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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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푸시킨의 희곡에 기반을 둔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
오페라 중 가장 많이 공연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는 원작 희곡이 오랫
동안 공연성을 의심받아온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원작과 오페라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한다. 본 연구는 문학적 원천과 완성된 오페라 작품 사
이의 직접적인 매개가 되는 리브레토(오페라 대본)를 중심으로 총체예술인
오페라를 구성하는 1차적 원천으로서의 문학의 자질을 탐구한다. 우선 주목
할 만한 차이점은 민중에 대한 해석이다. 원작 희곡에서 권력자들을 냉담하
게 구경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유희적으로 수행하던 민중의 비중이 늘어나
고 권력층과 보다 구체적인 갈등을 빚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는 합창에 주
안점을 두고 오페라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 배치한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은 여성배역들의 강화이다. 작곡가는 첫 번째 개작이 여
성배역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허가를 받지 못하자 여성 배역을 추가하거나
비중을 늘린다. 이는 극장 관습에 부응하여 공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상당수의 장면을 삭제하고 통합함으로써 장면 변화를 줄이고 주인
공에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었다. 이는 인물의 주관적 측면에 집중하
는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개작의 방향은 작곡가의
의도와 오페라 대본의 장르적 속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푸시킨 희곡의 공연
성을 역추적 하는 한 계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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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곡에서 리브레토로
푸시킨의 문학은 러시아 오페라의 주요 자원으로 그의 작품을 오페라화한 사
례는 100여 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푸시킨 작품을 원작으로 한 많은
오페라들이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내외에서 주요 러시아 오페라 레퍼토리로 공
연된다.2) 그중에서도 ｢보리스 고두노프｣는 1913년에서 2011년까지 273회 공연
되었는데,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레퍼토리 중 30위로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284회)｣과 ｢투란도트(Turandot: 298회)｣ 등 주요 이탈리아
오페라 레퍼토리와 비슷한 수준3)이다. 이 한 작품으로 작곡가는 ‘러시아의
베르디’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보리스 고두노프｣는 규모와 정치, 종교, 역사
적 측면에서 베르디의 ｢돈 카를로｣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 러시아의 문
화적 중심으로서의 푸시킨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문학적 특징이 오
페라 창작의 원천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푸시킨의 원작은 당대의 연출론으로는 공연이 거의 불가능한 난해한 실험
극으로 그 공연사는 공연사라기보다는 공연실패사에 가깝다.4) 이는 푸시킨의
유일하게 완성된 다른 희곡인 작은 비극들과 동일한 특징으로 시대를 지
나치게 앞서간 푸시킨 희곡들의 공통된 운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공연의
어려움은 현대 무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작곡가 무소르그스키는 이러한
원작을 재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러시아 오페라를 만들어내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연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작 희곡과 리브
1) 최선(2009) ｢차이코프스키의 푸슈킨 읽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1집, 173쪽.
2) R. Cannon(2012) Oper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4-226.
러시아 3대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예브게니 오네긴｣, ｢스페이드의 여왕｣은
모두 푸시킨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3) http://archives.metoperafamily.org/archives/frame.htm(검색일: 2016.06.01). 이 통계는
‘가장 많이 공연되는 러시아 오페라’로서의 ｢보리스 고두노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박현섭(2000) ｢보리스 고두노프의 연극적 함축｣, 러시아연구, 제10권 제1호,
49쪽. ‘연출가로서의 푸시킨’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메이예르
홀트의 공연도 결국 공연되지 못했다.
김혜란(2017) ｢‘유로지비의 귀’: V. 메이예르홀트의 실현되지 못한 공연 ｢보리스
고두노프｣｣,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6집, 89-114쪽; V. 메이예르홀트(2016)
메이예르홀트의 연출세계 4, 한국문화사, 104쪽.

