되는 도덕 자질들에 한 기호로 간주되

기도 한다.검은 머리는 종종 서양 연극에서 타락의 기호로 기능하기도

했다.이 작품의 1부 첫 장면에서 피 체 출신의 부인은 지 장과 첫 번

째 남성에게 화류계의 여인으로 오해받는다.이것은 그들이 부인의 검은

머리카락을 능성의 기호로 그리고 도덕 타락에 한 기호로 간주한

다는 을,나아가 은행으로 표되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계질서에 속하지 않는 기호로 간주한다는 을 드러낸다.

피 체 출신의 이 부인은 다른 세계에서 잠깐 여행 온 것이기 때문에

이곳과는 다른 가치 체계에 속해 있다.돈이 모든 것이 되는 세상과 그

러한 가치 체계에 길들여진 사람들과 달리 이 부인에게 돈은 목 이 아

니라 수단일 뿐이다.그녀는 술사 작업을 해 자료를 찾으려는 아들

의 학술여행(Momi,479)에 동행한다.그녀의 아들은 크라나흐 Cranach

의 그림을 발견하여 행복하며,그녀는 그림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을 찾

는다(Momi,476).그래서 그녀에게는 아들의 술사 작업을 해 그림을

찾는 일이 돈 못지않게,아니 돈보다 더 요하다(Momi,477).

부인에 한 오해를 품은 채,은행원은 호텔로 그녀를 만나러 온다.은

행원은 기계화된 업무에서,자신의 직장에서 일탈을 감행하며 빠져 나오

지만 여 히 그는 의 삶 속에 매여 있다.

은행원:동 꾸러미를 풀어 문가 인 솜씨로 세어 보이고는 책

상 에 놓는다.

Kassiererbrichteine Rolle aufund zähltfachmännisch die

StückeineineHandvor,dannaufdenTischhin.(Momi,

477)

부인을 만나게 된 은행원은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며 동 을 세어

보인다.이러한 은행원의 몸짓은 그의 한계를 가시화한다.다시 말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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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의 한계는 사가 아닌 신체 표 을 통해 드러난다.그가 여 히

이 의 삶을 벗어날 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의 그

의 의상에서도 드러난다.그는 은행에서 가지고 나온 외투를 여 히 팔

에 걸치고 있다.그 부인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요구하던 은행원은 그녀

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녀가 은행에서 자신의 을 찾으려던 것이 사기

가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되고 호텔을 빠져 나간다.

다음 장면인 1부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덮인 들 에 도착한다.

은행원:뒤로 걸어가면서 들어온다.그는 손으로 자신의 발자국 흔

을 메운다.

Kassierer kommt,rückwärts gehend.Er schaufeltmit den

HändensieneSpurzu.(Momi,481)

여기서 그의 첫 몸짓은 자신의 발자국 흔 을 지우는 것이다.이것을 통

해 그가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는 이

드러난다.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나 결국 혼자 던 은행 장

면에서와는 달리 그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는 덮인 들 에서 독백을

쏟아낸다.그는 스스로에게,피 체에서 온 부인의 환 에게,해골의 형

상을 한 환 에게 출발의 동인과 과정,그리고 미래의 여정에 해 이야

기한다.

은행원이 이야기를 나 는 해골의 형상은 사실은 가지에 남은 이다.

가지에 남은 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해골처럼 보인다.이 장면의 끝부

분에서 바람이 불어 나무에 붙어 있는 형상을 없앤다(Momi,483f.).나

뭇가지의 이 사실 으로 나타나다가 순간 해골처럼 보이고 다시 나뭇

가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이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이 작품에서 시각

요소들은 한편으로 사물의 사실 면모를 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

정한 생각을 표 하기 해 외양이 왜곡된다.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행원의 의상도―나 에 살펴볼 빛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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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처럼―새롭게 출발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 다.은행원은 1부 첫 번

째 장면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외투와 모자를 팔에 걸치고 은행을 나

선다.두 번째 장면에서 그는 여 히 외투와 모자를 팔에 걸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행원의 의상은 변한다.

[…]그는 이마에 모자를 러쓰고 외투칼라를 높이 세우고 흩날

리는 을 털며 걸어 나간다.

[…]ErdrücktdenHutindieStirn,schlägtdenMantelkragen

hochundtrabtdurchdenstäubendenSchneeweg.(Momi,484)

그는 들고 있었던 외투와 모자를 착용하고서 단단히 여민다.마침내 그

는 길을 떠날 차비를 마치는 것이다.그리고서 그는 한편으로 인생에서

“가장 요한 발견 diewichtigstenEntdeckungen”(Momi,483)을 하기

해,다른 한편으로 횡령한 6만 마르크를 다 걸만한,즉 “ 재산을 바

쳐 살 상품 Ware,diemanmitdem vollenEinsatzkauft”(Ebda.)을 찾

기 해 길을 떠난다.그는 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 어들지만,돈으

로 새로운 가능성을 사려고 한다.

은행원의 출발은 한편으로 피 체에서 온 부인에 한 그의 잘못된 평

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 돈의 능함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그러나 결국 은행원의 이러한 잘못된 가정은 사실 은 지 장

이나 소 에 앉아 있는 남성의 가정과 동일한 것이다.이처럼 근본 으

로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은행원의 출발은 진정한 출발이 아

니며 이미 실패를 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잔더는 은행원이 소

시민 인 돈의 가치에서 완 히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하고,140)오드론

빌 AudroneB.Willeke 한 은행원이 정신 으로 변화하는데 실패

했다고 평가한다.141)그러나 은행원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40)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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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것이 아니다.그가 자신의 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 하는 것으로 결말에

서 드러난다.

은행원은 2부에서 가정,스포츠,에로틱한 사랑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

능성을 찾으려 하지만 좌 한다. 한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시도의

가로 매번 돈을 지불한다.이것은 그가 의 세계에서 떠나왔지만,

여 히 이 세계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온다.집으로 돌

아온 그는 모자와 외투를 건다(Momi,485).외투의 등은 찢어지고 모자

는 흡사 부랑자의 것과 같다(Momi,487).옷은 그가 직장에 출근할 때

입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그의 처지와

상응하며 그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 다.

이윽고 그는 집에서 입는 옷차림을 하고서 탁자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그에게 그의 가정은 한편으로 그가 집에서 입는 옷처럼 여 히

편안하고 “익숙한 마술 vertraulicherZauber”(Momi,488)의 세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기계 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드러난다.가정은

좋은 곳이지만,가장 요한 것을 찾으려는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그

래서 그는 먼 입고 온 옷을 다 차려 입는다(Momi,489).그러나 그가

직장에 출근하던 옷을 다시 입었다고 해서 업무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그 옷은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직장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올 때 헤진 옷을 도로 입고서 다시 길을 떠나려 한

다.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죽는다.은행원이 매번 정오에 와서 심을 먹

고 은행으로 돌아갔는데 이날은 늦게 온데다 심도 먹지 않고 집을 나

서려 했기 때문이다.말하자면 그들의 일상 인 질서가 괴되었기 때문

141)Vgl.Audrone B.Willeke:Georg Kaiserand the Critics.A Profile of

Expressionism'sLeadingPlaywright,Columbia1995,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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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게 된다.그러나 그는 궁극 해답에 도달

하기 해 서둘러 집을 나가야 한다며,횡령한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번 월 ehrlicherworbenesGehalt”이 들어있는 “자신의 낡은 지갑을

책상에 seinabgegriffenesPortemonnaieaufdenTisch”(Momi,489)놓

는다.이로써 은행원은 과거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 은행원은 도시의 경륜장에 도착한다.

어느 신사가 은행원과 함께 온다.은행원은 연미복,연미복 이 ,

실크해트,가죽 장갑 차림이다;수염은 뾰족하게 손질되어 있다;

머리는 길게 가르마가 나 있다.

Ein Herr kommt mit Kassierer. Kassierer im Frack,

Frackumhang,Zylinder,Glać́es;Bartistspitzzugestutzt;Haar

tiefgescheitelt.(Momi,492)

에서 인용된 2부 두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의 의상은 변한다.소도시

W.에서의 의상이 외투와 모자로 변되는 평범한 외출복이었다면, 도

시 B.에 도착한 후 경륜장에 들어서는 은행원의 의상은 연미복과 실크해

트,가죽 장갑 차림으로 변한다. 한 이 장면 이 에는 언 되지 않던

은행원의 수염과 머리 모양 그 손질 상태가 언 된다.경륜장에 도착

한 은행원의 의상과 모발은 일등석에 치한 사람들의 연미복과 수염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다(Momi,495).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은행원의 의

상과 모발 모양은 그가 시민사회에 일시 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을,142)더 정확히는 그 사회의 지배층에 속해 있다는 을 보여 다.

은행원이 경륜에 상 을 걸기 ,경륜의 상 은 총 80마르크 다

(Momi,491).그런데 은행원은 상 이 클수록 들을 흥분시키는 효과

142)비비아니는 특히 연미복,실크해트,가죽장갑으로 구성된 은행원의 의상이 제복

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이 의상이 그가 시민사회에 일시 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Vgl. Viviani: Das Drama des

Expressionismus-KommentarzueinerEpoche,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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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는 을 알아차리고 경륜에 1000마르크의 거 을 상 으로 건다.

그는 여 히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이

를 이용하려 한다.어떤 남성이 상 이 커서 돈을 세는 데 시간이 걸리

겠다고 하자 은행원은 자신이 직 화를 센다.

그는 돈 꾸러미를 꺼내어 뜯고는 그 내용물을 손바닥에 쏟아 붓는

다.빈 종이 투를 확인하고는 그것을 내던진다.민첩한 손놀림으

로 짤랑거리는 화를 손바닥에 놓고 센다.

ErholteineRolleheraus,reißtsieauf,schüttetdenInhaltauf

dieHand,prüftdieleerePapierhülse,schleudertsiewegund

zähltbehendedieklimperndenGoldstückeinseineHandhöhle.

(Momi,494)

의 인용문에서 은행원이 보여주는 몸짓은 그가 “이 분야의 문가 ein

FachmannindieserAngelegenheit”임을,다시 말하자면 벗어나려는 세

계에 그가 아직도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 다.

그가 심을 갖는 것은 경륜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경하는 이다.

그는 3층으로 나뉜 석에 존재하는 계층과 감정의 장벽을 허물고자

한다.그는 상 을 건 뒤 경륜을 구경하는 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좌석의 사람들을 결합시키는,차별과 가식을 없애는 “열정 Leidenschaft”

(Momi,496)을 보게 된다.열정이야말로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은행원은 최고의 효과를 내기 해 자신의 총재산인 5만 마르크

를 다음 경륜 경기의 상 으로 내건다.그는 열정을 통해 사람들이 “월

과 일터의 속박에서 풀려나 열정 속에서 무한으로 넘실거리는 자유

Ins Unendliche schweifende Entlassenheitaus Fron und Lohn in

Leidenschaft”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그는 그들이 “순수하지는 않아도 자

유로운 Reinnicht-dochfrei”(Momi,498)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은행원은 이러한 목표를 해 거 의 상 을 내건다.이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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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 히 돈이 근간이 되는 이 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을 드러낸다.

그런데 거 의 상 에 흥분했던 석의 분 기가 돌연 가라앉는다.

갑자기 소리 없이 조용해진다.

국가 연주.

남성들은 실크해트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PlötzlichlautloseStille.

Nationalhymne.

DieHerrenhabendieSeidenhütegezogenundstehenverneigt.

(Momi,498)

그 까닭은 황실 공이 특별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의

모습은 그들이 그 사회의 정치 구조에 따라 훈련된 로 반응한다는

을 드러내 다.이와 같은 들의 반응에 은행원은 권력에 “굽실거

리는 자들 krumm[e]Buckeln”(Momi,499)에게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

을 찾을 수 없음을 목격하고,상 으로 걸었던 돈을 주기를 거부하고 경

륜장을 떠난다.

다음 장면에서 은행원은 무도회장의 어두운 특실에서 감각 쾌락을

추구한다.이 장면에서도 그는 여 히 연미복을 입고 연미복 이 와

목도리를 두른 차림을 하고 있다(Momi,499).그는 이곳에서 경험해 보

지 못한 최고 요리와 술을 주문하고 가면을 쓴 여자들과 유희를 즐긴

다.그는 가면을 쓴 여인에게서 “아름다운 가능성 schöneMöglichkeit-

en”(Momi,502)을 찾아보려 하지만,술에 취한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찾

을 수 없다.그는 다른 여인들에게서 가면 뒤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보지

만 그 여인들은 “쭈 쭈 한 노 들 kontrakteVetteln”(Momi,503)일

뿐이다. 다른 여인에게선 춤을 통해 육체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려 하

지만 그 여인은 의족을 하고 있기에 춤을 출 수가 없다.기 했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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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락이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역겨움으로 변하자,그는 쾌락의 추

구도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도회장을 떠난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00마르크를 탁자 에 놓는다.그가 자신의 시

도에 한 가를 돈으로 지불함으로써,여 히 사회의 만능주

의에 종속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은행원이 떠난 후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질 쾌락과 결

부되는 혼의 부재를 개인의 탐욕과 이기주의를 통해서 드러낸다.무도

회장의 고객인 ‘연미복을 입은 남성들 Herrenim Frack’이 종업원의 힘

든 사정을 알게 된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원이 남기고 간 돈을 훔

치고 종업원을 가둔 채 그곳을 떠난다.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

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난하고 몸이 아 종업원이 그 을 신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는 그 게 할 여력이 없기에 차

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한다.그들의 세상은 돈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세상으로 드러난다.

‘은행원이 자신의 지 까지의 시민 생활에서 벗어나기 해 돌진하

는 진정하고 근원 인 삶은 다시 시민 생활이다’라는 한스 카우 만

Hans Kaufmann의 견해를 인용하면서,게르하르트 크납 Gerhard P.

Knapp은 은행원이 돈의 력에 의지해 돈과 상품 사회에서의 탈출을 시

도하기에,이러한 탈출 시도는 필연 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다.143)이와 같은 크납의 견해는 지 까지 작품을 고찰한 바에 따

르면 일견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이 작품의 마지

막 장면,즉 은행원이 돈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구세군 장면을 고려하면

크납의 견해는 재고되어야만 할 것이다.왜냐하면 은행원 자신이 자신의

제가 잘못되었음을,즉 돈의 매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무가치하다

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좌 하기 때문이다.

143)Vgl.GerhardP.Knapp:GeorgKaisersexpressionistischeBildinszenierungen:

bloßeDenkSpielereioderVerSinnBildlichungderDramensubstanz?EinBeitrag

zurBühnenBildlichkeitderfrühenModerne,in:GerdLabroisseu.a.(Hg.):

DasSprach-BildalstextuelleInteraktion,Bd.45,Amsterdam 1999,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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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해 길을 떠나지만 여 히

만능주의의 가치체계에 매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은행원은 소녀의

손에 이끌려 구세군 회 에 들어선다.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무도복144)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Momi,508).

이곳에서 그는 참회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이들의 참회는 결국 지

까지 그가 겪었던 경험의 요약이다.그는 이들의 참회가 바로 “나의

문제 meineSache”(Momi,510)임을 깨닫는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으로 종교의 세계에서 돈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은행원:[…]세상 모든 은행의 돈으로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살

수 없습니다.우리는 더 지불하는 것보다 은 가치의

것을 사게 됩니다.많이 지불할수록 그만큼 물건은 더 어듭

니다.돈은 가치를 손상시킵니다.돈은 진정한 것을 은폐합니

다 -돈은 모든 사기 가운데서 가장 형편없는 속임수입니다.

Kassierer.[…]Mitkeinem GeldausallenBankkassenderWelt

kann man sich irgendwasvon Wertkaufen.Man kauft

immerweniger,alsmanbezahlt.Undjemehrmanbezahlt,

um sogeringerwirddieWare.DasGeldverschlechtert

denWert.DasGeldverhülltdasEchte-dasGeldistder

armseligsteSchwindelunterallem Betrug!(Momi,515)

은행원은 이 자리에 모인 참회자들도 “모든 보잘 것 없는 것을 경멸

VerachtungfürallesArmselige”(Momi,515)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서,그들에게 이를 행동으로 보여 것을 요구한다.그리고서 은행원은

경찰에 가서 고백하고 속죄하겠다고 말한다.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몸소

보여 다.

144)이 장면에서 입고 있던 옷이기에 지문에서 무도복 Ballanzug이라고 명기된

것으로 보인다.나 에 은행원이 돈을 ‘연미복 주머니’에서 꺼내어 구세군 회 에

뿌린다는 으로 미루어 이 무도복은 결국 연미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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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지폐와 동 을 회 에 뿌린다.

ErschleudertausGlacé́händenScheineundGeldstückeinden

Saal.(Momi,515)

그러나 종교마 도 돈의 무가치함에 한 그의 인식을 지탱해주지 못한

다.구세군 회 에 모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던 사람들은 돈을 짓밟으라

던 은행원의 요청과는 정반 로 행동한다.

놀란 사람들 로 지폐가 펄럭이며 떨어지고,동 들이 그 아래로

구른다.

그러자 돈을 차지하려고 격투가 벌어진다.회 은 치고 부딪히는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바 다.연단에서 구세군 군인들이 그들의 악

기를 던지고 홀 안으로 돌진한다.의자들이 넘어지고 쉰 목소리로

고함을 내지른다.주먹으로 서로의 몸을 구타한다.

마침내 뒤엉킨 무리들이 문 밖으로 나가 떨어져 구른다.

DieScheineflatternnochaufdieVerdutztenim Saalnieder,

dieStückerollenuntersie.

Dann ist heißer Kampfum das Geld entbrannt.In ein

kämpfendes Knäuel ist die Versammlung verstrickt.Vom

Podium stürzendieSoldatenvonihrenMusikinstrumentenin

den Saal. Die Bänke werden umgestoßen, heisere Rufe

schwirren,FäusteklatschenaufLeiber.

SchließlichwälztsichderverkrampfteHaufenzurTürundrollt

hinaus.(Momi,515)

구세군 회 에서 죄를 참회하던 사람들이나 참회를 종용하던 구세군 군

인들 모두가 돈에 분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들은 결국 추구하는 바를

부지불식간에 각인된 가치 체계에 따른 신체 표 으로 보여 다.

게다가 은행원은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상 을

해 자신을 경찰에 넘기는 소녀의 모습에 좌 한다.그는 덮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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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았던 해골의 환 을 다시 하고 세상 밖으로 떠나는 마지막 출

구를 선택한다.

은행원:[…]아침부터 자정까지 난 원에서 날뛰는구나.이제 그의

손가락이 출구를 가리키는구나 ---어디로?!!그는 그

답으로 자신의 가슴을 쏜다.145)트럼펫 음조가 잦아드는

톤으로 그의 입가에서 사그라진다.

Kassierer.Vonmorgensbismitternachtsraseichim Kreise-

nunzeigtseinfingerhergewinktesZeichendenAusweg-

- - wohin?!! Er zerschießt die Antwort in seine

Hemdbrust.Die Posaune stirbtmitdünnerwerdendem

Tonanseinem Mundhin.(Momi,517)

그가 죽는 순간 그가 불던 트럼펫 소리도 사라진다.결국 은행원이 죽음

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질주가 범죄에 기인해서라기보다,그가

에 속해 있던 가치 체계로부터 완 히 벗어나기 때문이다.즉 은행

원이 새로운 인간이나 새로운 공동체로 변하지 않고 그 로 머물러

145)은행원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가 총을 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의 지문에서 ‘zerschießen’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사용되

었다.그런데 이 단어를 ‘총으로 쏘다’라고 해석할 경우,이 때 사용되었다고 추정

될 수 있는 총은 작품에서 이 에는 암시가 된다거나 나타난 이 없다.그래서

은행원이 총을 쏘는 몸짓은 갑작스럽고 총의 사용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이보다 앞부분에서 소녀와 함께 도착한 경찰은 은행원의 말과 몸짓을 오인한

다.그는 은행원이 출구를 언 하자 이를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로 오해하여

소녀에게 다른 출구가 있는지를 묻는다.소녀는 다른 출구는 없다고 말한다.그리

고서 경찰은 은행원이 주머니를 뒤지자 소녀에게 불을 끄라고 요청하며 그들이

은행원에게 목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이 사로 경찰이 은행원의 몸짓을 총

는 일종의 무기를 찾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어지는 은행원의 가장

마지막 사에서 다시 출구가 언 된다.그러자 경찰이 은행원의 마지막 말을 다

시 오해하여 그를 향해 발포한 것이 아닐까?총성이 울리고 은행원이 불던 트럼

펫 소리는 잦아든다.그리고서 경찰은 소녀에게 다시 불을 켜라고 요청한다.이

게 본다면 ‘zerschießen’은 비유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원이 스스로를 쏜 것이든,경찰이 은행원을 쏜 것이든,결국 은행원이 죽

게 되는 계기는 그가 기존의 가치 체계로부터 완 히 벗어나게 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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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 사회의 벽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이 사회는 “기계화,자본

주의,산업주의에 기 한 문명으로 인해 일그러지고 자연 상태를 벗어나

혼을 잃고 불행해진 동시 사회의 삶에 한 […]상징”146)으로 나타

난다.

일 이 스탕달은 에세이에서 “이 수다가 읽히는 때엔 도둑과 살인자들

의 범죄에 한 책임이 지배계 에 있다는 생각은 상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147)표 주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범죄나 일탈의 요소는,스탕달

자신이 견했듯이,개인이 지른 범죄에 한 책임이 개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표 주의에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 다.

카이 도 이러한 사회 인식을 작품에서 형상화한다.그는 20세기에

 아침부터 자정까지 에서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에 한 책임이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있지 않음을 보여 다.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이 폭력이나 범죄밖에 없다면 그 책임은 구에게 있는가?

카이 는 다른 희곡  지옥 길 지상 HölleWegErde 에서 그 책임은

서로에게 존재함을 보여 다.

2.음향과 빛

이 작품에서 인물의 동력학 기호 외에도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구

되는 언어 기호 paralinguistischeZeichen와 인물의 목소리에 근거

하지 않는 비언어 음향 기호 nonverbaleakustischeZeichen 한 의

146)Dosenheimer:DasdeutschesozialeDramavonLessingbisSternheim,S.

255: „Symbol […] des durch eine auf Mechanisierung, Kapitalismus,

Industrialismusberuhende Zivilisation entstellten,entnaturisierten,entseelten

undglücklosenDaseinsderzeitgenössischenGesellschaft.‟

147)에리히 아우에르바흐: 미메시스.서구문학에 나타난 실묘사 (근 편),김우

창/유종호 옮김,민음사 1994,169-17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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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생산하는 체계로 기능한다.

언어 기호는 언어 기호와 동력학 기호로 구분되는 인물의 행

에서 언어 기호의 하 범주이다. 언어 기호는 음성 자질,즉 목

소리가 언어 기호와 조합되어 나타나는 강조나 억양 같은 언어 기

호,웃음,울음,외침이나 ‘흠’과 같은 소리처럼 언어가 동반되지 않는

언어 기호로 세분화된다.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구 되는 음을 제외하고 극에서 실 되는

음으로서 비언어 음향 기호는 소음 Geräusche과 음악 Musik으로 세

분화된다.

2.1.음향

비언어 음향 기호는 의미를 생산하는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비

언어 음향 기호로서 소음과 음악은 이것이 사용되는 특정 공간과

한 계가 있다.따라서 극 인물과의 련하에 그 인물의 활동뿐만 아

니라 그 인물이 머무르는 공간에 한 기호로 유입될 수 있다.148)

소음과 음악의 원칙 인 차이는,음악이 의도 으로 생산되는데 반해,

소음은 자연 경과의 결과로서 혹은 극 인물의 활동의 비의도 인 부

산물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149)연극에서 소음이 해당 객체,장

소,상황 혹은 거리를 각각 구체 인 것으로서 상 으로 명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음악은 주로 추상 인 것과 련된 의미를 생산

한다.150)

연극에서 소음의 주요한 기능은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음은 소리를 내는 동물을 지시하거나 자연의 과정을 나타내는 자연음,

기계 작동에서 자동 으로 발생되는 기계소음,특수한 행동에서 나오는

148)Vgl.Fischer-Lichte:SemiotikdesTheaters,S.162.

149)Vgl.Fischer-Lichte:a.a.O,S.163.

150)Vgl.Fischer-Lichte:a.a.O,S.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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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들로 나뉜다.151)연극 기호로서 소음은 소리를 지시하는 것을 머

상징 의미에 한 기호로 삽입될 수 있다.152)

연극에서 음악은 특정하게 제한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연극 기호

로서의 음악은 연기자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음악과 오 스트라석의

음악가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음악 그리고 무 밖의 음악가들이나 기술

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음악으로 구분된다.음악을 생산하는 연기자의 행

153)는 노래154)와 연주155)로 분류된다.156)

음악은 바로크 이후의 시민 언어극에서와는 달리 아방가르드 연극에

서 상 으로 지배 인 치를 획득했다.연극을 차로 반환상 인 것

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했던 세 에게 이러한 새로운 창조는 음악의 정

신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 다.157)

지 까지 비언어 기호로서 음향을 소음과 음악으로 나 어 살펴보았

다.다음으로 음향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해 보겠다.이

151)Vgl.Fischer-Lichte:a.a.O,S.164.

152)Vgl.Fischer-Lichte:a.a.O,S.166f.

153)음악을 생산하는 연기자의 행 는 이것이 극 인물의 행 임을 지시한다.극

인물의 행 로서 음악 기호는 그의 성격,상태,정서,감정을 지시할 수 있

고,이로써 인간의 주 지각의 표 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음악 기

호는 극 인물과 련된 특정한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그 인물을 구체화시킨다.

Vgl.Fischer-Lichte:a.a.O,S.175.

154)노래의 음악 기호는 한편으로 노랫말의 객체 차원 Objektebene과,다른 한편

으로 극 인물의 주체 차원 Subjekebene과 련될 수 있다.객체 차원에서 음악

기호의 의미가 언어 의미를 지향할 경우,음악 기호의 의미가 언어 의

미를 규정된 방식으로 수정,강화하기도 하고,이 둘의 의미를 모순되게 하거나

인식될 수 없는 계로 만들기도 한다.주체 차원에서 노래의 음악 기호

는 특히 극 인물의 성격,순간 인 정서 상태 감정과 련될 수 있다.Vgl.

Fischer-Lichte:a.a.O,S.173f.

155)연기자가 연주한다는 것은 극 인물에 의해 연주되는 것을 지시한다.연주의

음악 기호에 동반될 수 있는 의미는 특히 주체 차원의 에서 극 인물에

직 으로 연 된다.이 의미는 극 인물의 공간에서의 치,그의 움직임 혹은

그의 연주하는 특별한 능력에 한 기호로, 한 그의 성격,기분 상태와 그의 감

정에 한 기호로도 유입될 수 있다.Vgl.Fischer-Lichte:a.a.O,S.174f.

156)Vgl.Fischer-Lichte:a.a.O,S.173.

157)아피아와 크 이그뿐만 아니라,마이어홀트와 타이로 도 음악에서 연극 인

것의 토 를 재발견하고 진정한 연극 조건의 가능성을 발견했다.Vgl.

Fischer-Lichte:a.a.O,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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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1부에서 소음만이 나타나는 데 반해,2부에서는 각 장면마다 음

악도 연주된다.

우선 1부에서 소음이 나타나는 양상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

자.첫 번째 장면인 은행 장면에서 나는 소음은 비단 사각거리는 소리,

창구 에서 나는 소리,두드리는 소리 등 주로 특수한 행동에서 나오는

소음들이다.비단 사각거리는 소리는 피 체에서 온 부인이 움직일 때

그 옷에서 나는 소리이다.이 소리는 은행원에게 유혹 인 소리로 들린

다.반면 쟁반 에서 나는 소리,두드리는 소리 등은 은행 업무와 련

된 소리이다.은행 업무와 련된 행동에서 생성되는 소음은 이 장면에

서 인물들에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부재하는 것과 비된다.

두 번째 장면인 호텔 서재에서 나는 소음은 문 두드리는 소리인 특수

한 행동에서 나오는 소음들과 화소리인 기계소음이다.호텔 종업원은

은행원이 찾아 왔다고 알리기 해 피 체에서 온 부인의 방문을 두드린

다.이후 은행원은 호텔 종업원과 함께 부인의 방 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간다.은행원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방

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을 보

여 다.반면 호텔 종업원이 문을 두드리는 특수한 행동에서 나는 소리

는 그와 피 체에서 온 부인이 의가 필요한 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화 소리는 피 체에서 보증서가 도착했음을 알리기 해 지 장이

건 화벨 소리인 기계소음과 피 체에서 온 부인이 계산서를 부탁하기

해 화 거는 소리인 특수한 행동에서 나오는 소음이다.여기에서

화 소리는 화가 오고 화를 건다는 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화로

소통하는 근 의 기계화된 문명에 따른 인간 삶의 양태를 드러내주는 계

기가 된다.이 부분에서 화 소리는 화로 나 는 화의 내용에 이목

을 집 시키기보다는 의사소통이 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심을 집

시키게 한다.

여기에서 화를 통한 부인과 지 장의 화 내용,즉 피 체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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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보증서가 도착했으며 따라서 그녀가 은행을 방문하면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은 이미 첫 번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 졌다.

따라서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건 개상 굳이 반복해

서 밝 질 정도로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58) 한 부인이 계산서

를 부탁하기 해 화하는 것도 그 화의 내용상 는 사건 개상 별

다른 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은 화로 부인에게 사실이 달된다는 것과

부인이 일처리를 한다는 이다. 화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직

으로 의미 있는 인간 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간에 고립되어 있

는,문명의 기계화에 따른 인간의 삶의 양태를 보여 다. 화기는 근

기계 문명의 상징으로서 한편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의사소통 수

단이자 다른 한편으로 만나지 않고도 타인과 연결되는,자기만의 공간에

서 외부와 연결되는 소통 수단이다.

화 화는 한편으로 이처럼 근 인의 인간 계의 양태를 드러내주

며,다른 한편으로 극 으로 독백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카

이 의 희곡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 화는 객의 입장에서 볼 때

화 상 방을 본다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극 인물의 말만 들을 수

있으므로 일면 그 인물의 독백과도 같다.

세 번째 장면인 덮인 들 에서 나는 소음은 지폐를 손바닥에 치는

특수한 행동에서 나오는 소음과 폭풍,천둥 등 자연에서 나는 자연음이

다.은행원이 횡령한 지폐다발을 손바닥에 칠 때 나는 소음은 이 돈을

사용하려고 결심하는 그의 의 을 청각 으로 들려 다. 한 폭풍과 천

둥소리는 앞으로 닥칠 굉장한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가 빠져들 것

임을 청각 으로 암시한다.

158)부인과 지 장과의 화 통화에서 피 체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부인의 보증서

가 “베를린을 경유 viaBerlin”했기 때문에 “ 무 먼 우회로 eingroßerUmweg”

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음이 추정된다.(Momi,481)이는 그 자체로는 사소한 것

으로 보이지만,2부에서 은행원의 행보를 암시한다.2부 두 번째 장면 이후 은행

원은 도시 B―2부의 배경인 도시 B는 베를린으로 분석된다―로 가는데,그

는 도시 B를 거치게 되면서 인생의 우회로를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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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부에서 소음과 음악이 나타나는 양상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를 살펴보자.2부 첫 번째 장면인 은행원의 집에서는 은행원의 둘째 딸

이 바그 의 탄호이 서곡을 연주한다.두 번째 장면인 경륜장에서는

은행원이 기부한 상 이 발표되자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고,황제가 등장

하자 국가를 연주한다.세 번째 장면인 무도회장에서는 무도곡이 희미하

게 들린다.네 번째 장면인 구세군 회 에서는 구세군 군인들이 트럼펫

과 니를 연주하고,마지막으로 은행원이 니와 트럼펫을 연주한

다.

첫 번째 장면인 은행원의 집에서 그의 둘째 딸은 바그 의 탄호이

서곡159)을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다.작품에서 연주되는 탄호이 서곡은

한편으로 작품에서 이미 개된 과정의 일부를 요약해서 반복하여 들려

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작품에서 이미 개된 과정과는 다

르게 나타난다.결국 작품의 결말을 고려하면 이 음악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미리 암시 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립 으로 기능한

다.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연주되는 탄호이 서곡은 한편으로 1부 첫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이 피 체에서 온 부인이 자신을 유혹한다는 착각

때문에 은행을 빠져나오는 일탈 과정을 음악으로 반복하여 들려 다.하

지만 이 음악은 다른 한편으로 1부 두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이 피 체에

서 온 부인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과정과는 립 으로 개된다.결국

이 작품은 연인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탄호이 의 결말과

는 이하게 끝난다.이로써 이 음악은 극의 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

라 극의 실과 비된다.

2부 두 번째 장면에서 경륜 자체는 시각 으로 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 보고되고 자 거 바퀴 소리 등의 소음으로 처리된다.이 경우 소

음은 집단 인 행 를 지시하기 해 사용된다.반면 경기를 람하는

159)탄호이 서곡은 본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연주되는 것으로 작품 체의 내

용을 요약하는 성격을 지닌다.바그 의 오페라 탄호이 는 여신의 유혹에 빠져

능의 포로가 된 탄호이 가 연인 엘리자베스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간 한 기도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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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무 에 등장하고,그들의 반응이 휘 람,외침,불평,함성 등의

언어 기호와 박수소리 등의 소음으로 재 된다.이 장면에서 직

볼 수 있는 것이 경기의 과 그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은 은행원의

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다.

의 장면에서 음악은 조 인 분 기에서 사용됨으로써 장면의 분

기와 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이 장면에 등장하는 악단은 은행원

이 1,000마르크를 기부한 경기의 결과가 발표되자 들의 열 속에

서 음악을 연주하다가,황실 공이 등장하자 들의 침묵 속에서 국

가를 연주한다.

세 번째 장면인 무도회장의 특실에서는 오 스트라가 연주하는 무도곡

의 선율이 희미하게 들린다.이 장면에서 음악은 특정한 사회 상황과

공간 설정을 보다 면 히 특징짓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인 구세군 회 장면에서 박수소리 등의 소음

과 웃음소리,외침,함성,음담패설,웅성거림 등의 언어 기호는 구세

군 회 에서 상되는 경건한 분 기와 립된다.이 장면의 소음과

언어 기호는 주로 이 자리에 모인 군 에게서 생긴다.종교 장소에

서 드러나는 소음 언어 기호의 비종교 성격은 군 이 종교 인

이유로 이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을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구세군 군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군 의 비종교 성격

을 드러내는 소음이나 언어 기호와는 달리 참회를 독려하거나 혼

의 구제를 알리는 종교 기능을 한다.그러나 이 장면에서 음악의 종교

기능은 지속되지 못한다.구세군 회 의 연단 왼쪽에 트럼펫과

니가 놓여 있고,구세군 군인들이 이를 연주한다.트럼펫과 니는

구세군 장교가 사람들에게 참회하라고 요구할 때나,참회를 마친 사람들

의 혼이 구원되었다고 외칠 때 연주된다.이윽고 은행원이 자신의 이

야기를 들려주며 고백을 마치지만 더 이상 음악은 혼의 구제를 알리지

못한다.그가 고백을 마치면서 남아있던 돈을 던지자,회 은 아수라장이

되고, 혼의 구제를 알리던 트럼펫과 니는 내던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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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소녀를 보며 웃음 짓던

은행원은 내던져진 니를 발견하고는 이를 연주한다.그는 자신의 구

원을 니 연주를 통해 스스로 알린다.잠시 후 소녀는 사라지고

니 소리도 사그라진다.이윽고 소녀는 상 을 받기 해 경찰을 데리

고 나타난다.이제 은행원은 주머니에서 트럼펫을 꺼내 연주하며 마지막

출구에 도착함을 알린다.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을 총으로 쏜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울리는 여러 가지 음향과 언어 기호,

즉 은행원이 연주하는 트럼펫 소리,그가 자신의 가슴을 향해 쏘는 총성

과 폭발하는 등의 굉음,그리고 은행원의 신음소리는 지옥으로 남은 세

계를 지시함으로써 어둠의 지시와 맞물린다.

2.2.빛

빛과 조명은 부가 인 의미가능성을 무 공간에 부여할 수 있는 기호

범주이다.160)일반 으로 공간을 가시 으로 만드는 것이 빛의 실용 인

기능이다.빛이 공간을 밝힘으로써 공간은 비로소 명백해지고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17세기 이래 서양의 연극이 실내 극장에서 상연되기 시

작하면서 빛은 무 공간과 무 사건을 가시화하는 실용 목 으로 사용

되었기 때문에 연극 기호로 분류되거나 이해될 수 없었다.그러나 항

상 동일했던 무 조명이 차별화되면서 무 에서의 빛은 연극 기호로

간주되기 시작한다.161)기술 제조건이 충족된 20세기 이후 연극에서

빛은 다양한 의미 연 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162)

연극에서 기호로서의 빛은 강도,색,분할,움직임의 단 를 토 로 기

능한다.이 요소들 의 하나가 변하면,빛의 의미도 변할 수 있다.163)

160)본문에서 특수한 기호체계로서 빛의 계가 명명될 때는 빛 Licht이라는 용어

를,이러한 기호를 무 에 실 하는 기계는 조명 Beleuchtung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161)Vgl.Fischer-Lichte:SemiotikdesTheaters,S.156.

162)Vgl.Fischer-Lichte:a.a.O.,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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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햇빛이나 달빛과 같은 ‘빛’을 지시하기도 하지만,그 밖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빛은 극 인물이 등장하는 장소를 의미할 수

있고 하루의 시간이나 사계 을 지시할 수 있다.빛은 기상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 과정 인간 사회의 경과,즉 상황과 거리도 지시할 수

있다. 한 빛은 극 인물의 특별한 상태와 감정에 한 진술을 더

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그 밖에도 빛은 특정한 분 기를 창출하기

한 가장 요한 수단 의 하나이며,이념과도 련되어 있다.164)

연극 기호로서 해석될 수 있는 빛은 이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는 언

되지 않거나 비교 일정하게 고정되어 지시되는 반면,1부 마지막 장

면인 덮인 들 과 2부 마지막 장면인 구세군 회 에서는 변화를 보인

다.

1부 세 번째 장면에 나타나는 빛의 변화에 해 살펴보자. 덮인 들

에 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 아래 은행원은 홀로 있다.

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

[…]

태양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다.[…]

천둥이 친다.마지막 바람이 나무에 붙어 있는 형상을 없앤다.태

양이 비친다.처음처럼 환하다.[…]

BlauschattendeSonne.

[…]

SonnevonWolkenverfinstert.[…]

Donnerrollt.EinletzterWindstoßfegtauchdasGebildeaus

dem Baum.Sonnebrichtdurch.EsisthellwiezuAnfang.[…]

(Momi,481-484)

은행원이 잠시 번민하다가 횡령한 돈으로 그 가치에 맞는 상품을 사겠다

163)Vgl.Fischer-Lichte:a.a.O.,S.156.

164)Vgl.Fischer-Lichte:a.a.O.,S.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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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심하자 이윽고 태양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다.그러나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비치는 태양은 비록 잘못된 출발일지라도 그 출발

이야말로 인간답게 되는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 장면의 마지막

지문에서 나타나는 빛의 지시는 은행원이 새롭게 출발할 것임을 상징한

다.

이 작품의 1부에서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서는 빛에 한 언

이 없다.세 번째 장면인 덮인 들 에서 비로소 빛에 한 언 과

빛의 변화가 나타난다. 덮인 들 장면의 처음 부분에 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이 떠 있다.연극에서 노란 빛은 햇빛을, 란 빛은 달빛을

의미한다면,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은 어떠한 색깔의 빛을,하루의

경과 어느 시 을 의미하는가?나아가 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납은 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을 한낮 즈음의 경험 인 모순이

라고 말하는데,태양은 아침을 상징하는데 반해 푸르른 그늘은 녁이나

밤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에 따르면,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은 은행원의 잘못된 시작과 이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되는 끝을

비시킨다는 것이다.165)실제로 겨울 한낮의 태양은 들 의 을 푸른

그늘이 드리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이를 고려한다면 푸른 그늘을 드리

우는 태양이 경험 모순이라는 크납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들 의 에 푸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은 이와 같은 사실

의미를 머 상징 의미를 지닌다.푸르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이

은행원의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지시한다는 크납의 견해 자체는 타당하

지 않지만,그의 견해가 태양이 지니는 상징 의미를 지 한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그 지만 크납은 이 장면에서 빛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

다.말하자면 그는 푸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 자체가 은행원의 출발의

165)Vgl.Knapp:Georg Kaisers expressionistische Bildinszenierungen:bloße

DenkSpielereioderVerSinnBildlichungderDramensubstanz?EinBeitragzur

BühnenBildlichkeitderfrühenModerne,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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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성을 의미하는 상징 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반면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장면에서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나 구름을 뚫

고 다시 비추는 태양과 같은 빛의 강도의 변화 역시 상징 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을 간과하고 있다.