레토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는 오페
라 역사상 보기 드물게5) 원작에서 많은 부분을 문자적으로 취해왔다. 리브레
토의 작가는 작곡가 자신으로 전문 문필가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전문적인 교
육을 받은 직업 작곡가도 아니었다. 그는 채 서른이 되기 전에 딜레탕트 음
악가의 직관으로 푸시킨의 희곡을 재구성하였고 그의 생전에 유일하게 완성
한 오페라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므로 푸시킨의 원작이 전체 오페라에서 차지
하는 지분은 여타 오페라에서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리스 고
두노프｣는 무소르그스키의 모든 특징이 집약된 걸작이며 러시아 국민음악의
금자탑이라는 평가6)를 받고 있으나, 오페라의 공연성은 음악적 성취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극작술상의 검토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원작과 리브레토의 공통적 자질과 각색 과정에서 일어난 변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오페라 창작의 근간이 된 문학적 요소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보편성과 공연성의 근원, 즉 푸시킨
문학의 오페라적 에너지의 성격을 대본의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2. 다양한 판본들7)
｢보리스 고두노프｣는 검열과 작곡가 자신의 수정, 후대의 편집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판본 문제를 지닌다. 작곡가는 1868년에 작사와 작곡을 시작하
여 그 다음해에 완성하였다. 황실극장의 공연검열당국은 이 초고의 공연을
5) 많은 오페라들이 기존의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원작은 소재 수
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베르디의 ｢에르나니｣는 위고의 동
명희곡을 원작으로 하여 상당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생존해있던 원작자가
‘서투른 모조품’이라며 제목의 변경을 요구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전수연(2013)
베르디 오페라, 이탈리아를 노래하다, 책세상, 129쪽.
6) 편집부(2001) 러시아 악파, 음악세계, 131쪽.
7) 판본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다음을 보라. S. Goddard(1929) “Editions of
‘Boris Godunov’,” Music & Letters, № 10(3), pp. 278-286; R. Taruskin(1984)
“Musorgsky vs. Musorgsky: The Versions of ‘Boris Godunov’,” 19th-Century Music,
№ 8(2), pp. 91-118; R. Taruskin(1985) “Musorgsky vs. Musorgsky: The Versions of
‘Boris Godunov’ (II),” 19th-Century Music, № 8(3), pp. 245-272.

거부하였는데 사유는 여성배역이 거의 없고 너무 음울하며 형식이 지나치게
새롭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작곡가는 대대적인 개정안을 1872년에 완성하
고 1874년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하였다.8) 초연 당시 지휘자
의 요구와 공연상의 문제로 몇 부분을 더 삭제하고 같은 해에 피아노-보컬
스코어가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이 1872년본을 ‘원전판’이라 부른다.
작곡가 사후인 1896년에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오케
스트레이션을 수정하여 다시 무대에 올렸다. 이후 1908년에 디아길레프의 파
리 공연을 위하여 삭제된 장면을 일부 복원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재조정하
였다. 이 버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공연되어 온 ‘표준판’이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은 여기에 1869년 초고에 등장하는 바실리 성당 장면을 복원하
고 약간의 오케스트레이션 수정을 거친 판본(볼쇼이판)을 사용하였다. 이후로
도 쇼스타코비치 등 몇몇 작곡가들의 개정판이 추가되었는데 이들의 수정은
주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리브레토에는 큰 변화가 없다. 최근에는
작곡가의 본래 의도를 중시한 원전판 연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1869년 초고를 훼손되지 않은 작곡가의 본래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아 선택
하는 경우가 많다.9)
원원전판: 1869년
제1원전판 제1작: 1872년
제2원전판 제2작: 1874년,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림스키코르사코프 제1개정판:
1896년, 콘서트 형식으로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대강당
1898년, 무대 공연으로 모스크바 솔로도브니코프 극장10)
⓹ 림스키-코르사코프 제2개정판(표준판): 1908년, 파리 오페라 극장11)
⓵
⓶
⓷
⓸

8) 1874년 1월 27일(연출: G. Kondrat'ev, 지휘: E. Napravnik). N. I. Metelitsa(2003)
The Mariinsky Theatre, 1783–2003: Theme with Variations, St. Petersburg: Art
Deko, p. 405.
9) 2004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지휘: Sebastian Weigle, 연출: Willy Decker).
2013년 뮌헨 바이에른 주립 극장(지휘: Kent Nagano, 연출: Calixto Bieito).
2016년 런던 로열오페라 극장(지휘: Antonio Pappano, 연출: Richard Jones).
10) 이때의 공연은 전설적인 베이스 표도르 샬랴핀의 고두노프 연기로 유명해졌다(N.
I. Metelitsa 2003: 238).
11)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은 이 판본을 사용한다.
2017년 4월 20일~23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국립 오페라단의 시즌 레퍼토리