의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태양이 구름을 뚫고 다시 비추자

‘처음처럼 환하다’라는 빛의 지시에서 ‘처음’이란 일차 으로 이 장면의

처음을 지시한다.그 게 본다면 이 장면의 첫 부분에서 지시되는 푸르

른 그늘을 드리우는 태양은 우선 낮이라는 시간을 지시하는 기능을 지닌

다.더욱이 주인공의 독백의 내용에 따라 빛의 강도가 변한다는 에서

태양 자체보다는 빛의 변화가 상징성을 지니며,이를 작가가 의도 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은행원의 가족들의 사를 통해 이 시간이 정오

가 지난 이후임을 짐작할 수 있다.두 번째 장면인 체육 장면에서는

등불빛이 비추고,세 번째 장면인 무도회장의 특실 장면에서는 붉은

등이 켜진다.마지막 장면인 구세군 회 장면에서 철사에 매달린 샹들

리에의 빛은 변화를 보여 다.첫 부분에서는 샹들리에가 모두 켜진 채

불빛을 비춘다. 녁 무렵이어서 불이 켜진다는 기능 인 의미 외에,조

명이 어둠을 밝히는 종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조명 장치

로서 샹들리에의 화려함은 이 종교 장소에 부합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

다.이 조명은 도리어 구세군 회 으로 상징되는 종교가 어떻게 변질되

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 장면이 끝나갈 즈음 믿었던 구세군 소녀

가 은행원을 배신한 것이 확인되고 샹들리에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꺼진

다.

은행원이 죽어가는 순간,샹들리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발한다.그

를 잡으러 왔던 경찰 은 “ 선이 합선된다 EsisteinKurzschlußin

derLeitung”(Momi,517)고 말한다.이것은 결국 종교의 ‘주도권의 단

KurzschlußinderLeitung’을,다시 말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정신

지주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은행원은 노란 커튼에 수놓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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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십자가에 팔을 펼친 채 쓰러져서 신음한다.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모든 빛이 꺼지고 “완 히 어둡다 Esistganzdunkel”(Momi,517)는

지문으로 끝난다.그래서 이 지문은 은행원이 새로운 인간으로 출발할

것임을 보여주는 1부 마지막 장면의 빛의 지시와는 조 으로 그가 떠

난 세상이 무나 암울할 것임을 어둠의 지시로 보여 다.은행원은 횡

령한 돈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

로 끝난다.그의 출발은 돈의 능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이것은 그

사회의 지배 논리이기도 하다.실패 끝에 그는 이러한 제의 잘못을 깨

닫는다.은행원의 종국 좌 은 잘못된 제에서 출발한 시도의 실패가

아니라,이로부터 얻은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이 의 희곡에서 새로운 인간은 그의 시도 자체가 실패로 끝나서라기

보다,사회에 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좌 하곤 한다.

이상으로 카이 의 희곡에서 비언어 요소가 독자 으로 의미를 달

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인물들의 신체 표 은 기계화의 결과물로서

반복 이고 기계 으로 나타나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그들은

우연한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출발하는데,이러한

변화 과정 한 신체 표 과 외 을 통해 나타난다.한편 작가는 지문

에서 빛과 어둠이나 소음과 음악을 지시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달한

다.비언어 요소가 언어를 체하거나 언어와 립됨으로써 독자 의

미를 달하는 카이 의 희곡은 연극의 태동으로서 언어 이외의 고

유한 연극 요소를 찾고자 했던,19세기 말에서 20세기 세기 환기

연극계의 귀 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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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극작론으로 구 된 ‘사고유희’

-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본 장에서는,Ⅰ장에서 작가의 극작 의도 표 주의 이념과의 계

라는 에서 그의 에세이를 통해 재구성해본 카이 의 극작론이 작품

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카이 가 에세이에서 서술한 극작 의도는 작가의 이념 표명과 객에

한 사고의 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다만 두 의 계

는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그 다면 이 두 은 별개의 것으로

상충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결되는가?이 두 이 연결된다면,어떻게

연결되는가?

카이 가 자신의 희곡에서 궁극 으로 의도하는 바는 새로운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그는 자신의 의도를 일

방 으로 객에게 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이 ‘새로운 인간’의 가

능성과 새로운 인간과 사회와의 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카이 는 극을 통해 객에게 자신의 이념인 인간 개 에

해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이것이 카이 가 주장하는 “사

고유희 Denkspiel”의166)두 가지 측면이다.

이 장에서는 카이 의 극작론이 아우르는 두 가지 측면,즉 작가의 이

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객의 사고를 구하는 극작론이 그의 희곡에

서 어떠한 텍스트 략에 의해 구체화되는지를 검해 보고자 한다.

166)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545.

독일어 ‘Denkspiel’은 우리말로 ‘사고극’이나 ‘사고유희’로 옮길 수 있는데,본문에

서는 이를 ‘사고유희’로 옮겼다.‘사고극’으로 옮길 경우 ‘이념극 Ideenspiel’과 유

사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무엇보다 작가의 의도가 일방 으로 표명된다

고 간주될 수 있다. 한 카이 가 객에게 작가의 의도를 매개하고 숙고하게

하며 객이 사고하는 것을 ‘즐거움 Lust’이라고 보는 을 고려할 때 독일어

‘Spiel’에 포함된 ‘유희’라는 의미를 살려,이 단어가 ‘사고유희’로 옮겨지는 것이

더 하리라고 여겨졌다.본문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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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가 소크라테스

낡은 가치 과 립하는 새로운 인간의 이념이 객들에게 어떻게 매

개되는지를,다시 말하자면 ‘사고유희’의 두 가지 측면을  구원된 알키비

아데스 DergeretteteAlkibiades 를 통해 살펴보자.｢ 라톤의 드라마

DasDramaPlatons｣에 따르면,카이 자신이 이 희곡을 ‘생각하는 즐

거움’을 주는 ‘사고유희’의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다.167)

이 작품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구원된다.그런데 등

장인물인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니라 술가로 등장한다.

1.1.역사 사실의 문학 변형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나 알키비아데스는 역사 실존 인물들이고,이

작품의 출발 이 되는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장에서 구한 일도

역사 사실이다.이 작품에서 어떤 요소들은 역사 사실과 부합되지만,

몇몇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게 구성된다.그러므로 먼 역사 인물들로

167)잔더는 표 주의 희곡에서 카이 가 반어,풍자 “서사 기법 episierende

Verfahren”(S.15u.300)을 통해 주인공이 구 하는 가치를 객에게 달하려

한다고 단한다.잔더는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주인공의 특성이 일면 으

로 드러나는 “양식화하는 stilisierend”(S.163)기법과 이를 지하는 “반어

ironisch”(Ebda.)기법이 동시 으로 사용된다고 본다.그는 이것을 작품에서 작

가가 “입장을 유보하는 것 unentschiedeneHaltung”(Ebda.)으로 받아들인다.이로

써 잔더가 이 작품에도 사고유희가 구 되어 있는 것으로 악한다고 볼 수 있

다.그런데 잔더의 연구는 이와 같은 평가의 근거인 텍스트 분석이 불충분한 것

이 흠이다.잔더는 피스터 ManfredPfister의 희곡 이론을 토 로  아침부터 자

정까지 를 로 들어 서사 기법을 요약하여 열거하지만 분석의 를 제시하지

않는다.그래서 잔더가 열거한 서사 기법이 카이 의 희곡에서 어떻게,어떤 지

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잔더는 서사 기법 의 하나로 “목

성의 지양 AufhebungderFinalität”(S.69)이나 “ 성의 지양 Aufhebungder

Absolutheit”(Ebda.)을 열거한다.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

GeorgKaisers1910-1945,S.15ff.;잔더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밝힌

이 기법은 카이 희곡의 특성을 밝 것으로 단되어 본 논문에서도 고찰될

것이다.잔더와 마찬가지로 성이나 목 성의 개념은 피스터의 이론에 따라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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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이 작품에서 변형

된 역사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존 인물인 알키비아데스는 출 한 외모를 지닌 정치가 으며 군 지

휘 이었다.그는 시칠리아 원정(기원 415년)이후 두 가지 종교 추

문―엘 우시스 비의 MysterienvonEleusis모독과 헤르메스 상 훼손―

에 연루되어 망명했다가 다시 아테네 장군으로 복귀하기도 하는 등 란

만장한 삶을 살다 기원 404년 타지에서 암살되었다.168)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헤르메스 주상을 만드는 사람 Hermen-

macher으로 등장하며 보병으로 투에 참가한다.이 과 련해 역사

사실을 살펴보면,소크라테스의 공식 직업은 부친의 일을 이어받은

석공이었다.그의 사회 지 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군복무

인데,당시 귀족들은 기병으로 투에 참가했지만 그는 무장 보병으로

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산층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69)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170)카이 는 삶 혹은 에로스의 문제를 다

룬  향연 을 이 작품의 1부와 2부에서,소크라테스의 죽음171)을 다룬

168) 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이제이북스 2010,47쪽 참조.

169) 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돈 ,문창옥/김 범 옮김,서해문집 2008,57

쪽 참조.

170)Vgl.Kaiser:DasDramaPlatonsoderDergeretteteAlkibiades(KW,4),S.

544;Kaiser:Berichtvom Drama(KW,4),S.590.

171)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련된 라톤의 서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과  크리톤

 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에서는 소크라테스에 한 재 의 정당성과 사형

선고의 정당성에 한 문제가, 크리톤 에서는 탈옥의 정당성의 문제,즉 정의의

문제가 주제이다.그러나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소크라테스의 사형이나 탈

옥에 한 정당성 문제는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작품의 3부 첫 번째 장면

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변론이 정의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인상을 수 있으나,

결국 이는 소크라테스가 재 의 당사자가 알키비아데스라는 것을 재 인 노인

들에게 확인시키기 한 수단으로 드러난다.따라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서는 정의의 문제가 주제가 된다기보다는,오히려 작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의

의 문제가 묻 버리게 된다.반면  이돈 에서 소크라테스의 최후 장면과 죽음

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과 아주 유사하다.따라서 카이 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과 련하여 주로  이돈 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크라

테스의 변론 과  크리톤 에 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 라톤의 네 화편 ,백종 역주,서 사 2003; 라톤: 크리톤 ,이기

백 옮김,이제이북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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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돈 을 3부에서 인용한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장에서 우연히 구해

상황과 련된 내용이 라톤의  향연 에 들어 있다. 향연 에 따르면

포테이다이아 투에서 소크라테스는 상처 입은 알키비아데스를 구해

다.알키비아데스는 이 투에서 용감히 싸운 공로로 상을 받는다.그는

이 상을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장군들과 소크라테

스 본인의 반 로 결국 상을 받게 된다.172)알키비아데스의 말에서는 이

러한 사실만 간단히 언 될 뿐 소크라테스가 그를 어떻게 구해냈는지에

한 구체 정황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한  향연 에 따르면,델리온

에서 퇴각할 때 소크라테스가 보여 ‘침착함’과 ‘단호하게 막아낼 태세’

때문에 그와 그의 동료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다.173)

에서 살펴본 바와 비교할 때,카이 는 델리온 투에서 아테네 군

가 퇴각하는 에 소크라테스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상황,포테이다이

아 투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사건 그리고 이 투로

인해 알키비아데스가 상을 받게 된 상황을 작품의 1부에서 재구성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재 은 기원 399년에 열렸으며,

표면 명분은 그가 조국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거나 은이들을 타

락시켰다는 것이었다.그런데 그러한 은이로 당 에 표 으로 거론

되던 이가 알키비아데스이다.174)역사 사실에 따르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재 이 열리기 에 죽었다.이 게 볼 때 알키비아데스의

생 의 행 가 소크라테스의 향 때문이라고 해도,이미 죽은 사람의

행 를 근거로 삼는 사형 선고는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다.한편 카이

는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켰다는 알키비아데스의 죄목과 은이들을 타

락시켰다는 소크라테스의 죄목을 한 인물에 집 시킨다.작품의 3부에서

알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킨 신성모독 행 를 했으며 은

172) 라톤: 향연 ,167쪽 참조.

173) 라톤: 의 책,167-168쪽 참조.

174) 라톤: 알키비아데스 Ⅰ․Ⅱ ,김주일/정 옮김,이제이북스 2010,13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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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되는데,그 신 소크라테스가 우연히

재 정에 서게 된다.소크라테스는―1부에서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후―

이 과정에서 다시 그를 구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는 장면은  이돈 의 마지막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175)그러나  이돈 에서 라톤이 병 이라 소크

라테스의 임종 시에 부재했지만,작품에서는 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임

종을 지키고 그의 존재가 부각된다.

1.2.니체 수용과 그 변화

작품이 역사 사실과 다르게 구성되는 부분은 극 인물인 소크라테

스에게서 드러나는 희극성과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연성과 계가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에게서 드러나는 희극성과 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연성은 실존 인물인 소크라테스에 한

라톤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카이 는 편지에서 이 작품이 라톤과

니체를 담고 있다고 밝힌다.176)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는 논

리 인 지성에 입각해 진리에 도달하는 철학자가 아니다.이 작품이

라톤의 작인  향연 과  이돈 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긴 하지만,작

품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라톤의 견해가 반 되었다고 볼

수 없다.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거짓말쟁이 술가로 등장한다.그의 모

습에는 술을 “가상이라는 치료약 heilenderBalsam desScheins”177)으

로 간주하며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한계가 “ 술가 소크라테스

künstlerische[r]Sokrates”178)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니체의 견해가

175) 라톤: 이돈 , 라톤의 네 화편 ,앞의 책,458-460쪽 참조.

176)Vgl.Kaiser:Briefe,S.174.

177)Friedrich Nietzsche:DieGeburtderTragödie,in:KarlSchlechta(Hg.):

FriedrichNietzsche.Werkein3Bänden,9.Auflage,München/Wien1982,S.

108.

178)Nietzsche:a.a.O.,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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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된 것으로 보인다.실존 인물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아는 것이

힘’이라면,등장인물인 술가 소크라테스에게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된

다.

 비극의 탄생 DieGeburtderTragödie (1872)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

극의 몰락을 이성 인식과 인과 추론에 따라 “사물의 본성을 철 하

게 규명할 수 있다는 믿음 GlaubenandieErgründlichkeitderNatur

derDinge”179)을 지닌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향으로 본다.‘ 자신을

알라’는 델피의 신탁을 자신의 모토로 삼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앎을

최상 의 원칙으로 삼는다.그래서 그는 “덕은 지식이다.죄는 오직 무지

에서 비롯된다.유덕한 자는 행복한 자이다.”180)라고 말한다.그는 앎을

최상 원칙으로 삼고 앎을 유덕한 것,아름다운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아름다운 것을 앎에 종속시킨다.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 해

서는 이성 이어야만 하며 Allesmußverständig sein,um schönzu

sein”,“아는 자만이 유덕하다 nurderWissendeisttugenhaft”라고 말

한다.181)

니체는 이와 같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술 사이의 립 계가 “논

리 인 천성의 한계에 한 의혹 BedenklichkeitüberdieGrenzender

logischenNatur”182)을 품는 ‘술가 소크라테스’에 의해 극복될 수 있

다고 본다.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우연성과 희극성은 근거율과 인과성에

따른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이 술가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에

게서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 다.

뿐만 아니라 고 그리스를 조화의 이상으로 간주하는 고 주의

에 의문을 제기하는 니체처럼,183)카이 는 이 작품으로 “괴테-빙 만

179)Nietzsche:a.a.O.,S.86:„TugendistWissen;eswirdnurgesündigtaus

Unwissenheit;derTugenhafteistderGlückliche.“

180)ZitiertnachNietzsche:a.a.O.,S.81.

181)ZitiertnachNietzsche:a.a.O.,S.72.

182)Nietzsche:a.a.O.,S.82.

183) Zitiert nach Frank Krause: Kaiser's Der gerettete Alkibiades: An

ExpressionistRevision ofNietzsche'sDie GeburtderTragödie,in:E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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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리스 das[Griechenland]desGoethe-Winkelmann”를 복시켰다고

자평한다.184)이 작품이 라톤과 니체를 담고 있다는 카이 의 편지와

라톤의 작 기법의 극 인 요소를 언 하는 에세이 ｢ 라톤의 드라마

｣,그리고 작품에 구 된 소크라테스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이 “ 라톤의 자료 Platonicsources”를 사용해 “소크라테스에

한 니체의 견해 NietzscheanviewsofSocrates”185)와 고 그리스의 평

가에 한 니체의 문제제기186)를 반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라톤의 견해를 반 하는 논리 인 철학자

가 아니라 헤르메스 주상을 만드는 술가로 등장한다.그런데 술가

소크라테스는 니체의 견해처럼 ‘치료약’을 제공하는,즉 기존 가치를

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되는 한편,이에

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2.새로운 인간상의 제시

이제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낡은 인간상들과 비되어 새로운 인간으

로 제시되는 양상을 살펴보자.소크라테스는 기존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

으로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2.1.기존 가치의 복

작품의 모토에서 이미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가 어떻게 구 될 것

Opus:Nietzsche-Revisionenim 20.Jahrhundert,Vol.81,Göttingen2003,S.

102.

184)Vgl.Kaiser:Briefe,S.174.

185)Vgl.RobertB.Todd:Socratesdramatised:GeorgKaiserandOthers,in:

AlbrechtDihleu.a.(Hg.):AntikeundAbendland,Berlinu.a.1981,S.116.

186)Vgl.Nietzche:DieGeburtderTragödie,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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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 나타난다.

태풍이 잠잠해지자 선원은 모두 도망갔으며 풍지박산난 선단의 잔

해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모래 에 흩어져 있다.아테네는 그

게 처참한 난 선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지붕을 잃은

원주는 타다 남은 수목처럼 지어 있었다. 녁때까지만 해도 푸

르 으나 밤사이 불타 없어진 숲의 앙상한 나무 기처럼 말이다.

횔덜린:히페리온

WieeinunermeßlicherSchiffbruch,wenndieOrkaneverstummt

sind, und die Schiffer entflohn, und der Leichnahm der

zerschmettertenFlotteunkenntlich aufderSandbankliegt,so

lagvorunsAthen,unddieverwaistenSäulenstandenvoruns,

wiedienackten StämmeeinesWaldes,deram Abend noch

grünteunddesNachtsdraufim Feueraufging.

Hölderlin:Hyperion(Al,755)

여기에서 드러나는 아테네는 폐허의 이미지만을 보여 다.따라서 작품

에서 아테네가 권장하는 가치는 곧 사라질 가치로 나타난다.그러나 한

편으로 이러한 폐허는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생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카이 는 고 그리스를 이상 모범으로 간주한 ‘괴테와 빙 만의 견

해’를 복시키려 한다.뿐만 아니라 그는 횔덜린의 기획과는 다른 가

능성을 작품의 결말에서 보여 다.횔덜린은  히페리온 에서,그리스의

잔해가 새로운 문화의 생성을 약속하는 상징이지만 이러한 문화를 형성

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 다.카이 는 한편으로

괴테나 빙 만과 달리 고 그리스를 이상 모범이 아니라 사라질 가치

로 묘사하지만,다른 한편으로 횔덜린과 달리 기존 가치나 문화의 괴

에서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을 보여 다.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경으로 시작되는 1부 첫 번째 장면187)에서

슬링 학교 dieRingschule의 소년들은 알키비아데스에 한 이야기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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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다.첫 번째 소년이 울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년과 세 번째 소

년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구도 알키비아데스에 해 꿈조차 꿀 수

없다는 화를 나 다(Al,757).알키비아데스는 그 출 한 외모 때문에

소년들의 우상이 되며,아테네의 웅 변자로 드러난다.

곧 이어 첫 번째 소년이 울고 있던 이유가 밝 진다.그 소년에 따르

면 자신의 이가 알키비아데스의 아내인데,그녀가 알키비아데스를 고

소했으며,그는 외도를 했기 때문에 재 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는 것이다.

첫 번째 소년은 그 사이 몰려든 다른 소년들에게 재 장으로 가서 죽

겠다고 하여 알키비아데스를 구하자고 제안한다.그러나 다른 소년

들은 알키비아데스는 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구도 알키비아데스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반 한다.소년들은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는 것을 그

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Al,759f.).

이들이 술 이고 있는 사이,노령의 슬링 학교 교장이 와서 그들의

동요를 잠재운다.그는 알키비아데스가 재 을 받게 한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구했음을 알린다.