⓺ 이폴리트 이바노프 추가판: 1927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⓻ 쇼스타코비치 판: 1959년 레닌그라드 마린스키 극장12)

푸시킨의 원작 역시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1825년의 초고인 황제 보리스
와 그리슈카 오트레피예프에 대한 희극은 두 주인공을 제목에 내세운 희곡
인데 비해 1831년의 출판본은 보리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목도 그의 이름
을 딴 비극으로 변경되었다.13) 초고는 25장의 대칭구조로 보리스와 참칭자에
게 동등한 비중을 할애하며 마지막 장면에서 민중이 참칭자를 향해 보리스의
경우와 똑같이 환호를 보내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출판본은 23장으
로 ‘민중은 침묵한다’는 마지막 지문으로 무게중심과 민중형상의 차이를 보
여준다. 원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관례에 반해 지문에 매우 인
색하다는 점이다. 매우 다양한 시공간과 많은 등장인물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
본에서 더욱 심화된다. 푸시킨 당대에는 구멍투성이 텍스트라는 비판의 대상
이 되었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영화적인 특징으로 제작진이 채워 넣어야 할
빈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현대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오페라의 1차적 원천이 된 것은 동일한 제목과 무게중심을 지닌 후자라고
보아 이 글에서는 1831년의 출판본을 리브레토와 비교 대상이 되는 ‘원작’으
(연출: 스테파노 포다, 지휘: 스타니슬라브 코차놉스키) 연출자는 보리스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와 대비되는 밝은 색채의 폴란드 장면이 있는 버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http://www.nationalopera.org(검색일: 2017.03.20).
최초의 국내 공연은 볼쇼이 오페라단의 내한공연으로 1989년 7월 18일~20일 세
종문화회관에서 이루어졌다. 공연시간 2시간 50분, 프롤로그와 4막 9장이라는 묘
사와 당시 신문에 게재된 자료사진, 공연단체, 출연진으로 보아 1948년에 초연된
레오니드 바라토프 프로덕션으로 보인다. 이 프로덕션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
다. https://www.youtube.com/watch?v=cfz7IJtzijs(검색일: 2017.03.20); “볼쇼이 오페
라 ｢보리스 고두노프｣”, 동아일보, 1989.7.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
index.nhn?articleId=1989070700209217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
89-07-07&officeId=00020&pageNo=17&printNo=20851&publishType=00020(검색일:
2017.03.20).
12) 박종호(2016) ｢보리스 고두노프｣, DVD 속표지 해설, 16쪽; M. Mussorgsky, C.
Bieito, and A. Sommer(2016) ｢보리스 고두노프｣, Aulos Media.
13) 원작의 초고에서 출판본으로의 변화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최선(2002)
｢황제 보리스와 그리슈까 오뜨레삐예프에 대한 희극과 보리스 고두노프와의
차이｣, 러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177-211쪽.

로 지칭한다. 원문에는 장수의 표기가 없으나 편의상 국내번역본의 표기에
따라 장수로 지칭한다.
1869년의 초고는 4부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72년의 원전판은 프롤로
그가 있는 4막, 총 9장이다. 원전판의 처음과 끝 장면은 원작과 달리 민중이
전면에 나서는 합창 중심의 장면으로 수미상관을 이룬다. 초고에서 그리고리
는 피멘의 방과 술집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마지막 장면이 보리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보리스 개인의 비극에 초점을 두었다. 작곡가의 이러한 구상은
노래하는, 즉 내면을 토로하는 인물들의 세계인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을 반
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원작자인 푸시킨 자신이 출판본에서 가한 수정
방향을 심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869년의 초고를 검토한 극장
검열이 보다 ‘관습적’인 오페라를 요구함에 따라 전통적인 오페라 여주인공
(프리마 돈나)의 특성을 지니는 마리나가 초고 13장과 함께 등장하고 이에
따라 그녀의 상대역인 참칭자의 비중도 늘어난다. 또한 지배계급에게 조종당
하여 드미트리 만세를 외치는 민중의 장면이 마지막에 추가됨으로써 1825년
초고에 다시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페라