슬링 학교 교장:[…]네 이를 원망하지 말거라 -알키비아데

스는 이미 그녀도 용서했단다![…]알키비아데스는 밝게 웃

으면서 빠져나왔지!그가 재 들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그는 웃었지!그가 재 들과 자신의 부인을 보았을 때,그

는 웃었다네.그는 웃었고 웃으면서 네 이 앞에 -[…]서

서 웃었네.[…]그리고서 그녀는 양팔로 알키비아데스를 껴

안았지.그는 웃었고 -더 이상 재 들을 보지 않았고 -

187)장면 Szene은 장소와 인물의 교체를 의미한다.인물의 교체는 ‘등장 Auftritt’이

라는 일의 용어가 있으나,보다 더 큰 단 로서 장소의 교체는 일반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그래서 아스무트는 장소의 교체에 ‘( 거리)마디 (Handlungs-)

Abschnitt’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Vgl.Asmut:Einführungindie

Dramenanalyse,S.38ff.;카이 는 자신의 희곡에서 장소 교체와 인물 교체를

휴지부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본문에서 장면은 주로 장소 교체의 경우를 의미하

며 필요한 경우 등장은 별도로 표기될 것이다. 를 들어 인용문은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의 첫 번째 장면,등장 ④,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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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은 떠났지 -그리고 그 재 들은 웃었고 -성벽

에 서 있던 구경꾼들은 웃었지 -요란한 웃음소리가 도시

에 울려 퍼졌지!

Ringmeister.[…]SeideinerSchwesternichtgram -Alkibiades

hatihrauch schon verziehen![…]Alkibiadeslachthell

heraus!Erlachte,alservordieRichterging-erlachte,

alsersein Weib mitden Richtern sah,erlachteund

lachendstellteersich[…]vordeineSchwesterundlachte.

[…]- und dann hing siemitzweirunden Armen an

Alkibiades.Derlachte-undsahkeineRichtermehr-und

diebeidengingenweg-unddieRichterlachten-unddie

Neugierigen,diezu Mauern standen,lachten - und ein

GelächterschalltüberdieganzeStadthin!(Al,760f.)

알키비아데스는 그의 웃음,결국 육체 아름다움 때문에 재 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다.이러한 사실은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아

테네 시민들도 육체 아름다움을 법질서보다 우 에 두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작품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외 이고 육체 인 가치를 변하고 있

다.여기서 알키비아데스는 무력 혹은 사계 을 표하고,아테네의 지

배 세력의 변자로 나타난다. 슬링 학교의 소년들은 이런 알키비아데

스를 숭배한다.작품에서 유일한 교육기 으로 나타나는 슬링 학교는

쟁을 비하여 소년들을 훈련하는 장소이다(Al,801f.).소년들은 알키

비아데스의 아름다운 외모를 찬미하고,그는 그리스를 지탱하는 가치로

나타난다.

세 번째 소년:알키비아데스는 구보다도 아름다워!

모든 소년들: 구도 알키비아데스를 구해선 안돼!

[…]

슬링 학교 교장:알키비아데스만이 알키비아데스를 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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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면 그리스의 하늘이 무 져 내릴거야!

DritterKnabe.Alkibiadesistschönüberjedem!

AlleKnaben.KeinerdarfdenAlkibiadesretten!

[…]

Ringmeister.NurderAlkibiadeskanndenAlkibiadesretten-

sonstbrächederHimmelüberGriechenland zusammen!

(Al,760f.)

알키비아데스가 외 이고 육체 인 가치를 변하며 웅으로 추앙받

는다면,무명의 아테네 시민이자 조각가인 소크라테스는 내 이고 정신

인 가치를 변한다.이 작품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1부에서 알키

비아데스가 변하는 외 이고 육체 인 가치와 쟁 이데올로기는 3부

에서 소크라테스가 변하는 내 이고 정신 인 가치 쟁을 무가치

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체된다.

3부 두 번째 장면에서 한때 알키비아데스를 따르던 소년들이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를 찾아온다.이 소년들은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알키비

아데스의 구원을 그를 모독한 행 로 간주했기에 소크라테스를 죽이려

했었다.그랬던 그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구하기 해 감옥으로 몰려온

다.소년들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지만,그는 이 제안을 거부한

다.이에 소년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알키비아데스

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를 찬미한다.이들은 소크라테스의 정신 아름다

움을 찬미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소년들:당신은 아름답구나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보다!!

소크라테스:웃으면서. 희들은 이제 나를 구원하고 싶나? 가

소크라테스를 구원할 수 있지?

소년들: 구도 소크라테스를 구원해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만이 소크라테스를 구할 수 있다 --그

지 않다면 그리스의 하늘이 무 져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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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Knaben.Dubistschön-Sokrates-überdenAlkibiades!!

Sokrateslächelnd.Wollteihrmichnunretten?Werdarfden

Sokratesretten?

DieKnaben.NiemanddarfdenSokratesretten!!

Sokrates.NurderSokrateskanndenSokratesretten--sonst

stürztederHimmelüberGriechenlandzusammen!(Al,811)

이 부분의 소크라테스의 사는 1부 첫 번째 장면에서 슬링 학교 교장

이 말한 사의 구이다.이제 소크라테스는 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이를 통해 알키비아데스로 변되던 의

가치가 소크라테스로 변되는 가치로 체될 것임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세 번 구한다.1부 두 번째

장면에서 그는 우연히 군과 교 함으로써 알키비아데스를 구한다.3부

첫 번째 장면에서 그는 재 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다가 우연히 알키비아

데스를 다시 구하게 된다.

알키비아데스의 구원 가운데 가장 핵심 인 장면은 작품의 심에 해

당하는 2부 첫 번째 장면이다.

소크라테스:당신의 업 은 팔과 다리로 이룬 승리이다 -이제 승

리를 거둔 당신의 팔과 다리가 주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것인가?-사람들은 그것을 떼어내고 -평평한 주춧돌을 만

들고 그 에 머리를 올려놓는다.다만 머리만을.팔과 다리

는 무엇을 하는가?팔과 다리는 달리고 휘두른다 -그러나

머리는 특별한 일을 한다.

Sokrates.DeineLeistungistderSiegmitArmenundBeinen-

wirdmannundeinesiegreichenArmeundBeinenbilden

undaufstellen?-Manschneidetsieweg-formteinen

glattenSockelundsetztdenKopfdarauf.NurdenKopf.

Wasliegtan den Armen und Beinen? Dielaufen und

hauen-dochderKopfvollbringtdasBesondere.(Al,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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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내 이고 정신 인 가치를 변하는 소크라테스의 구체

면모가 드러난다.여기서 그는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알키비아데스에게

헤르메스 주상의 제작 방식과 의의를 설명한다.그에 따르면,승리를 기

념하는 주상에 결국 머리만이 남는 까닭은 이것이 이성 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l,775).이로써 육체가 하는 일보

다 머리가 하는 일이 요하다는 견해가 드러나는데,이것은 통 인

그리스의 가치와는 립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히게 되는 계기는 알키비아

데스에 한 연민 때문이며, 의 인용부에서 그가 밝힌 정신 가치는

거짓말이다.명 와 쟁을 숭상하는 기존의 가치를 따르는 알키비아데

스는 투에서 일개 무명 병사인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치욕스러워한다.소크라테스는 이를 보고서 연민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의

가치이기도 한,그리스의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신 가치를 꾸며낸

다.그는 명 심에 상처를 입고 번뇌하는 알키비아데스를 거짓말로 로

하고자 한다.이때 소크라테스에게 요한 것은 사실에 한 정확한 인

식이 아니라 인간 감정,고뇌에 한 공감이다.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

데스의 자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는 자이며,그를 구하기 해

기존 가치 과 그의 가치 의 일치를 괴한다.188)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를 통해 기존의 가치

을 극복한다.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죽이려는 소년들을

설득하여 데리고 나간다(Al,776f.).

알키비아데스에게서 기존의 가치 이 새로운 가치 으로 체된다는

사실은 2부 세 번째 장면인 향연 장면에서도 드러난다.2부 두 번째 장

면인 거리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만난다.소크라테스가 길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자 알키비아데스의 가

마를 지휘하는 자가 그에게 채 질을 하지만 그는 여 히 움직이지 않는

다.이 과정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Erweicht

188)Vgl.Kaiser:Briefe,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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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nerGewalt”(Al,787)소크라테스를 통해 “ 투와 쟁의 가치 Wert

vonKampfundKrieg”(Al,788)가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거리 장면에

서 알키비아데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언 을 통해 향

연 장면에서 드러난다.향연장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완

히 설득당하고 그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2.2.새로운 가치의 제시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무력에 의지하는 기존의 가치에 반 하고 정신

가치를 제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정신 가치 이외에도 소크라테스

를 통해 기존의 가치와는 립되는 새로운 가치가 제시된다.

2부 세 번째 장면인 향연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부패할 육신 신 불

멸과 원을 강조한다.

소크라테스:[…]열 하십시오 -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마지막

명성이 확인될 것입니다:-당신은 삶과 죽음을 알지 못하는

불멸 속에서 원합니다!-당신은 태어남과 죽음 없이 원

합니다!-낮과 밤 없이 당신은 천복을 받습니다!--당신

이 한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 다

면 훌륭한 비단을 갉아먹을 부패할 육신에 푸른 띠를 두르지

마십시오 - 신에 그 아름다운 명 의 표시를 당신의 헤르

메스 주상이 지켜 원불멸의 길로 구원하십시오!

Sokrates.[…]Begeisteredich-dennnunwirddirderletzte

Ruhm bezeugt:-ewigbistduinUnsterblichkeit,dienicht

Leben und Tod kennt!- unvergänglich bistdu ohne

Ankunftund Hingang!- selig bistdu ohne Tag und

Mitternacht!- - Wenn du also deinerrechten Würde

dienenwillst-solassedasblaueBandnichtaufeinem

Kadaver,der verwest und die feine Seide zerfrißt -

sondernrettedasschöneEhrenzeichenindieDauer,die



-139-

deineHermesichert!(Al,790f.)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가 도착한 향연장은 그 날 비극 경연에서

우승한 시인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기 해 만들어진 시인의 헤르메스

주상 축성식을 한 자리이다.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시인인 첫 번째

손님의 헤르메스 주상에 사소하지만 한 실수가 있음을 지 한다.시

인은 우승 기념으로 받은 란 띠를 두르고 있는데,소크라테스는 그

란 띠가 시인 자신이 아니라 그를 기리는 헤르메스 주상에 놓여야 한다

고 말한다.그 이유는 술이 부패할 육신과 달리 원하고 불멸이기 때

문이다.

이 장면이 갖는 의의는 보다 자세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진술은 종종 스스로의 진술이나 행동과 립되어 그 진정

성이 의심스러워지는데,189)바로 이 목만큼은 그 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헤르메스 주상을 만드는 소크라테스가 술작품에 해 하는

진술만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강제되는 다른 진술과 달리 자발 이며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여기서 헤르메스 주상은 원과 불멸을 상징하

는 술작품으로서 유한한 인간 존재와 비되며,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원불멸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크라테스는 외 이고 육체 인 아름다움을 시하고 순간 인 쾌락

을 추구하는 의 가치에 해 사랑을 내세운다.2부 마지막 장면에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두 사람은 알키비아데스의 연인인 리네190)

189)이는 3.성찰의 계기에서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190)이 장면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연인으로 등장하며 육체 아름다움으로 소크라테

스를 유혹하는 리네는 기원 4세기의 미모의 화류계 여자 다.실제 그녀의

정부는 락시텔 스 으며,그녀는 락시텔 스가 만든 조각의 모델이나 화가

아펠 스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리네는 신성모독죄로 법정에서 재 을 받기도

했는데,그 아름다움에 매혹된 배심원들이 그녀에게 무죄 결을 내렸다고 한다.

장 자크 루소: 언어 기원에 한 시론 ,주경복/고 만 옮김,책세상 2010,216쪽

역자주 20.참조.(작품상의 리네가 1부에서 외도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를 고발

한 여인과 동일인물인지 혹은 알키비아데스의 외도의 상과 동일인물인지는 확

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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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으로 향한다.알키비아데스는 리네의 욕실에 소크라테스를 홀로

남겨두고 갑자기 떠난다.이후 소크라테스는 리네와 화를 하게 되는

데,그는 알키비아데스가 나간 이유를 궁 해하고, 리네는 이 두 사람

의 계를 궁 해한다.

리네:당신은 사랑 없이 -증오 없이 알키비아데스 앞에 있는 건

가요?

소크라테스:나는 나 자신을 자극하지 않으려 합니다.자극은 오는

로 사라지지요.증오는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소실되지요 -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소실되지요.혹은 증오와 사랑

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겠지요.그러나 내가 보다 깊은 애정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나는 순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리네: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생각하나요?

소크라테스:[…]-게다가 당신의 욕실에서 [ 답이―인용자]말해

진다면 -알키비아데스는 나를 추궁할 것이고 해명을 듣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내게 밤낮으로 더 이상 쉴 틈을 주지 않

겠지요.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입을 다물려고 합니다.알키비

아데스가 다시 나타나서 당신들이 만족하며 내가 주목받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때까지요.그는 몸을 돌린다.

[…]

리네:당신은 사랑하는군요 -소크라테스 -다른 사람들은 사랑

하지 않는 방식으로.

Phryne.DubleibstohneLiebe-ohneHaßvorAlkibiades?

Sokrates.IchversuchenichtmichzuErregungenzureizen,die

verflüchtigen wie sie kommen: Haß verbrennt mit

Stichflamme-LiebeverbrenntmitStichflamme.OderHaß

undLiebewärennichtecht.Ichkannmichabermitdem

Augenblick nicht begnügen, wenn ich nach tieferer

Zuneigungtrachte.

Phryne.ErfindestdueineneueLiebe?

Sokrates.[…]-zumalindeinem Badraum geäußert-undda

michAlkibiadeszurRechenschaftziehenwürdeund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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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und NachtkeineRuhe mitseinerNeugierdenach

einerErklärungmehrließe,sowillichdenMundvonnun

anschließen,bissichAlkibiadeswiedereinfindetundin

eurem VergnügenmeinWeggangohneAufsehengelingt.

Erwendetsichab.

[…]

Phryne.Duliebst-Sokrates-wieanderenichtlieben.(Al,

796)

이 화의 반부에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

며,후반부에서 그가 알키비아데스에 한 신의를 지키려한다는 이 드

러난다.한편 리네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방식

로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윽고 리네는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며 욕조로 들어간다.그러나 그

는 움직이지도 외 아름다움에 동요하지도 않는다.이러한 소크라테스

의 태도는 1부 첫 번째 장면에서 외도로 인해 재 을 받게 된 알키비아

데스의 됨됨이와 비된다.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보다 깊은 애정을,외 이고 육체 인 아름다움

을 시하는 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을 내세우는 소크라테스의 면모

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확인된다.

소크라테스:[…]새로운 것 -엄청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이

오 -마찬가지로 당신이 도움을 주는 곳에서도 그 원천은 우

연 이오 -:한 아이가 되오 -미리 계획된 것이 작용한 것

이오?-: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모든 기 에서 불확

실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이라오!

Sokrates.[…]Das Neue - Ungeheure schleudertein Zufall

heraus-wieauch,woduhilfst,derUrsprungzufälligist

-:einKindwird-warVorbedachtam Werke?-:nur

Liebe- nurdieistdasungewiß Gewissestevon 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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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n!(Al,808)

이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아내이자 산 인 크산티페와 새로운 것

의 우연한 탄생에 해 화를 나 는데,결국 그 계기는 사랑이다.2부

첫 번째 장면에서 그는 번뇌하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연민 때문에 우연히

거짓말을 한다.그러므로 이 사를 통해 그의 연민은 한 사랑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상의 구 은 외 이고 육체 인 가치,명 와 쟁을 요

시하는 가치가 내면 이고 정신 인 가치로 체되는 변화를 통해 3부에

서 구체 으로 드러난다.3부 두 번째 장면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감

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에게 자신의 의 을 드러낸다.

소크라테스:[…]노인들은 곧 죽고 -소년들로 삶은 유지되오,삶

이 그들 앞에 길게 펼쳐져 있다오.

Sokrates.[…]DieGreisevergehenbald-undmitdenKnaben

hältesdasLeben,daslangvorihnenist.(Al,807)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슬링 학교를 뛰쳐나온,변화된 소년

들의 상태를 지속시키려 한다.왜냐하면 곧 죽을 노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슬링 학교와 무력을 계승하려 하지만,더 오래 살

소년들은 이제 노인들에게, 슬링 학교에,그리스의 기존의 가치에 항

하여 결국 그리스는 소년들의 그리스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된 알키비아데스 에서 소크라테스는 무력에 의지하는 옛 아테네

의 가치에 반 하고,외 이고 육체 인 아름다움에 동요하지 않고, 원

과 불멸의 상징인 술을 옹호하며,연민과 사랑을 내세우고,새로운 아

테네의 미래를 짊어질 소년들을 지지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나타난

다.지 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신

가치가 승리를 거둔다는 도젠하이머의 지 은191)일면 타당한 것으로



-143-

보인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한 소년들의 가치의 변화를 가져온 등장인

물 소크라테스가 밝힌 정신 가치는 그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라기보다

는 알키비아데스를 로하기 한 거짓말이었다.클라우스 페터젠 Klaus

Petersen은 소크라테스의 거짓말을 알키비아데스에게 로가 되기 때문

에 니체의 의미에서 ‘가상이라는 치료약’으로 본다.192)반면 랑크 크라

우제 FrankKrause는 이 거짓말이 로가 된다 해도 결국 이로써 알키

비아데스를 구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시도는 실패하고 객에게 모호함을

가져 온다고 본다.193)페터젠의 견해가 소크라테스의 거짓말이 알키비아

데스에 미치는 향을 기술한다면,크라우제의 견해는 소크라테스의 거

짓말이 객에게 미치는 향을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소크라테스의

거짓말이 알키비아데스를 로한다면,이로 인해 생기는 모호함은 객

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3.성찰의 계기

작품에 구 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한편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

노폰,에라스무스,라블 ,몽테뉴 등 일련의 문필가들이 실존 인물인 철

학자 소크라테스에 해 갖고 있던 견해와 유사하다.194)그들은 소크라

테스를 외양은 못생기고 언동은 천덕스러운 어릿 이지만 그 내면에

가장 경이로운 보배를 지닌 인물로,어리둥 한 바보와 인의 형상이

191)Vgl.Dosenheimer:DasdeutschesozialeDramavonLessingbisSternheim,

S.250.

192)Vgl.KlausPetersen:DergeretteteAlkibiades,in:Armin Arnold (Hg.):

GeorgKaiser,Stuttgart1980.S.88.

193)크라우제도 이러한 모호함이 객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본다.Vgl.

Krause:Kaiser'sDergeretteteAlkibiades,S.94f.

194)에리히 아우에르바흐: 미메시스.서구문학에 나타난 실묘사 (고 ․ 세

편),김우창,유종호 옮김,민음사 1995,299-3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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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인물로 평가한다.

그러나 카이 는 에서 살펴 본 바 로만 소크라테스를 구체화하지

않는다.카이 는 실존 인물 소크라테스에 한 례 평가를 따르는

신 그 내면이 진정으로 정신 가치를 변하는지 회의를 갖도록 만든

다.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립 면모를 동시 으로 보여 다.그는

의지 행 와 무의지 행동 사이를 오가고 새로운 인간의 면모와 소피

스트 면모를 번갈아 보여 다.