희
곡

1869

1872

장면의 총수

24

7

9

지배요인으
로서의 민중

오페라에서 민중의 텍스트는
희곡에서보다 훨씬 많이 늘어남
극장예술위원회를 위하여 오페라를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9
2
5
폴란드에서의 참칭자의 장면이 주로
추가됨
보리스는 희곡의 장면들의 교차편집과
5
4
3
장면수의 감소로 오페라에서 훨씬 더
중심적 역할이 됨.
대부분 축소, 오페라에서는 부차적
3
배역들
<표 1> 원작과 오페라의 장면수와 초점의 변화14)

그리고리/
참칭자

보리스
귀족들

7

3

1869년 성 바실리 장면 1872년에 삭제,
폴란드 두 장면과 크로미 숲 장면 추가

3

초고의 6장인 ‘바실리 성당 장면’은 1872년에 삭제되었다가 볼쇼이판 이후
14) Cannon(2012), 235.

에 4막 1장으로 편입되어 총 10개 장면이 되었다. 표준판에서는 마지막 두
장면의 순서를 바꾸어 ‘보리스의 죽음’으로 오페라를 마무리한다. 이 글에서
는 알려진 전체 10개의 장면을 출판된 리브레토15)의 순서대로 원작과 비교
하며 필요한 경우 69년 초고를 언급할 것이다. 이 오페라는 레치타티보와 아
리아가 명확히 구분16)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대사와 음악의 연쇄로 이
루어져 있어 세부 단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카라얀이 지휘하
고 Decca에서 발매된 1970년 빈 필하모니의 연주음반의 트랙 구분을 기준으
로 할 것이다. 곡목은 해당 음반에 수록된 가사 첫 줄로 대신한다. 이 음반
은 표준판에 4막 1장(바실리 성당 장면)을 추가한 합본을 사용하였다.

3. 리브레토의 구성
작곡가는 23장으로 이루어진 원작을 10개의 장면으로 축약하고 보리스와 그
리고리의 장면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짧은 장면
으로 구성되며 두 주인공이 마주치지 않은 채 번갈아 무대를 차지하는 원작의
구성 원칙이 막 단위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이는 무대 장치를 자주 바꾸기 어
려운 오페라 무대의 물리적 조건과 원작의 특성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롤로그: 1598년, 민중
1장 노보제비치 수도원 뜰 (원작 2,3장)
2장 크레믈 광장: (원작 3, 4장)
1막: 1603년, 그리고리
1장 추도프 수도원의 방 (원작 5장)
2장 리투아니아 국경의 술집 (원작 8장)
2막: 황제의 궁전, 보리스 (원작 7, 10장)
3막: ‘폴란드 장면’, 그리고리 (1872년 개정판에서 추가)
1장 마리나의 의상실 (1825년 초고 13장)
15) M. Mussorgsky(2013) Boris Godunov(Libretto)(Russian Edition), London: JiaHu
Books. 이후 리브레토 인용문에서는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16) 번호 오페라(number opera): 독립된 노래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오페라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바그너는 이러한 단절을 타파하고 음악과
극의 일치를 위하여 통절 양식을 주창하였다. 무소르그스키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2장 밤, 정원, 분수 (원작 13장)
4막: 1604년
1장 바실리 사원 (원작 17장, 1872년 개정판에서 삭제) 보리스
2장 황제의 궁전 (원작 15, 20장) 보리스
3장 크로믜 숲 (원작 22장 1872년 개정판에서 추가) 민중