3.1.다층성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헤르메스 주상,구원,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한 동기 역시 일면 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

라 다층 으로 드러난다.이러한 다층성은 소크라테스나 그가 제시하는

가치를 모호하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작품에서 헤르메스 주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헤르메스 주상195)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196)이처럼 헤르메스 주상

이 내포하는 다양한 가치는 극 인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

니라 작품 해석을 모호하게 한다.2부 리네의 집 장면에서 알키비아데

스가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킨 것은 소크라테스를 거부하는 상징 행

동이다.그런데 3부 첫 번째 장면인 재 장면에서 노인들은 이 사건을

195)헤르메스 주상 dieHerme은 앞서 소크라테스의 말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네모진 기둥에 머리를 붙이는 조상 형식을 지칭하지만 원래 헤르메스 신의 주상

을 지칭했다.작품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 헤르메스 주상처럼,헤르메스 신 자체

도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196)작품에서 헤르메스 주상은 아테네인들,알키비아데스,소크라테스에게 각각 다

른 의미를 지닌다.이것은 본질 으로는 업 을 세운 한 인간을 한 기념비로서

(Al,776)한편으로 극 아테네인들에게는 아버지들을 존경하기 해(Al,804)

만드는 것,즉 기존의 가치를 기념하기 한 것이다.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알키

비아데스에게는 머리가 하는 일의 상징이기도 하며,그의 표 을 빌자면 소크라

테스는 살아있는 헤르메스 주상이기도 하다.(Al,794)소크라테스에게는 술작품

으로서 원성을 간직하는 것이다(Al,7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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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치체계를 복시키려는 도 으로 이해한다.실존 인물인 철학

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기 한 논의를 반박할 수 없는 제나 논의

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합의에서 출발시킨다.그에 반해 술가

소크라테스가 빚는 헤르메스 주상이 다 인 가치를 내포하는 것은 결

국 사건이 극 인물들에게서 동일한 층 에서 이해되지 않으며,논의가

합의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동

시에 희화화되거나 소피스트 면모를 드러낸다.이 작품의 반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희화화되어 있다.1부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신체 특성과 그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는 과

정이 우스꽝스럽게 제시된다.1부 첫 번째 장면인 슬링 학교 장면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추앙

받는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1부 두 번째 장면인 선인장 들 의 투장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은 곱사등이로 묘사된다.심지어 소크라테

스는 이 장면에서 우선은 무명의 병사로 등장하다가 가시에 찔린 후 주

앉아 다른 병사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에야 비로소 객들에게 소크라

테스로 밝 진다.이 장면에서 무장했으나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소크

라테스는 고통에 시달리며,패 한 그리스 인의 열에서 떨어져 홀로

주 앉아 있다.

소크라테스:신발을 뚫고 -피부를 뚫고 --살 속으로 꽂 서 -

-구멍을 내고 바로 불의 마개로 해졌네!--행군하기: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에게 말뚝을 박는 것 --한 걸음마

다 수천 번 죽기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그는 신발을

벗으려고 한다.신발 창에 뿌리를 박고 있는 가시를 신발과

함께 --그는 신발을 홱 당겨서 벗는다.부러져 나갔군!-

뾰족한 부분이 발에 꽂 있네!--이젠 손가락으로도 이

부분을 잡지 못하겠군!그는 발바닥을 살펴본다.살갗 속으로

어붙은 것 같아 --혹도 없이 --단순히 통증만!!그는

무력하게 주 앉는다.잠시 후에.아니야 -디디질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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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투보다 더 고약하군.불에 데인 것처럼 들쑤셔 -

속을 뭔가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아!--불 히 여기소서!!

--그래,꼼짝하지 말자 --벌떡 일어나지도 말고 --이

거 한 땅덩어리가 내 살 속에 박힌 이 기에 부딪치지 않

게 해야지!!---주변을 둘러보면서.내가 희들과 계속

가야만 하는 건가?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나?여기 선인장

들 을 가로지르나?발에 가시가 박힌 채로? 희들은 나를

고문하려 하는가? 희들은 사형 집행인인가? 희들과 함께

속보로 달리면 계속되는 가시덤불이 체가 되어 나를 갈기갈

기 찢으려 하는가? 희들이 그 들인가?-: 들이 와서

단 한 번의 르기로 나를 죽이겠지!----여기에 나는

앉 아 있을 거야 -:그들은 나를 잡아서 데려가지 못할 거야

--그들은 나를 때려 죽여야만 할거야!!

Sokrates.DurchdenSchuh--durchdieHaut--insFleisch

gespießt- - einLochgerissen undgleichverschlossen

mitdiesem StöpselvonFeuer!--Marschieren:mitjedem

Trittsichpfählen--tausendmalsterbenfüreinmal--

undwiederauflebenund-erwilldenSchuhabstreifen.

Mitdem Schuh den Dorn,derin derSchuhsohle mit

seinerWurzelhaftet--Miteinem Ruckentfernterden

Schuh.Weggeknickt!--DieSpitzestecktim Fuß!--

Jetzt faßt ihn keine Fingerzange! Er betrachtet die

Fußsohle.Wieverwachsen in dieFlächederHaut- -

keine Beule - - bloß Schmerz!!Er sinktohnmächtig

zusammen.NacheinerWeile.Nein-nichtauftreten.Das

istschlimmerwie Schlacht.Das schlägtwie Flammen

durchmich--dasisteinQuirlim Blut,derwirbelt!--

Erbarmen!!--Ichrühremichjanicht--ichraffemich

nichtauf--undstoßenichtdieganzeErdegegendiesen

Keilinmeinem Fleisch!!---Sichumblickend.Weiter

sollich miteuch? Wo führt der Weg? Hier durchs

Kakteenfeld? Miteinem Dorn im Fuß? Wolltihrmich

foltern? Seid ihr Henker? Miteuch traben und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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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fetzenmitStachelnebenStachelzum Sieb?Seidihrdie

Feinde?-:diekommen undvernichtenmichmiteinem

Stich!----Hierwillichsitzen-:siewerdenmich

nicht fangen und wegführen - - sie sollen mich

totschlagen!!(Al,763)

소크라테스의 발바닥의 가시가 그에게 신체 고통을 가져오고,이 순간

이후부터 그 아픔이 그의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이제 그는 행군을 ‘한

걸음마다 수천 번 죽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걷거나 달리느니 차라

리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호들갑스럽게 고통을 과장한다.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그는 웅이나 철학자가 아니라,가시로 인한 고통을 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일 뿐이다.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발견한다.그는 무기가 부서져 무

장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크라테스에게 안내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소

크라테스는 이를 계속 거부하며 화를 내다가 군 병사들과 교 하게 되

고 우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구한다.

알키비아데스:소크라테스를 떠 면서.나와 함께 그리스인들에게

로 달려갑시다!

소크라테스:맹목 으로 칼로 자신의 주 를 치면서.나 -에게서

-떨어져!

알키비아데스:벌떡 일어서며,칼을 피하면서,소크라테스의 뒤로.

한 군 병사:다가오면서. 희들은 알키비아데스를 잡지 않았는

가?

한 군 병사:한 사람이 그의 앞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보호하고 있

소!

[…]

한 군 병사:그를 무기력하게 하라,그리고서 우리 함께 그를 공

격합시다!

[…]

격분한 소크라테스와 군 병사들 사이에서 교 의 창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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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껏 울린다.

언덕 의 그리스 병사들 -소리치며:“알키비아데스!”

한 군 병사:그리스인이다!

[…]

한 군 병사:그리스인이 무 막강하다!

한 군 병사:도망가라!

AlkibiadesSokratesstoßend.LaufemitmirzuGriechen!

Sokratesmitdem Schwertblindlingsum sichschlagend.Von-

mir-los!

Alkibiadesspringt,denHiebenausweichend,hinterSokrates.

Ein feindlicher Soldat ankommend. Fangt ihr nicht den

Alkibiades?

Ein feindlicherSoldat.Eineristvorihm und verteidigtden

Alkibiades!

[…]

EinfeindlicherSoldat.Laßtihnmattwerden,dannstechenwir

ihnzusammen!

[…]

DieSchlägedesGefechtszwischendem blindwütigenSokrates

unddeneindlichenSoldatenschallenmächtig.

Aufdem HügelgriechischerSoldaten-im Schrei:》Alkibiades!《

EinfeindlicherSoldat.Griechen!

[…]

EinfeindlicherSoldat.GriecheninÜbermacht!

EinfeindlicherSoldat.Fliehen!(Al,765)

알키비아데스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소크라테스의 몸짓은 군 병사들에

게 알키비아데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된다.그런

데 군 병사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에 등장하는 그리스 병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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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이 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추정 한다.

그러나 이 장면의 반부에서 소크라테스에게는 알키비아데스를 구하

려는 의도 자체가 없음이 확인된다.발에 박힌 가시로 인해 호들갑을 떨

던 소크라테스는 결국 그리스 병사들에게 합류하자는 알키비아데스의 요

청을 거 한다.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는 이유,나아가 요청을 거 하는

이유에 해서 알키비아데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우리는 지 까지 살

펴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는 화술로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고 그에게 거리를 갖게

된다.

이름 없는 병사 던 소크라테스는 우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후 이

장면의 끝에서야 극 의 다른 인물들에게 소크라테스로 알려지게 된다.

이제야 객도 이 작품에 우스꽝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라는

것을,그러나 그가 당 아테네에서 유명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는 거

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면모는 문답법을 사용하여 화 상

자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철학자로서의 이미지보다는,그른 것도 옳

은 것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말장난이나 하는 소피스트 인 이미

지를 드러낸다.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소피스트 면모는 앞서 살펴보았

던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됨됨이와 비되며 그를 양가 으로 드러나게

한다.앞의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알키비아데스와 화하는 소크라테스

는 알키비아데스에 한 연민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

이라고 둘러 고,이를 통해 화 상 자는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거짓

말에 설득된다.이와 같이 소피스트의 면모를 드러내는 소크라테스의 거

짓말 때문에 그가 과연 정신 가치를 변하는가는 의문스러워진다.

소크라테스에게서 나타나는 말장난을 일삼는 소피스트 이미지는 2부

두 번째 장면인 생선시장 장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크산티페가

나간 사이,소크라테스는 가시로 인한 육체 “고통의 경련을 극복하고

걷는다 denKrampfdesSchmerzes[überwindet]undgeht”(Al,777).



-150-

그는 둥근 머릿돌로 포장된 생선시장의 도로에 이르러 더 이상 발을 움

직일 수 없게 되자 한 가운데 멈춰서 있다.때문에 그는 어부 부인들과

갑론을박을 벌이게 된다.

첫 번째 어부 부인:소크라테스 앞에 멈춰 서서.내가 곱사등이인

당신을 돌아가야 하나요?

소크라테스:나의 곱사등은 나의 등에 있는 우회로입니다.이 때문

에 피가 머리로 히 솟구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지

요.

[…]

세 번째 어부 부인:큰 통 뒤에서 -그녀의 물 긷는 통에서 소크라

테스에게 물을 뿌리면서.혹이 돌로 포장된 도로에 뿌리가 박

혔나?여기는 좁고 딱딱한 땅인데 -이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하지!

[…]

소크라테스:웃옷에서 물을 떨어뜨린다.당신은 무 높이

뿌렸어요 -물은 나무 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셔야지요.

Erstes Fischweib vor Sokrates einhaltend. Soll ich einen

Umwegum deinenBuckelmachen?

Sokrates.MeinBuckelisteinUmweginmeinem Rücken,damit

das Blutnichtzu rasch in den Kopfsteigtund den

Verstandüberschemmt.

[…]

Drittes Fischweib hinten an einer Wanne - aus ihrem

Schöpfkübelnach Sokrates sprengend.HatderKnollen

Wurzeln im Kopfsteinpflaster geschlagen? Das ist ein

schmählichharterBoden-denmußmanaufweichen!

[…]

SokratesklopftsichdasWasservom Rock.Duhastzuhoch

getroffen - man begießt einem Baum nicht um den

Stamm,sonderntränktdieSohle.(Al,77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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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그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신,어부부

인의 말에 말장난으로 꾸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이유를 들며 답한다.

그는 거의 스무 명에 달하는 어부 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지만 결국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그래서 소란은 커지고 이 난장에

모두가 말려들게 되었다.그러나 이 경은 험악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우

스운 한편의 소동처럼 보인다.당사자들에게는 진지할 수도 있겠지만,그

들 사이에 오고 가는 화와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은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크라우제는 이 장면에서 어부 부인들의 조악함,그

들의 싸움,농담이 희극의 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 한다.197)시장 거

리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인 면모는 우스꽝스러움과 결

합되어 더욱 부각된다.

3부 첫 번째 장면에서 재 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는 거듭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그러면서 그는 에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행 를

지시 알린다.마침내 고발인이자 재 인 노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알

키비아데스를 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내 자

신의 암시를 은폐하는 이 면모를 드러낸다.

소크라테스:당신들은 그 일에 해서 말하는가?나는 이 행동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고 이 행동을 언 하지 않았다.그러나 당

신들이 이 행동을 내 무죄 결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는

력을 다 하겠다:--나는 알키비아데스를 구했다.

Sokrates.Sprechtihrdavon?IchwolltemichdieserTatnicht

rühmen und erwähnte sie nicht.Doch wo ihrsie zu

meinem Freispruch braucht,so werfe ich selbst dies

Gewichtin die Schale:- - ich habe den Alkibiades

gerettet!(Al,806)

지 까지 살펴본 소피스트 이미지가 소크라테스가 직 보여주는 것

197)Vgl.Krause:Kaiser'sDergeretteteAlkibiades,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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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앞으로 살펴볼 것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인식되는 인상이다.향

연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알키비아데스:[…]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비 을 뚫고 들어갈 가

치가 있소.-당신이 이에 만족한다면,그것을 소유한 데

한 나의 자부심이 구름까지 치솟는다오!

Alkibiades.[…] Du bist wert in das schönste Geheimnis

einzudringen,-undwennesdirgenügt,bäumtsichmein

StolzüberdenBesitzzudenWolken!(Al,791f.)

이 장면의 앞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술의 원과 불멸을 강조한다.그

러자 시인은 그에게 자신의 헤르메스 주상에 란 띠를 장식해 달라고

부탁한다.이에 발의 가시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그는 여 히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알키비아데스에게 이를 신해 달라고 요청한다.그러자

향연장에는 깊은 정 이 흐른다.이윽고 알키비아데스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beherrsch[en]sich”이 부탁을 들어 다.이때 소크라테스의

부탁에 한 알키비아데스와 좌 의 반응은 그들이 이를 일종의 충격

인 사건으로,특히 알키비아데스는 이를 일종의 치욕으로 받아들이고 있

음을 보여 다.이후 여 히 침묵이 흐르는 향연장에서 알키비아데스는

“날카롭게 scharf”웃는다.그의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분 기를 없애려는 일종의 허세로 보인다.그리고서 알키비아데스는

와 같이 소크라테스를 평가하고서 그와 함께 향연장을 떠난다(Al,791

f.).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 한 평가와 자신의 자부심을 ‘구름’에 닿을 정

도로 과장하는 알키비아데스의 표 198)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에 한 거

198)카이 가 구 하는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인 면모는 아리스토 네스의 희극

 구름 (B.C.423)에서의 소크라테스를 상기시킨다.아리스토 네스의 작품에서처

럼,이 작품에서도 소크라테스는 한편으로는 소피스트와 같은 면모를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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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을 은폐하고 미화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나아가 이 표 은 알

키비아데스가 그를 소피스트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 장면의 앞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향연장에 들어오

기 알키비아데스가 좌 에게 들려 그의 행 에 한 보고(Al,787)

를 생각해 보면 더욱 커진다.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화를 나

인물들,즉 어부 부인들,문지기들,가마꾼들을 나열한다.앞 장면인 시장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와 어부 부인들간의

실랑이를 잠재운 후 이 두 사람은 함께 향연장에 가게 된다.도 에 소

크라테스는 자신을 가마의자로 옮겼던 알키비아데스의 가마꾼들과 향연

장의 문지기들과 화를 나 것으로 추측된다.흥미로운 은 소크라테

스가 이 인물들과 화를 나 후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했다기보다

는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화를 통해 드러나는 소크라테스

때문이다. 의 인용문에서 ‘구름’까지 치솟는다는 알키비아데스의 과장된 표 으

로 작품에서 아리스토 네스의  구름 과의 연 성이 간 으로 표 된다고도

볼 수 있다.토드 RobertB.Todd는 자신의 연구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의 성

격과 신념이 모순되는 해석을 불러일으킨다고 지 하며 희곡에서 소크라테

스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 되는지를 희극과 비극 두 하 장르 모두에서 간략히

고찰한다.이 논문에서 토드는 아리스토 네스의  구름 과 카이 의 이 작품을

직 으로 연 시키지는 않지만,소크라테스가 극 인물로 등장하는,‘ 작

품에 비견할 유일한 고 작품 [t]heonly ancientanalogueto[…]modern

works’으로 아리스토 네스의  구름 을 언 한다. Vgl. Todd: Socrates

dramatised:GeorgKaiserandOthers,S.116;역사상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

에도 그는 소피스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이러한 평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리스토 네스의 희극  구름 이다.당시 아테네인들은 소피스트들이 통 인

신을 부정하고 자연 상에 해 해괴한 설명을 하며,사론을 강변하는 궤변술을

가르치고,청년들을 부모에게 반항하게 한다고 생각했다.아리스토 네스의 작품

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소피스트로 나타난다. 구름 에 등장하는 소크

라테스는 자연 상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숭배할만한 것은 ‘카오스,

구름,인간의 ’라며 이 세 가지를 찬미한다.그는 유일한 신은 구름뿐이라고 주

장한다.아리스토 네스: 구름 , 아리스토 네스 희극 집 1 ,천병희 옮김,도

서출 숲 2010,13-98쪽,특히 41쪽 참조;아리스토 네스의  구름 에서 소피스

트로 묘사된 소크라테스에 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있다.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의 상징으로 도입되어 소피스트에 한 당 아테네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데

이용되었을 뿐 소크라테스 개인에 한 공격은 아니라는 해석과 상 주의 요

설로 가치 기 을 어지럽히는 소피스트나,낡은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비 한 소크라테스나 같이 공동체의 안정을 흔드는 부류로 간주했기 때

문에 가해진 그에 한 직 인 인신공격이라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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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철학자가 아니라 말장난을 일삼는 소피스트와 유사하게 보인

다.바로 이러한 면모가 알키비아데스의 보고를 통해 밝 진다.

알키비아데스:[…]그는 땀 흘리는 가마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일곱 번째 손님:길에 해서요?

알키비아데스:걸음에 해서요.[…]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까지

-오른쪽 왼쪽이 헷갈릴 때까지 -소크라테스 앞에서 그들의

무지를 인정해야 했지요.[…]이제 그들은 의욕을 상실한 채

가마의자 에 쪼그리고 앉아있지요.

Alkibiades.[…][Er]befragtedieschwitzendenTräger!

SiebenterGastfreund.Nachdem Weg?

Alkibiades.Nachdem Schritt,[…]bissiesichverwirrten-und

nichtwußten,wasrechtsistund linksist- und vor

SokratesihreUnwissenheiteingestehenmußten[…].Jetzt

kauernsiegebrochennebendem Tragsessel.(Al,787)

알키비아데스의 말 자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행 에 한 평가를 엿볼

수 없다.그러나 그 내용을 염두에 둘 때,앞서 인용된 향연 장면의 마지

막 부분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로 인식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향연장을 나선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두 사람은 알키비아데스의

연인인 리네의 집으로 향한다.소크라테스와 함께 들어가기 에 알키

비아데스는 리네와 단둘이 만나서 “삶을 죽게 하고 죽음을 살게 하

는”,삶과 죽음을 혼란시키는 헤르메스 주상을 괴할 것을 요청한다(Al,

794).소크라테스를 살아있는 헤르메스 주상이라고 칭하던 알키비아데스

가 리네에게 소크라테스를 유혹해서 멸시킬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의

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알키비아데스는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인 향연 장면의 반부에 이르기까지 소

크라테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 다.그랬던 그가 향연 장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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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서 소크라테스의 요청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앙 때문에 다음

장면인 리네의 집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를 멸시키려 한다.

이미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알키비아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크라테스와 화를 하던 리네는 그를 유혹하며 욕

조로 들어간다.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동요하지 않고 커튼 뒤에 있던 의

자에 눕는다.이때 알키비아데스가 갑자기 욕실로 돌아와서 소크라테스

를 오해하게 된다.이내 리네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버렸다고 말하며 그 오해를 풀어 다.그러나 육체 유혹에 동요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리네는 알키비아데스

에게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제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고 말한

다.이에 알키비아데스는 격노하여 “잠자는 도시를 구하기” 해 뛰쳐나

간다(Al,798). 리네의 집을 나선 알키비아데스는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크라우제에 따르면,199)알키비아데스는 소크

라테스가 밝힌 정신 가치의 상징을 모독하기 해 헤르메스 주상을

괴한다.

알키비아데스가 나가자마자 병사들이 집 앞의 공공장소에서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잡으러 들이닥친다.원래 알키비아데

스는 소크라테스를 모독하기 해 헤르메스 주상을 괴하지만,다른 공

동체 구성원들은 이 행 를 기존의 아테네의 가치와 공동체에 한 모독

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알키비아데스를 잡으러 리네의 집으로 온 병사들은 커튼 뒤에서 자

고 있던 소크라테스를 알키비아데스가 아닌 알면서도 잡아간다.이제

리네와 단둘이 남은 우두머리는 나체인 리네에게 의를 갖추며 알

키비아데스에 해 묻는데,그녀가 답 신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에 한 개심을 드러낸다.그는 병사들에게 만약 소크라테스

가 그들에게 말을 걸면 박살내 버리라고 명령한다(Al,799).그의 말을

통해 소크라테스와 화를 한 사람들이―그들의 에서 보자면―부정

199)Vgl.Krause:Kaiser'sDergeretteteAlkibiades,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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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면모가 극 인물에

게 알려져 있음이 드러난다.

지 까지 등장인물 소크라테스가 다층 으로 드러난다는 을 살펴보

았는데,이와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원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다.1부 두 번째 장면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우연히 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웅 인 행 로 볼 수 없다.

다음 장면인 1부 세 번째 장면에서 구에게 황 을 것인지 결정하

기 해 각각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행동에 해 장황하게 보고

와 평가가 내려진다.

첫 번째 찬미자:[…]알키비아데스는 방방곡곡 울리는 외침이 됩

니다 -알키비아데스에게로 가는 걸음이 빨라지고 -알키비

아데스 주 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열이 구름처럼 몰리고 -

무리가 차례로 다시 방향을 돌려 -주춤하고 선두자리를 비

켜주며 겁내는 을 향해 다시 당당히 맞섭니다:-마침내 질

서정연한 열로 알키비아데스는 군을 험한 평지에서 유

리한 지역으로 이끕니다.그리스는 멸을 면하게 되었습니

다!!

[…]

두 번째 찬미자:[…]한 곱사등이가 평야 어딘가에서 웅크리고 있

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리고 알키비아데스를 구원해서,알키비아데스가 그리스를 구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합니다!!-구원된 알키비아데스만이

그리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칭송되는 그의 행동은 그 행

동 앞에 있었던 행동에서 생깁니다.[…]명 가 알키비아데

스에게 옵니다:-알키비아데스가 그리스를 구원했다!-알키

비아데스에 한 칭송이 차 소크라테스에 한 칭송으로

바뀝니다:-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원했다!!

ErsterLobredner.[…]AlkibiadeswirdRufvonRufzuRuf-

eiligistHinlaufzuAlkibiades-um Alkibiadesstautin

Ballung sich Fluchtstrom - UmkehrdrehtSchar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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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r- Stirn stehtwiedergegen Feind,derstutzt-

Vorsprungräumt-zagt:-bisinfestem ZugAlkibiades

dasvolleHeerausdergefährlichenEbeneingutesGebiet

wegführt.GriechenlandistvorUntergangbewahrt!!

[…]

ZweiterLobredner.[…]EinbuckelndesKauernhocktirgendwo

inderEbene-[…]-undläßtdengerettetenAlkibiades

beiGriechen,um Griechenland zu retten!!- Nur der

geretteteAlkibiadeskonnteGriechenland retten -:seine

gelobteTatentstehtausTat,dievorihrbesteht.[…]Lob

rolltanAlkibiades:-AlkibiadeshatGriechenlandgerettet!

- Von Lob desAlkibiadesschwilltLob zu Sokrates:-

SokrateshatdenAlkibiadesgerettet!!(Al,767ff.)

이를 통해 소크라테의 행동은 그리스를 구한 알키비아데스의 행 보다

더 웅 인 것으로 공인된다.이 장면은 사건에 한 인식의 다른 면모

―아테네인들의 오해―를 보여 다.이를 통해 우리는 선인장 들 에서

의 소크라테스나 알키비아데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사

실과 다르게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웅 으로 공인되기에 쉽사리 이 극

에 동화되기가 힘들어진다.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알키비아

데스도 소크라테스를 구한다.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소

크라테스를 죽이기 해 찾아온 소년들을 설득하기 해 데리고 나감으

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구원은 여러 층 로 드러난다.

3부 첫 번째 장면인 재 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다.3부 두 번째 장면에서 변화된 소년들은 감옥에서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한다.그러나 그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데,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드러난다.첫 번째 이유는 희화화를 통해 객에게 성찰의 거리

를 가능하게 하고,두 번째 이유는 탈옥 거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짐

으로써 객에게 성찰의 거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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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는 이유는 벤슨도 지 하듯이200)

그가 실제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소크라테스: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지?

두 번째 소년:우리 사이에 숨어 감옥 밖으로 나가 -계단을 올라

가 […]- - 거리에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달려야만 해

[…]!!

소크라테스:어떤 길인데?

세 번째 소년:생선 시장을 지나는!

소크라테스:둥근 머릿돌로 포장된?

[…]

소크라테스:다시 몸을 쭉 뻗으면서.이 여행은 내게 무 힘이 들

것 같군.[…]

Sokrates.Wasverlangtihrvonmir?

ZweiterKnabe.GehzwischenunsausderZelle-dieStiege

hoch[…]--inderStraßemußtdulaufenmituns[…]!!

Sokrates.WelcheStraßeistdas?

DritterKnabe.ÜberdenFischmarkt!

Sokrates.Mitdem Kopfsteinpflaster?

[…]

Sokratessichvonneuem ausstreckend.DieReisewäremirzu

beschwerlich.[…](Al,809)

소년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계단을 올라 생선 시장 길을 달려 도망가자고

제안한다.그는 걸을 수 없다고 직 으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그 과

정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를 거부한다.소크라테스가 선인

장 들 에서 가시에 찔린 후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부

각되었기에,201) 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화에서 그가 의미한

200)Vgl.RenateBenson:GermanExpressionistDrama.ErnstTollerandGeorg

Kaiser,London1984,S.131.

201)1부 세 번째 장면인 시청 장면에서 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황 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는 그 을 받으러 높은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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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알 수 있다.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소년들은 이 화에서 그가 의

미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

역사 사건과 작품의 차이는 탈옥의 정당성에 한 숙고여부에 있다.

역사상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배심원들이 자신에게 내린 결이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수하기 해 달아나지 않았다.

그는 결이 정치 보복으로서 부당하다고 해도 탈옥이 이에 한 보복

으로서 행해진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므로 거부한다.이에 비해,

이 작품의 소크라테스는 발에 박힌 가시 때문에 걸을 수 없기에 달아나

지 않는다.역사상 소크라테스의 탈옥 거부의 이유는 정당성 차원에서

제시되며 숭고하지만,작품 속의 소크라테스는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진

다.역사상의 인물이든 작품 속 인물이든 모두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작품에서 제시되는 우스운 이유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객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나 그 의미에 해 성찰하도록 거

리를 갖게 한다.

이제 탈옥할 기회는 사라지고,소크라테스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

거나 그것을 소크라테스의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소년들이 그가 탈

옥하지 않는 이유를 여 히 궁 해한다.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발견되

는 것을 막기 해서”라고 답한다(Al,810).소크라테스는 가 혹은

무엇이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이 장면의 화에서 소년들은 처음

에는 ‘발견’의 의미를 소크라테스의 탈옥이 발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해서

라고 답하자 그에 한 소년들의 숭배는 정을 이룬다.

키비아데스에게 양도했었다(Al,769). 한 2부 두 번째 장면인 생선 시장 장면에

서 소크라테스는 걸을 수가 없어 둥근 머릿돌로 포장된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Al,777f.).세 번째 장면인 향연 장면에서는 소크라테스는 향연장에 들어서며

걷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Al,787f.),시 드는 소년들이 발을 씻겨주

는 것을 거부하며(Al,788),걸어 갈 수 없어 헤르메스 주상을 란 띠로 장식하

는 것을 알키비아데스에게 부탁하게 된다(Al,791).네 번째 장면인 리네의 욕

실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의자에 간신히 앉을 정도로 힘들어하고(Al,795), 리

네가 계단을 통해 욕실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녀를 쫓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Al,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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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제202)는 이 진술에 진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벤슨의 견해를 반박한다.그에 따르면,소크라테스는 도망가려는 마음 자

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벤슨의 해석은 소크라테스의 의도와는 모순된

다는 것이다.크라우제의 해석은 소크라테스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

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탈옥을 거부한다는 것이다.203)

그러나 크라우제의 해석처럼 이 진술이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의도라고

해석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진정성이 소크라테스의 신체 표 과 그의

다른 진술을 통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는 독이 퍼지도록

감옥을 걸어다니라는 치료사의 조언을 따르기 해 그에게 자신의 고통

을 이야기하고 가시를 빼내게 한다.그런데 이 말을 하기 에 그는 “소

년들을 오래 쳐다본다”(Al,812).마침내 그는 가시로 인한 육체 고통

에서 해방되어 걷는다.이 목은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크산티페가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통을 참으며 집을 떠나던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비된다.2부 첫 번째 장면을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는 사실을 밝히는

신,고통을 참으며 감옥 안을 걸을 수 있었다. 한 가시를 빼달라고

요청하기 에 소년들을 오래 쳐다보는 신체 표 에서 그가 소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고 짐작할 수 있다.다시 말해 소크라

테스의 신체 표 과 요청은 앞에서 그가 밝힌 탈옥 거부의 의도,즉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이 발견되는 것을 막기 해서라는 의도를 모호하게

한다.

지 까지 작품에서 두 가지로 제시된,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한 동

기에 해 살펴보았다.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시된 두 가지 탈옥 거부

동기는 서로 상충하며,어느 것이 진정한 소크라테스의 동기인지 악하

202)Vgl.Krause:Kaiser'sDergeretteteAlkibiades,S.93.

203)소크라테스의 탈옥 거부에 해 벤슨이 제시한 이유,즉 소크라테스가 걸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작품에서 쉽게 확인된다.반면 크라우제가 제시한 이유,

즉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행동이 웅 행 가 아니라 가시 때문이었음이 폭로

되는 것을 막기 해서라는 이유는 작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추정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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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으로 벤슨과 같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의 동기를 해석할 경우,알

키비아데스의 구원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해서라는 그의 말은 다른 진

술처럼 걸을 수 없기에 둘러 기 한 핑계로 볼 수 있으며,이로써 그

의 소피스트 면모가 드러난다.이러한 해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독약

을 마신 소크라테스가 가시로 인한 고통을 발설하는 것,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이 요청 에 소년들을 오래 쳐다보는 신체 표

은 이해 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볼 수 있었던 알키비아

데스에 한 소크라테스의 연민과 사랑이라는 동기를 모호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크라우제와 같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의 동기를 해석할

경우,204)이 동기는 알키비아데스에 한 소크라테스의 연민과 사랑과

연결시켜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204)이 동기를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남는다.첫째,알키비아데스의 구원

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장에서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인가,재 에서 알키비아데

스의 구원인가?소년들은 소크라테스의 답을 재 에서의 알키비아데스의 구원

에 한 일로 해석하는 듯이 보인다.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언 한 알키비아데스

의 구원이 장에서의 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정에서의 일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다.소크라테스가 언 한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은 장에서의 일을 의미할

수 있다.그러나 두 번째의 구원,즉 법정에서의 구원 역시 우연에 의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의미하는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은 두 번째의 구원일 수

도 있다.둘째,무엇 때문에 혹은 구에게 알키비아데스의 구원은 발견되어서는

안되는가?셋째,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는 동기의 모호성이다.

왜냐하면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 이 밝 질 험을 무릅쓰고 소크라테

스가 자신이 발에 박힌 가시 때문에 걸을 수 없음을 밝히는데,이에 앞서 소년들

을 오래 쳐다보기 때문이다.발에 가시가 박 있음을 말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기보다 도망갈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탈옥을 거부한 것이 비 을 유지하기 해서 다면 이 목에서 무엇 때문에 비

을 밝히고 어떻게 비 을 밝히는가?소크라테스가 진정 두려웠던 것은 알키비

아데스의 구원의 비 이 밝 지는 것보다 자신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실은 발

에 박힌 가시 때문임이 밝 지는 것이 두려웠다는 이 이 신체 표 에서 드러

나는 것이 아닌가?소크라테스가 진정 자신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실은 발에

박힌 가시 때문임이 밝 지는 것과 무엇보다 이 사실이 밝 짐으로써 알키비아

데스가 구원된 과정이 밝 지는 것이 두려웠다면,2부 첫 번째 장면에서처럼 고

통을 참고 걸어감으로써 그는 비 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소크라테스

는 탈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알키비아데스 구원이 밝 지는 것을 막기 해서라

고 말했는데,마지막 부분에서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의 신체 표 과 사를

통해 이 동기의 진정성은 의심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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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의 사와 신체 표 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탈옥 거부 동기가 제시되고,이 두 동기가 서로 상충하게 되

며 작품에서 어느 동기가 타당한지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상으로 이 작품에서 헤르메스 주상,등장인물 소크라테스,구원,소

크라테스의 탈옥 거부의 동기가 다층 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았

다.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이나 사건,그리고 동기의 다층성은 일면 새

로운 인간으로 구 되는 소크라테스나 그가 제시하는 가치를 모순 으로

보이게 하고 모호하게 만든다.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이념을 일방 으로

선포하는 것을 피하고 객에게 사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극작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서사 개입

카이 는 의도 으로 새로운 인간이 정 으로만 선포되는 것을 피한

다.그는 객이 새로운 인간의 이념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해 통 희곡의 이상화된 규범205)을 지양한다.

서사문학과 극문학의 근본 차이 하나로 사건 달자의 유무를 들

수 있다.서사문학과 달리 극문학은 기본 으로 사건 달자가 없이 직

으로 재 하는 특징을 보인다.그러나 맹수의 출 는 형 투 장

면 등 무 에서 직 인 재 이 불가능한 경우,‘담장 머 보기

205)피스터는 희곡의 규범으로 성 Absolutheit과 목 성 Finalität을 거론한다.

그에 따르면, 성이란 희곡에서 사건이 화자를 통해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직

재 되는 것,즉 “ 달하는 의사소통체계의 부재 Abwesenheit [eines

vermittelndenKommunikationssystems]”(S.105)를 의미한다.목 성이란 개별

장면들이 “부분들을 진시키는 결말과 연 성 [die vorwärtsdrängende]

EndbezogenheitderTeile”(S.104)을 가지는 것,즉 “개별 장면들이 거리의

단원과 계 derBezugderEinselszeneaufdenHandlungsausgang”(Ebda.)가

있음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목 성이란 개별 장면들이 연 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결말과 개연 이고 인과 인 계를 맺어야함을 의미한다.Vgl.Manfred

Pfister:DasDrama.TheorieundAnalyse,10.Aufl.,München2000,S.1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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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erschau’를 통해 사건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이는 극문학에서

달자가 등장하는 외 인 경우에 해당한다.206)

그러나 카이 의 경우 보고는 외 인 상황에서 기술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객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기

해 의도 으로 삽입된다.앞의 다층성에서 살펴 본 1부 첫 번째 장면에

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는 과정이 재 된다.따라서 다음

장면인 1부 세 번째 장면에서 이 과정이 다시 보고될 필요가 없다.그런

데 세 번째 장면에서 보고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앞 장면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카이 의 희곡에서는 의 경우와 같이 보고를 통해 사건이 간 으

로 달될 뿐만 아니라 극 인물이 상황에 거리를 취하며 이에 해 논

평함으로써 무 에서 행해지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이 작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종종 나 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그러나 나

에 설명된 이유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행동 자체의 의의

를 의심스럽고 모호하게 한다.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우연히 구

한 후,그의 행동은 웅 인 것으로 공인된다.그러나 소크라테스는 2부

에서 이러한 상황에 거리를 취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논평한다.작

품의 2부에서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것이 웅 행 가 아

니었음을 자신의 부인에게 고백한다.

소크라테스: 웅 행동은 존재하지 않소.나는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알키비아데스에게 황 을 선물하

려 한 것이 아니오.

크산티페:당신은 알키비아데스를 구했어요.

소크라테스:[…]나는 구인가?--선인장 들 에서 발바닥을

가시에 찔려 함께 퇴각할 수 없었던 한 상자!-- 군가

가 그를 길 안내자로 몰려고 했기 때문에 마구 칼을 휘둘

206)Vgl.Brauneku.a.(Hg.):Theaterlexikon1,S.162f.u.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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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지!친구와 에게, 가 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

걸어서 발 속 가시가 더 깊이 박히지 않도록 앉아 있으려

고 노력만 하면서!--시청에 있는 계단에 오를 수 없었던

자,왜냐하면 살 속에 박힌 가시가 화끈거렸기 때문에 ---

-발을 가 지 않으면 그 가시가 어 나 끔 하게 쑤시던지

[…]!!

Sokrates. Sie[die Heldentat] besteht nicht. Ich habe den

Alkibiadesnichtrettenwollen-unddem Alkibiadesden

Goldkranznichtschenkenwollen.

Xantippe.DuhastdenAlkibiadesgerettet-

Sokrates.[…]Werbinich?--EinSchwerverletzter,dersich

im Kakteenfeld einen Dorn in die Sohle tratund den

Rückzugnichtmitgehenkonnte!--derum sichschlug,

weileinerihnzum Wegweiseraufstöbernwollte!--dem

FreundundFeind,werkam,gleichgültig war- -:nur

umsSitzenbemüht,daßkeinSchrittdenStachelim Fuß

tiefereindrückte!--derdieTreppenim Stadthochhaus

nichtersteigenkonnte,weilderDornim Fleischbrannte-

---wieerfurchtbarbrennt,wennichdenFußnicht

stütze[…]!!(Al,772)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웅 인 것으로 공인되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고백에 따르면 사실은 이와 다르다.그는 자신의

행동의 의도와 결과가 상반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소크라테스는 알

키비아데스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괴로워

하며,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한다(Al,

773).1부의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2부의 소크라테스의 사에 의해 부정

됨으로써 행동과 말은 립하게 된다.1부 두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

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행 와 그에게 황 을 선물한

행 는 가시로 인한 고통이 가져온 결과이다.이 결과가 행동으로 명시

으로 가시화된다. 객은 이 행동 혹은 결과의 의도가 가시로 인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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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는 데 반해,극 인물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에서 인용된 2부 첫 번째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를 통해 이 행동 는 결과의 의도를 밝힌다.이로써 한편으로 이

행동이 웅 인 것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객에게 확인되지

만,다른 한편으로 그의 행동의 의의가 모호하게 된다.주인공의 행동은

사를 통해 부정되고,행동과 말은 립하게 된다.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찾아온 알키비아데스

에게 선인장 들 의 투에 해 언 하지만,그 내용이 앞서 자신의 부

인에게 이야기한 바와는 다르다.

소크라테스:[…]그러나 머리는 특별한 일을 하오.그 때문에 나는

장에 그 로 남아 있었소 -그 향이 바로 나타났는데,왜

냐하면 머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오 -:나는 당신의 생명

을 구할 수 있었소 -당신의 생명과 더불어 당신의 그리스를

구할 수 있었소 -그리고 당신에게 황 도 선사할 수 있었

지!

Sokrates.[…]dochderKopfvollbringtdasBesondere.Darum

bliebichaufdem Schlachtfeldzurück-unddieWirkung

zeigtesich gleich,weilderKopfgearbeitethatte-:ich

konnte dirdas Leben retten - mitdeinem Leben dein

Griechenland - und dirnoch den Goldkranzverschaffen!

(Al,776)

소크라테스는 이 목에서 마치 자기가 의도 으로 그를 구한 것처럼 회

고한다.알키비아데스가 앞부분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구원되었다는 사

실 때문에 괴로워하자,소크라테스는 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키비아데스는 이처럼 우연히 생각해낸 소크라테스의 거짓말

에 설득되어 그를 죽이러 온 소년들을 데리고 나간다(Al,776).소크라테

스는 이 상황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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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팔을 높이 들면서.나는 --그에게 연민이 있소!!-

---나는 생각해 내야만 했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을!!----나는 하늘을 가려야만 했소 --그리고 지를

시들게 해야만 했소 --!!--내가 한 것은 모독 행 가 아

니었소 ----:연민!!----연민!!----연민!!

SokratesdieArmehochwerfend.Ich--hatteMitleidmitihm!!

- - - - ich mußte erfinden - - was nichterfunden

werdendarf!!----ichmußtedenHimmelzudecken-

-unddieErdeverwelken--!!--eswarkeinFrevel

vonmir----:Mitleid!!----Mitleid!!----

Mitleid!!(Al,777)

이로써 그는 쟁 웅으로서의 명 에 손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알키비

아데스를 로하며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이번에는 의도 으로

알키비아데스를 구하고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 인용부에서 그 동

기가 밝 지듯이,이것은 알키비아데스에 한 연민으로 인한 거짓말이

었다.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앞선 진술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과연 정신 가치를 변하는지

는 의심스러워진다.

소크라테스가 상황에 거리를 두고 행하는 논평은 이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장르 자체에 한 성찰을 통해 정을 이룬다.알키비아데스

를 신해 재 을 받고 감옥에 갇 있던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한다.

소크라테스:내가 여러분에게 연극을 보여주는가?이것은 비극인

가,아니면 웃음이 슬며시 끼어드는가?무 에 있는 연기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무 아래에 있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 -어떻게 이 혼합이 완성될

까?슬픔은 물을 흘린다 -기쁨은 물을 잊는다 --슬픔

과 기쁨,이 둘은 지복으로 하나가 된다. 가 구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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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 한 것은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숭고한

것이 탑처럼 쌓여 정을 이루고,이 정에서 과 태양은

결합되어 있다!

Sokrates.GebeicheucheinSchauspiel?IstesTragödieoder

spieltsichLachenhinein?DerSpielerobenweißesnicht

- derNeugierigeunten enthülltesnicht- wieistdie

Vermischungvollkommen?-TrauerhatTränen-Freude

vergießtsie--ineineSeligkeitmündendiebeiden.Wer

unterscheidet?--Ihrnicht--undichnicht--:das

Großeistim Kleinen verborgen - - und ausGeringen

türmtsichErhabenesinGipfel,woSchneeundSonneim

Bündnissind!(Al,812)

이러한 성찰은 등장인물의 의식 역을 벗어난다.이를 통해 배우가 소

크라테스의 역할에서 이탈하여 무 와 객을 매개하는 연기자로 등장하

게 됨으로써, 객은 연극을 람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카이 가 구 하는 서사 개입에서 발언자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로 인해 밝 지는 사건이나 인물의 다른 면모는 작가 의 개입을

통해 그에 한 정확한 단과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오

히려 이것은 일면 인식을 지하고 상황 단 자체를 모호하게 하며,

이때 작가 은 유보된다.이로써 그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결말과

의 인과 연 성이 확정되지 않는다.이에 한 성찰은 객의 몫으로

남겨진다.

3.3.목 성의 지양과 우연성

앞에서 서사 개입이 극 인물의 논평과 역할이탈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이것을 통해 개별 장면들이 결말과 인과 으로 연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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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목 성의 지양이 극의 반 과

열린 결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을 살펴보겠다.

카이 의 희곡에서 목 성의 지양은 인물이나 상황에서 드러나는 희극

요소와 계가 있다.카이 의 희곡에서 희극 요소는 주인공의 본

래의 의도가 그 행 와 어 나는 불일치의 과정에서 나타난다.이 희에

따르면,카이 의 희곡이 지닌 특징 의 하나는 희비극 요소이며,이

것은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잠재 으로 비극 인

성격과 희극 인 환경의 불일치에서 온다.207)원래 의도와 결과의 불일

치란 카이 의 희곡에서만 특수한 것은 아니다.이미 아리스토텔 스의

시학에서 반 은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로 정의될 수 있다.208)그 다면

비극의 롯이던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가 어떻게 희비극의 롯이 되는

가?이를 규명해보기 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반 을 살펴보고 기존

희곡에서의 반 과의 차별성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작품의 1부에서 소크라테스는 선인장 들 에서 우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구한다.이것은 알키비아데스가 그리스를 구한 것보다 더 웅 인 행동

으로 평가받는다.3부에서 소크라테스는 우연히 알키비아데스 신 재

을 받는다.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사형을 주장하는 노인들에게

자신이 알키비아데스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 그는 주상을 괴한 신성

모독 행 와 소년들을 미혹하여 슬링 학교 밖으로 끌어낸 알키비아데

스의 행 가 자신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그러다가 그

는 돌연 노인들의 고발을 자신에 한 고발로 받아들인다.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죄 결을 받을 거라고 측하고 있었는데,이것은 사람들이

그가 에 했던 행동을 웅 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그래서 그는,

앞서 다층성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자신의 행동을 암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소크라테스의 상과 달리 알키비아데스를 구했다는

207)이 희:GeorgKaiser의 희비극 연구,118쪽 참조.

208)김태환:｢‘반 과 함께 일어나는 인지’에 하여.― 아리스토텔 스의 롯 이

론 연구｣,실린 곳: 독일문학 제116집,2010,특히 226,230-231,2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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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소크라테스:[…]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이 알키비아데스를

고발하는지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지?아니면 소크라

테스와 알키비아데스를 함께?아니면 여러분은 알키비아데스

가 달아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만 매달리나요?

침묵

소크라테스: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침묵을 나에 한 고발로

받아들이지요.왜냐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내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없

는 알키비아데스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

[…]

노인들:[…] 자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했다!!!![…]

[…]

노인들:[…]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을!!!!

Sokrates.[…] Gebtmir also die Auskunft:klagt ihr den

AlkibiadesanoderdenSokrates?OderdenSokratesund

denAlkibiades?OderhaltetihreuchandenSokratesnur,

weilderAlkibiadeseuchentlaufenist?

Stille.

Sokrates. Gut - ich will euer Verstummen für eine

Beschuldigung nehmen,dieihrgegenmicherhebt.Denn

die Unschuld würdetihrmirja freudig lautbeteuern.

Scheltetnun nichtmehrden Alkibiades,dereuch nicht

hörenkann[…].

[…]

DieGreise[…].ErhatdenAlkibiadesgerettet!!!![…]

[…]

DieGreise[…].TodfürSokrates!!!!(Al,8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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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 한 노인들의 고발을 자신에게로 돌림으

로써,알키비아데스의 신성모독 행 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이 작

스러운 반 을 통해 드러나는 보다 요한 의미는 가치가 도된다는

이다.노인들에게는 선인장 들 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한

것이 더 이상 웅 인 행동이 아니라 아테네의 근본 가치를 모독한

행 가 된다.이들에 따르면,알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 주상을 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선인장 들 에서 구원되었기에 가능하며,따라서 당시

그를 구했던 소크라테스의 행 역시 모독 행 라는 것이다.그런데 알

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킨 것은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모독

하기 한 것이었다.그 지만 노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키

비아데스의 행 를 기존의 가치를 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나아가 그

들은 이 행 가 소크라테스의 구원과 간 으로 연 이 있다는 억지스

러운 이유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여 히 그

행동의 동기가 가시로 인한 것이었음을 밝히지 않는다.

잔더는 이 장면에서 “ 격한 반 eineplötzlicheWendung”이 일어남

을 지 하고 이러한 반 이 “반어 ironisch”이며 “가치의 도

UmwertungderWerte”를 드러낸다고 기술한다.209)잔더의 서술은 이

장면에서의 반 이 앞의 사건 진행과는 다른 방향 환으로,의도와 결

과의 불일치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 뿐이다.그 다면 그가 제시하

는,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반 의 성격은 기존 희곡의 반 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이러한 기술만으로는 기존 희곡의 반 과의 차별성이 있는

지,있다면 어떤 에서 그러한지를 구체 으로 밝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반 을 통해 목 성이 지양된다고 본다.그

런데 반 이 단지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목 성을 지

양하게 된다면,기존 희곡의 반 도 목 성을 지양하게 되는 것으로 해

석 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

209)Vgl,Sander:StrukturwandelindenDramenGeorgKaisers1910-1945,S.

160u.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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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희곡과 카이 의 희곡에서의 반 의 차별성은 기존 희곡의 반

에서 유지되던 인과성 혹은 개연성이 카이 의 희곡의 반 에서 우연성

으로 체된다는 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인과성이나 개연성의

지양은 결국 목 성의 지양과도 계가 있다.

“우연을 제거하고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210)라는 원칙을 따르는 이

의 희곡과 달리 카이 의 희곡은 인과성이나 개연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을 띤다.불충분한 동기부여나 결말의 무목 성은 극의 특성 가

운데 하나로 간주된다.카이 의 희곡에서 우연은 우연으로 남으며 제거

되지도 않고 그 동기가 마련되지도 않는다.그의 주인공들은 우연한 계

기로 인해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작스러운

환을 통해 결말에 이른다.군터 마르텐스 GunterMartens가 지 한 바

있듯이,211)카이 의 희곡에서 주인공의 출발은 도달하려는 목표가 구체

으로 설정되어 있다기보다는,변화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그 의미가

충족되는 개 운동으로 제시된다.이와 같이 카이 의 희곡에 나타나는

우연은 기존의 미학을 거부하는 입장의 표명일 뿐만 아니라,합목 성이

라는 명목으로 화되는,기존의 시민사회의 필연성 내지 인과율에 근

거한 이성만능주의 논리에 한 비 이라는 삶의 입장의 표명이기도 하

다.

고 그리스 비극에서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운명이 “결정

되어 있음 Determiniertheit”212)을 의미한다면,카이 의 희곡에서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우연은 ‘결정되어 있지 않음 Undeterminiert

-heit’을 의미한다. 어도 고 그리스 비극에서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를 가져오는 계기는 운명이었다.그런데 이때의 운명 개념에는 분명히

210)페터 쏜디: 드라마의 이론 (1880-1950) ,송동 옮김,탐구당 1983,18

쪽.

211) Gunter Martens:Nietzsches Wirkung im Expressionismus,in:Bruno

Hillerbrand (Hg.): Nietzsche und die deutsche Literatur. Ⅱ.

Forschungsergebnisse,Tübingen1978,S.72.

212)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김유동 옮김,한길사 2009,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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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벗어날 수 없는 인과 계 그 자체가

운명 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13)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

지만 인과 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 개념 자체에도 우

연 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한편 그리스 비극에서 운명은 결

정되어 있는 결과로서 인과율에 편입된다.반면 카이 의 희곡에서 우연

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지속됨으로써 인과율의 향을 받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세 번 구한다는 사실이 이

미 언 되었는데,214)이 과정에서 모두 우연성이 개입된다.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구하게 되는 반 에서 개연성이나 인과성은 포기되고 이

자리에 우연성이 들어선다.반 이 일어나기 이 에 이미 사건은 인과성

이나 개연성보다는 우연성에 의해 진행된다.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

를 심 하기 한 재 에서 피고인의 치에 서게 되는 과정 자체가 우

연 이다.2부 네 번째 장면인 리네의 집 장면에서 알키비아데스를 잡

으러 온 병사들은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가 아닌 알면서도 데려

간다.이 재 은 처음에는 알키비아데스를 심 하기 한 것이었지만 소

크라테스에 의해 돌연 그 자신에 한 재 으로 진행된다.이것은 재

과정 자체에서도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 개입된다는 을 보여 다.

소크라테스가 재 을 자신에 한 것으로 돌린 데에는 자신을 구하려

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의도에 반해

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오히려 알키비아데스는 처벌받지 않게

됨으로써 이 장면에서는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즉 반 이 일어난다.아

리스토텔 스는 “반 이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해진 것이 반 로

역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때 변화는 술한 바와 같이 개연 는

필연 인과 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215)아리스토텔 스가 규

213)벤야민:같은 책,193쪽.

214)두 번째 구원은 2.1.기존 가치의 복 부분에서,첫 번째 구원은 3.1.다층성

부분에서 고찰되었다.

215)김태환: 의 논문,22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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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반 은 어떤 행 가 행 주체의 ‘의도’에 ‘반하거나’‘의도하지

않은’‘결과’를 래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인과 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

다는 것이다.216)요컨 아리스토텔 스가 규정하는 반 은 의도와 결과

의 불일치이되,이 과정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은 유지되어야 한다.이것은

우선 행 자의 ‘의도’가 개연 이고 필연 이야 함을 의미한다.다음으로

‘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이라는 구 은 ‘뜻밖의, 기치 않은’이라는 의

미에서 반 의 우연성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결과’란 행 자의 의도에

따르면 우연 인 결과이지만,사건의 논리로는 개연 이어야 함을 의미

한다.이상이 아리스토텔 스가 의미한 기존 희곡에서의 반 이다.반면

카이 의 희곡에서 반 은 기존 이론에서처럼 의도에 ‘반하거나 기치

않은’결과에서 우연성을 드러내지만,이와는 달리 의도와 결과의 우연성

도 드러낸다.자신을 구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소크라테스가 구

하는 가치에 따르면 비개연 이다.소크라테스는 1막에서 알키비아데스

를 구원한 행 가 우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웅 행 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한다.소크라테

스의 의도는 이 인물의 다층성을 드러내거나 이 인물이 구 하는 가치를

모호하게 한다.이 재 의 결과도 우연 인데,노인들은 투에서 알키비

아데스를 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한 것만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

한다.이 재 의 결과가 인과 인 것이려면 소크라테스에 의해 발된 2

막의 과정―알키비아데스가 헤르메스 주상을 복시킨 이유가 자신에게

미치는 소크라테스의 향력을 차단하기 해서라는 것―이 노인들에게

밝 져야 하는데,그들은 이 과정을 알지 못한다.따라서 그들이 소크라

테스의 상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건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다.그러므로 사형 선고라는 결과도 개연 이 아니라 우연 인 성격을

드러낸다.이처럼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포기되고 우연성이 도입된 반

은 목 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반 에서 아리스토텔 스가 의미한 인지 차원의

216)김태환: 의 논문,225-2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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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은 없다.아리스토텔 스의 시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은 인지 차

원의 반 인데,이것은 주인공이 무지에서 앎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반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217)그런데 이 작품의 반 에서 주인

공,즉 주체의 인지는 없고 타인의 인지도 없다.소크라테스는 이미 1부

에서 알키비아데스의 구원과 계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사실에 한

새로운 인지는 부재한다.그리고 1부에서 알키비아데스의 구원과 계된

오해는 이 장면에서 노인들에게 지속된다.이 재 장면에서 소크라테스

의 의도와 결과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노인들의 의도와 결과도 불일

치한다.노인들은 알키비아데스가 기존의 가치를 괴한다고 단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해 그를 심 하려 했으나 소크라테스를 심 하게 되

고 이로써 오히려 기존 가치의 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이 재 과정

을 통해 그들에게서 무지에서 앎으로의 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무지는 그 로 남는다.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인지로 인해 인

물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218)그런데 인지로 인해

인물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 인물들이 공동체와 동일

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즉 가치 범주가 동일할 때 인지

로의 이행이 인물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카

이 의 희곡에서 인물들이 존 하는 가치는 분화되어 있고 인지도 없다.

그 다면 가치가 분화된 상황에서 인지의 부재는 인물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없으며,이것은 인물에 한 객의 감정이입이나 동일시의

거부로 연결된다.따라서 이처럼 목 성의 포기와 인지의 부재는 객에

게 거리를 부여하고 성찰을 유도하기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열린 결말로 끝을 맺으며 목 성이 지양된다.작품의 마지

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의 웅 면모,새로운 인간의 면모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고 모호해진다.

217)김태환: 의 논문,230쪽 참조.

218)아리스토텔 스: 시학 ,천병희 옮김,문 출 사 201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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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죽어가면서.나는 --아스클 피오스 --에게 --

수탉 --한 마리를 --빚 -졌다 ----그는 몸을 뻗는

다 -죽는다.

Sokratesvergehend.Ich--bin--dem --Asklepios--

einen--Hahn--schuldig----Erstrecktsich-

isttot.(Al,813)

그는 혼신을 다해 고작 ‘닭을 빚졌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죽는다.이

말은 사건 진행상 생뚱맞게 들릴 뿐이어서 객에게 의문 내지 웃음을

유발한다.219)이 장면은 라톤의  이돈 에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

과 유사하다. 이돈 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가장 훌륭하고,가장

지혜롭고,가장 정의로운’220)사람의 죽음으로 인정되는 반면,이 장면에

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엄숙하기보다 희극 이다.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알키비아데스의 죄를 신한 웅 행 라고 해도,이 장면은 그의

웅 인 면모를 약하게 만들며 의문이나 웃음을 유발함으로써,그에 한

객의 거리를 가능하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희극 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 라톤이 갑자기

부각된다.이 작품에서는 역사 사실과 달리 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임

종을 지키며 그의 존재가 부각된다.

소년들:놀라서 말없이 침 로 간다.

한 소년:발끝으로 -머리를 들고 -팔을 로 뻗으면서 -감격하

여.

소년들:주목하면서 -가리키면서 -수군거리면서. 라톤 --

라톤 -- 라톤 --

그 소년:돌발 으로. 희들 들었니:--이 게 소크라테스는 삶

219)고 그리스에서는 의술의 신 아스클 피오스에게 치료에 한 감사의 표시로

닭을 제물로 바쳤으며,이 습에 따라 의사에게도 닭을 주었다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작품 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이 목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생뚱맞게 들린다.

220) 라톤: 이돈 ,4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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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리고 오랜 질병과 작별했어 --그리고 죽음과 어느 의

사에게 감사해.그 의사가 소크라테스를 무거운 고통에서 구

해냈어!!

채 창으로 햇볕이 비쳐 소크라테스의 발에 닿는다.

DieKnabeninErschütterungstumm tretenandenSchlafbock.

EinKnabezuFußende-denKopfaufgebogen-dieArme

übersichstreckend-inBegeisterung.

DieKnabenaufmerksam -hinweisend-flüsternd.Platon--

Platon--Platon--

DerKnabeausbrechend.Hörtetihr:--soschiedSokratesvom

LebenwievoneinerlangenKrankheit--unddanktdem

Tode wie einem Arzte,derihn von schwerem Leiden

erlöst!!

DurchdieLukeschießtSonnenstrahlundtrifftdieFüßedes

Sokrates.(Al,813)

마르텐스221)와 페터젠222)은 이 장면에서 라톤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

나는 것이 가시화되며,그에게서 정신과 삶이,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

스가 합일된다고 본다.작품 속의 라톤은 의미가 불분명했던 소크라테

스의 마지막 말을 의사에 한 감사의 표시로 해석해주고 그의 죽음을

고통에서의 해방으로 평가한다.223)이것을 뒷받침해주듯,마지막 지문에

서 햇빛이 소크라테스의 머리가 아니라 발을 비춘다.이로써 라톤과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에 비 이 부여된다.그러나 등장인물로서 그가

221)Vgl.GunterMartens:Vitalismusund Expressionismus.Ein Beitrag zur

GeneseundDeutungexpressionistischerStilstrukturenundMotive,Stuttgart

u.a.1971,S.284.

222)Vgl.Petersen:DergeretteteAlkibiades,S.87.

223)각주 217)에서 언 된 고 그리스의 습을 모를 경우, 객은 라톤의 말

뜻을 정황상 어림짐작 할 수는 있지만,그 해석 근거를 알 수 없다.이 습을 아

는 경우에야 비로소 객은 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이러한 습에

따라 해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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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의미는 더 이상 개되지 않고 열려 있게 된다.

3.4.새로운 사회의 문제

이 작품에서 노인들과 슬링 학교 교장은 기존의 가치체제를 고수하

는 변화하지 않는 인물들이다.이에 반해 소크라테스,알키비아데스와

슬링 학교의 소년들은 기존의 가치체제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보여 다.

이로써 그들은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다.

변화하지 않는 인물들과 변화하는 인물들의 조를 통해 그리고 인물

들의 변화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반면 그들

이 살고 있는 국가 혹은 공동체와 그 안에서 집행되는 법과 정의는 작품

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1부 첫 번째 장면에서 외도 때

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던 알키비아데스의 재 에 한 보고는 그리스의

사법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낸다.이처럼 알키비아데스의 재 과 그의 면

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 사법체계의 부당함은 나 에 소크라테스의 재

과 그의 죽음에서 재차 확인된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한편으로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에

서 제시됨으로써 작품을 읽는/보는 동안 발생한 기 를 충족시키는 반

면,그 계기의 진정성이 불분명하고 우연 인 것으로 남겨짐으로 의구심

을 불러일으킨다.다른 한편 국가와 정의의 문제는 변화나 변화 가능성

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의문만을 남긴다.결국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사회

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종결되지 않고 남는다.그래서 이 작

품은 ‘답을 요청하는 질문들에 한 사유’224)를 구한다.

이 작품에서 정의는 외면하면서 무력에 의지하고 쟁을 숭상하며 외

이고 육체 인 아름다움을 요시하는 고 그리스는 이상 모범이

아니라 사라질 가치로 묘사된다.이와 같은 고 그리스에 한 비 은

224)H.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한 모든 것 ,우찬제 외 옮김,문학과

지성사 2010,4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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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화의 이상으로 간주하던 통에 한 비 이며 내 이고 정신

가치가 외면당하는 시 실의 비 과 결부되어 있다.한편 구원의

의미,주체의 의지,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의 계기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등은 작품에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문을 불러일으킨다.이것

은 새로운 인간상이 유일한 이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되어야

할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작가는 의도 으로 통 희곡론과 단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 의 희곡과 달리 극 인물들 사이의 이해나 논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 화에서 나타나고,비언어 기호가 독자 의

미를 지님으로써 언어 기호와 립한다.카이 는 작가 을 유보한

채 극 인물이 상황에 거리를 취하고 논평하게 하며,연기자가 역할에

서 이탈하여 무 와 객을 매개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사건에 서사 으

로 개입시키고 재 의 직 성을 지양한다.이로 인해 사건이나 인물의

다른 면모가 드러나면서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으며 결말과의 인

과 연 성도 확정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작가는 우연한 반 과 열

린 결말을 통해 목 성을 지양한다.이것은 카이 의 극작술의

면모를 드러내며 객에게 사고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카이 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자신의 이념을 작품을 통해 단언하거나

선포하지 않으려고 여러 기법을 동원한다.작가의 을 유보함으로써

생기는 모호함은 작가 의도의 실패나 기가 아니라 잠재 실 이다.

이것은 작가가 객에게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숙고할 계기를 마련해 주기 함이다.카이 의 희곡에 등장하

는 새로운 인간은 이미 정립된 통일 이미지에서 도출되는 유일한 교조

우상이 아니라 비 ,즉 미래의 가능성이기에 다양하게 드러나며,홀

로 완성된다기보다 타인과의 새로운 계맺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존재이다.카이 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이념을 시 실에 항하는

안으로 제시한다.이에 한 구상은 경험하고 있는 실의 부정으로서

미래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가능성의 역에서 타진하는 미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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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며,남을 복종시키려는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

이나 연 로 확장되는 계망의 모색이다.

카이 는 ‘새로운 인간’유형들을 통해 당면한 실의 극복 가능성을

객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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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의 목 은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

과 이것이 추동한 새로운 극작 기법을 규명하는 것이다.이를 해 카이

의 희곡론,특히 인물의 행 로서의 말하기와 신체 표 을 그의

술과 작품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구 되는 새로운 인간의 이념은 문명

근 로 지칭되는 당시의 시 실에 한 응으로서 근 사회 비

과 하게 련되어 있는 한편,미래의 변화 가능성으로 제시된다.더

욱이 카이 에게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계의 차원,나아가 사회 차원으로 확장된다.이처럼 시 안을 연

극 차원에서 모색하려는 시도는 희곡론과 극작술 측면의 변화로 이

어진다.

카이 는 표 주의 강령을 공유하되 이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그만의

독특성을 보여 다.따라서 카이 의 술을 통해 그가 구상한 희곡론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희곡론이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살

펴보았다.카이 는 시 안의 모색이라는 문제를 미학 으로 검토

하기 해 무 와 객과의 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추구하는 통 희곡론과 단 하고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다.이로써

작가의 주된 심사는 단지 새로운 인간을 선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 객과 함께 성찰해보려는 것임이 확인되었다.카이 는 극 인물

이 상황에 거리를 취하고 논평하게 하며,연기자가 역할에서 이탈하여

무 와 객을 매개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사건에 서사 으로 개입시킨

다.이로 인해 작가 은 유보된 채 사건이나 인물의 다른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이 기법을 통해 밝 지는 사건이나 인물의 립 면모

는 그에 한 일면 인식을 지하고 단을 어렵게 만든다.이로써 사

건이나 인물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결말과의 인과 연 성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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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카이 는 상황과 극 인물의 양가성,서사 개입,우연한

반 과 열린 결말을 통해 목 성을 지양한다.그럼으로써 통 희곡에

서 규범이 되었던 재 의 직 성이나 목 성은 카이 의 희곡에서 지양

된다.작품에서 드러나는 불충분한 동기부여,다층성과 서사 개입 등의

기법은 목 성을 지양하기 한 것이며,이것은 카이 의 극작술이 지닌

면모를 드러내고 객에게 성찰을 유도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실

한다.

카이 의 비 실 인식은 이뿐만 아니라 표 수단이자 매체로서

의 언어에 한 성찰로,나아가 연극 고유의 표 수단의 모색으로 이어

진다.이것은 카이 의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말하기와 신체 표 이

통 희곡과는 차별화된다는 에서 확인된다.

이 의 희곡에서 말하기가 화를 심으로 이루어졌다면,카이 의

희곡에서 말하기는 화에서 독백과 합창으로 이행하 다.카이 는 20

세기 반기의 유럽 문 사조에서 공통 으로 찾아볼 수 있는,기존 언

어에 한 회의와 비 에서 출발한 언어 신을 골자로 하는 언어 을

지니고 있다.이를 한 노력은 그의 희곡에서 문법의 괴와 언어의 축

약 새로운 리듬의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규칙성뿐만 아니라 그 단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리듬은 카이 의 희곡에서 비 습 성격과

반복성을 통해 드러난다.축약되고 응축된 언어는 기존 개념을 거부하기

해 사용된 것이지만, 한 개인 간의 화가 단 되는 근 인의 고립

을 반 하기도 한다.카이 의 희곡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화는 언어 연 성이 상실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독백처럼 기능한다.

화가 해체되고 상 역이 사라짐으로써 등장인물들에게는 감추어진 내

면세계를 드러내는 독백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독백이 화 속성을 띠

기도 한다.독백은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인물의 의식

의 흐름이나 연상에 따라 개되고 함축 이거나 암시 으로 표 된다.

개인은 한편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 의 일원으로

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를 보여 다.등장인물들의 집단 사고와 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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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는 합창으로 드러난다.쉴러 이후 카이 에게서 다시 말하기 형식으

로 부활된 합창은 사건에 개입한다.그 때문에 카이 의 경우 합창단은

쉴러의 경우와 달리 작가의 견해를 변하는 이상 인 인물로 볼 수 없

다.카이 의 희곡에서 인간의 고립 내지 고립된 자아는 해체된 화,독

백과 침묵을 통해 나타나고,집단 사고와 탈개인화는 합창을 통해 나

타난다.

한 희곡에서 의미 달의 매체가 말하기와 신체 표 이라고 할

때, 통 인 희곡에서는 말하기를 심으로 의미가 달된다면,카이

의 희곡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신체 표 한 의미를 달하는 독자

수단으로 의식 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몸짓이나 표정을 포함하는 인물의 동력학 기호나 빛과 음향

등 비언어 기호는 더 이상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 수단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독자 의미를 지님으로써 말하기를 체하고 나아가

언어가 비언어 요소와 립된다.인물들의 신체 표 은 기계화의 결

과물로 반복 이고 기계 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

다.그들은 우연한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출발하는

데,이러한 변화 과정 한 신체 표 과 외 을 통해 고찰될 수 있다.

한편 지문에서 빛과 어둠을 지시하고 소음과 음악을 지시함으로써 작가

는 의도한 특정한 의미를 달한다.비언어 요소가 독자 의미를

달함으로써 언어를 체하거나 언어와 립되는 카이 의 희곡은

연극의 태동으로서 언어 이외의 고유한 연극 요소를 찾고자 했던 19세

기 말에서 20세기 세기 환기 연극계의 시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카이 는 새로운 인간의 이념에 한 객의 성찰을 유도

하고,표 수단이자 의사소통의 매체인 언어에 한 성찰과 말하기 형

식의 변화를 꾀하며,등장인물의 신체 표 이나 빛과 음향 등의 비언

어 기호의 사용을 극 으로 모색한다.이 에서 그의 표 주의 희

곡은 통극과 차별화되며 특성을 보여 다.그런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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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 변화는 근 비 과 그 안의 모색이라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

된다.

카이 에게 문학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그는 자신의 희곡을

통해 ‘지옥에서 천국으로’가 아니라 ‘지옥에서 지상으로’가는 길을 보여

주고자 한다.지옥과 지상은 서로 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통

해,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지옥의 강이 지옥과 지상을 서로 단 시키

는 것이라면,카이 는 이 강에 다리를 놓고 있다.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실이 회색빛이라고 느 던 표 주의자 카이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과 그의 동시 인들이 그러한 실에 매몰되지 않고,새로운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한다.카이 는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보다

과정을 요시한다.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시하는 사고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상 으로 생각하지만,실제로는 시도는 성공으로 귀결

되어야만 한다는,정반 의 사고에 매여 있기도 하다.어떠한 시도가 소

기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고,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고 시도 자체가 지되어야 할까? 어도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에서

때때로 희망과 회의,희망과 망이 교차하는 것은 그가 희망을 확인하

기 해 의심하고 희망하기 해 망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부

정 인 실과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이 때로는 한낱 꿈에 그친다 하더

라도, 실을 은폐하는 부작용을 수반하더라도,이러한 꿈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를 수도 있을 것이며,그러한 삶을 살아나

가고 변화시킬 용기와 힘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사람들에게 꿈이

없다면,그들은 오히려 실에 안주하거나 매몰될 지도 모를 일이다.

카이 의 표 주의 희곡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거의 백 년의 세월

이 흘 다.당시로서는 새롭던 그의 극작 기법은 이후 더욱 극단 이고

첨 하게 실험되어 오늘날의 에서 보면 이미 익숙해졌고 더 이상 새

로운 것이 아니다.그리고 근 비 에서 제시된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은 근 의 제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문제가 두되는 오늘

날에는 안으로서의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법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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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추동한,당 의 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던 그의 문제의식만큼은

오늘날에도 여 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다만 바라건 꿈을 상

실해 가고 있는 이 시 의 우리가 여 히 꿈꿀 수 있기를,올바른 꿈을

꿀 수 있기를,꿈을 해 노력할 수 있기를 카이 의 희곡을 통해 다시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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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UntersuchungzurModernität

inGeorgKaisers

expressionistischenDramen

Hahm,KyoungHee

DasZieldieserAbhandlung isteineAnalysederModernitätin

GeorgKaisersexpressionistischenDramen.Hierfürwurdennichtnur

KaisersDramaturgie,sondernauchdieRedeunddieKörpersprache

derProtagonistenanhandseinerDramenundEssaysuntersucht.

In Kaisers expressionistischen Dramen, die als Anfang der

ästhetischen Moderne gelten, bezieht sich die Idee des neuen

Menschen aufdie Kritik an derzivilisatorischen Moderne.Kaiser

setztseine Idee des neuen Menschen derdamaligen Wirklichkeit

entgegen.DieIdeezeigtdieMöglichkeiteinerneuen Zukunftund

einenWandeldesdamaligenZustandesan.BeianderenAutorenwird

diesesProblem hauptsächlichaufindividuellerEbenebehandelt.Aber

Kaiser,dersichmitdenBrüchenim gesellschaftlichenUmgangder

Menschen miteinander beschäftigt,geht über einen individuellen

Ansatz hinaus. Bei ihm wird die Problemstellung durch die

InteraktionenderPersonenaufeinesozialeEbenegehobenundsomit

erweitert.DieserVersuch,nacheinerAlternativederzivilisatorischen

Moderne zu streben,wirktsich auch aufdie Dramentheori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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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urgieaus.

Zwar teilt auch Kaiser die expressionistische Idee des neuen

Menschen, aber trotzdem unterscheidet er sich von anderen

zeitgenössischen Dramatikerin derArt,diese Idee zu verköpern.

Kaisergehtesnichtdarum,denneuenMenschenzumanifestieren,

sondern dasPublikum zum Nachdenken darüberanzuregen.Kaiser

bringtdieFiguren aufeineepischeArtundWeiseinsSpiel:die

Figuren nehmen Abstandvon derSituation,kommentierensieund

tretenausihrerRolleheraus,wodurchsiezwischenderBühneund

dem Publikum vermitteln.Aufdiese Weise werden gegensätzliche

SeitenderSituationundFigurenabwechselndvorgestellt,wobeidie

IntentiondesAutorsnichtexplizitdeutlichwird.DieseTechnikzielt

darauf,eineinseitigesVerständnisundUrteilzuvermeiden.Dadurch

werdenSituationenundFigurennichtfixiert,weshalbsieauchkeinen

kausalenZusammenhangmitdem Dramenendehaben.Kaiserhebtdie

FinalitätderHandlungdurchdieAmbivalenzderSituationundder

Figuren,eine zufällige Peripetie und ein offenes Ende auf.Die

AmbivalenzderSituationundderFiguren,dieepischeVermittlung,

einezufälligePeripetieundeinoffenesEndesindinKaisersDramen

dieTechniken,mitderdieunvollkommeneMotivationderHandelnden

aufgezeigtunddieFinalitätderHandlung aufgehobenwird.Inder

epischenVermittlungundderAufhebungderFinalität,durchdiedie

UnmittelbarkeitderWiedergabe und die Finalität,eigentlich feste

BestandteiletraditionellerDramen,unterlaufenwird,zeigtsichKaisers

moderne Dramaturgie. Diese beruht auf dem Interesse des

Dramatikers,das Pubilkum dazu anzuregen,über die Idee der

ErneuerungdesMenschennachzudenken.

NebenderDramentheoriemündetKaiserskritischeSichtauf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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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ligeWirklichkeitinderKritikanderSprachealsAusdrucks-

und Kommunikationsmittel, ferner in der Suche nach eigenen

Ausdrucksmittelfür das Theater.Dies prägtdie Rede und die

Körpersprache,alsTätigkeitenderFigurenindenDramenKaisers,

welche sich insbesondere auch hierdurch von den traditionellen

Dramenunterscheiden.BezüglichderRedelag derSchwerpunktin

denvorliegendenDramenaufdem Dialog,dagegengehterinKaisers

Dramenzum MonologundChorüber.KaiserhateineEinstellungzur

Sprache,die aufSkepsis und Kritik an derbestehenden Sprache

beruhtunddamitdeneuropäischenliterarischenStrömungeninder

ersten Hälftedes20.Jahrhundertgemeinsam ist.Aufgrund dieser

Einstellung wird beiihm die Sprache durch Grammatikzerstörung

verknappt, und er entwickelt einen neuen Sprachrhythmus.

UngewohnheitundWiederholungerscheinenalsRhythmusinKaisers

Dramen,dernichtnurRegel,sondern auchBrüchemiteinbezieht.

ObwohldieSpracheverknapptwird,um aufdietradiertenBegriffezu

verzichten,spiegelt ihre Erscheinung die Isolation des modernen

Menschen, dessen Kommunikation mit anderen Menschen

unterbrochenwird,wider.DerDialoginKaisersDramenverliertden

sprachlichen Bezug und funktioniertwie ein Monolog.Durch den

DialogbruchunddasVerschwindendesAntagonistenistdenFiguren

einMonolog möglich,derihreverborgeneInnenweltenthüllt.Aber

indem dieRedeannichtanwesendePersonengerichtetwird,erhält

der Monolog sogar Charakterzüge eines Dialoges. Trotz der

Enthüllung derInnenweltderFiguren entwickeln sieden Monolog

entsprechend ihrerBewusstseinsläufeoderihrerAssoziationen,und

derMonologkommtimplizitoderandeutendzum Ausdruck.Aufder

einenSeiteistdiePersonzwarisoliert.AberaufderanderenSe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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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sie ein Mitglied der Masse und an ihr erscheinen auch

GruppendenkenundEntindividualisierung.DerChor,dernachSchiller

nichtmehrverwendetwurde,erneuertsichbeiKaiser.Andersalsbei

Schillerkommtdem ChorbeiKaisernichteinenurbegleitendeRolle

zu,sondernerhandeltselbst.Deshalbkannihm keineFunktionals

idealeFigur,d.h.alsSprachrohrdesAutorszukommen.InKaisers

DramenzeichnetsichdieIsolationdesMenschenoderdasisolierte

Ichim unterbrochenenDialog,MonologoderSchweigenab,dagegen

wirdGruppendenkenundEntindividualisierungim Chorzum Ausdruck

gebracht.

NebenderRedeistinKaisersDramenauchdieKörperspracheein

Medium von großerBedeutung.Wurdein den bisherigen Dramen

BedeutungdurchdasRedenvermittelt,wirddemgegenüberinKaisers

Dramen auch dieKörpersprachederFiguren unterEinschlussvon

Mimik,Gestik und Proxemik als eigenständiges Ausdrucksmittel

bewusstbenutzt.Außersprachliche Zeichen wie die Körpersprache,

undauchLichtundAkustik,sindnichtnureinfacheHilfsmittel,die

dieSprache komplementieren.In Kaisers Dramen erhalten sie als

Alternativezur RedeodersogaralsihrGegenbildeineeigenständige

Bedeutung.Die Körpersprache derFiguren erscheintzyklisch und

roboterhaftalsProduktderMechanisierung,wodurchdieGrenzender

Figuren enthülltwerden.DieFiguren erfahren ihreWandlung aus

zufälligem Anlassund brechen auf,um zum neuen Menschen zu

werden.DieserProzess des Wandels kann zum einen durch die

KörperspracheunddieäußereErscheinungderFiguren,wieMaske,

Frisur und Kostüm,vermittelt werden.Zum anderen kann der

DramatikerdieintendiertespezifischeBedeutung durch Licht- und

Dunkeleffekte,oder Geräusche und Musik unterstreichen.I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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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ellen Anwendungen außersprachlicher Elemente als

Ausdrucksmittellassen sich in KaisersDramen bereitsKeimedes

modernenDramaserkennen,dasEndedes19.bisAnfang des20.

JahrhundertsnebenderSpracheandereeigenständigeElementedes

Theaterssuchte.

KurzgefasstleitenKaiserdasPublikum zum Nachdenkenüberdie

Idee des neuen Menschen im expressionistischen Drama an.Der

AutorüberdenktdieherkömmlicheAuffassungüberdieSpracheals

vorherrschendesAusdrucks-undKommunikationsmittelundintendiert

eineÄnderungderdramatischenRede.AufGrundseinerEinsichten

über die Grenzen der Sprache, unternimmt er Versuche,

außersprachlicheZeichen,wiedieKörpersprachederFiguren,Licht,

Akustikunddergleichen,aktivzunutzen.Dadurchunterscheidensich

KaisersexpressionistischeDramenvondentraditionellenDramenund

zeigen moderneCharakterzügeauf.DieserästhetischeWandelrührt

von dem kritischen Interesse des Autors an den Problemen der

zivilisatorischenModerneundseinerSuchenachderenAlternativen

her.Seitdem Kaisers expressionistische Dramen auf die Bühne

gekommen sind,ist ungefähr ein Jahrhundert vergangen. Vom

heutigenStandpunktausgesehenistseineTechniknichtmehrneu

und die Idee des neuen Menschen hatals Alternative auch ihre

Grenzen.AberbisheutebemerkenswertistseinProblembewusstsein,

das die damalige Wirklichkeit zu verändern sucht und nach

Alternativenstrebt.

In Georg Kaisers Dramen solldie Literaturnichtvom Leben

getrenntwerden.Erbeabsichtigt,durchseineDramennichtdenWeg

‘vom Infernozum Himmelreich’,sondern‘vonderHöllezurErde’zu

zeigen.DieHölleund dieErdesind von einandernichtgetre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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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dern durcheineBrückeundeinen Weg miteinanderverbunden.

DerStyx ziehtzwischenHölleundErdeeineGrenze,aberKaiser

überbrückt den trennenden Fluss.Zwar ist in den Augen des

Expressionisten Kaiser die damalige Wirklichkeiteine graue und

verzweifelteWelt,abererhofft,dasserselbstundseineGeneration

in dieserWirklichkeitnichtverschüttetwerden,sondern eineneue

GemeinschaftdesneuenMenschenbilden.Dem Autorgehtesum

denVorgangansich,nichtum dasErgebniss;ErfolgoderMisserfolg

sindhiernichtwichtig.Einerseitsmeintman,dassesidealwäre,auf

kein Ergebnis,sondern einen Vorgang Gewicht zu legen.Aber

andererseits haftetman in Wirklichkeitgerade dem gegenteiligen

Gedankenan,einenVersuchzum Erfolgführenzumüssen.Mussein

Versuchunterbrochenwerden,auchwennderVersuchzukeinem Ziel

führtundwederErgebnisnochVeränderungerreicht?DerWechsel

von Hoffnung und Verzweiflung in Kaisers expressionistischen

Dramenzeigt,dasserdieHoffnunganzweifelt,um sieletztendlichzu

bestätigen,unddasserverzweifelt,um zuhoffen.DieHoffnungauf

eine andere Zukunft, die sich der negativen Wirklichkeit

entgegensetzt,wirktzuweilenwieeinTraum.Auchkanndurchdie

HoffnungdieWirklichkeitverdecktwerden.Trotzdem könnensolche

Träumedenvom LebenerschöpftenMenschenTrostspenden,und

MutundKraft,ihrLebenzuändern,geben.OhnesolcheHoffnungen

undTräume,würdemansichderWirklichkeitunterwerfenoderunter

dieserbegrabenwerden.KaisersDramenerinnernunsineinerZeit,

inderdieMenschenihreTräumeverlorenhaben,daran,dassman

nochträumenundhoffenkann,dassunsdierichtigenTräumeführen

unddasssieindieTatumgesetztwerden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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