오페라의 첫 장면은 대귀족들간의 실내 대화로 시작되는 원작과 달리 사
뭇 어둡고 거친 합창으로 이루어진다. 민중은 지배계급의 강요에 따라 보리
스의 즉위를 간청한다. 첫 장면의 변화는 오페라의 중심 갈등이 지배계급과
민중 사이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역시 원작에 없는
순례자들의 합창이다. 이어지는 프롤로그 2장은 흔히 ‘대관식 장면’으로 불린
다. 보리스의 우울한 독백은 자신의 즉위를 축하하는 화려한 합창과 대비되
어 주인공의 어두운 앞날을 암시한다. 원작에서 보리스는 제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겸양을 가장하며 즉위 직후에는 완벽한 황제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
로 묘사되지만 오페라의 그는 무대 위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극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리스의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범죄이므로 그의 고통은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이런 종류의 인물은 연극의 행위를 지탱하기는 어려우나 오페라에서는 내면
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노래라는 표현 수단으로 인해 설득력을 얻는다.
1막은 앞 장면으로부터 6년이 흐른 1603년이다. 1, 2, 3막 모두 같은 해의
사건으로 여러 장소와 인물들을 독립적으로 보여준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오
페라의 사건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현실적으로 동기화되지 않고 파편
적인 장면을 나열한다. 개별 장면들은 각자 완결성을 지니고 강렬하고 핵심
적인 순간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데 이것이 이 리브레토의 주요 특징인 동
시에 무수한 개정 및 편집의 근거가 된다. 즉 특정 장면이나 부분의 추가 및
삭제가 극적 개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의 발전이나 인과
적 개연성을 중심에 두는 고전적 극작술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시간, 공간, 인물 등의 대조가 주된 구성 원칙으로 등장하
여 몽타주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오페라에서는 이 원칙이 추가된 합창 그룹
과 배역의 배정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된다.
1막 1장은 원작의 5장에서 몇몇 세부사항을 축약하고 단어 순서를 약간
변경한 뒤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축약된 부분은 전 황제들인 이반 뇌제와
표도르의 종교적 덕성에 대한 긴 묘사로 내용전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 장면은 베이스인 피멘과 테너인 그리고리의 음성이 대비되어 그들이
나이와 경험, 입장 차이 등을 강조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원작에 없는 수도
승들의 합창이 추가된 점이다. 프롤로그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대 밖에서 들려
오는 종교적 합창은 수도원의 분위기를 만들고 두 남자의 목소리로만 이루어
지는 긴 장면의 단조로움을 감소시킨다.
피멘은 드미트리 황태자 살해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장면을 상세히 진술
한다. 표준판에서는 피멘의 긴 진술을 생략하고 간단히 드미트리가 그리고리
와 동갑이었다고 말한다. 피멘의 폭로는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보리스의 고뇌
의 원인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리고리로 하여금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자극적 계기17)로 기능한다. 그는 이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살해당한 드
미트리를 참칭하기로 결심하나 이러한 결심을 토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리
는 보리스와 달리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인물이 아니며 이런 내용을 아리아
로 부르는 서정적 주인공도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보리스의 살인
에 대한 반작용을 수행하는 ‘행위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는다. 즉 보리스가
진행하지 않는 ‘극적 행위’를 대신 진행함으로써 그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리스의 과거의 반작용이며 그는 그
결과로 죽는다.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동기화된다기보다는 참칭자의 소식에
동요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간접적, 심리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1막 2장은 원작 8장 ‘리투아니아 국경의 술집’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
어둡고 무거운 전체 내용 중 가장 가볍고 희극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전후 장면의 무거움을 상쇄한다. 전 장면의 수도원의 승방(종교적 장소-밤)과
대조적인 선술집(세속적 장소-낮), 경건하고 진지한 수도승 피멘과 도망친 술
꾼 수도승 바를라암이 대조된다. 구성단계상으로는 그리고리의 해외 도주로
상승에 해당한다. 원작 6장은 앞 장면에 이어서 그리고리의 탈주 소식을 전
해주나 오페라에서는 이 장면이 빠지고 탈주한 그리고리가 바로 리투아니아
국경에 등장한다. 원작의 불연속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그가
17) G. 프라이탁(1992) 드라마의 기법, 청록출판사, 112-113쪽. ‘드라마에서 줄거리
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위치는 다음 줄거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감정이나 혹은
의지가 주인공의 마음 속에서 상승할 때이다. 또는 반극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
도 주인공을 움직이기로 결심할 때에도 줄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어떤 배
열에서든 충동자는 줄거리의 중요한 계기로 남아 있다.’ 피멘의 증언은 반동인물
인 그리고리를 움직이게 하므로 ‘반극’의 충동자라 할 수 있다.

탈주한 경위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불쑥 등장한 그를 따라가야 한다. 이 장
면에서도 그리고리는 자신의 개인적 동기나 본심을 토로하지 않고 상황의 국
외자로 남아있다. 검문소와 경관의 존재를 통해 보리스와 그리고리의 대립이
간접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권력과 서민 사
이의 대립으로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지배계급과 민중의 대립을 다른 분위기
에서 재현한다. 술집 여주인이 검문에 불평하며 그리고리에게 샛길을 알려주
는 데서 현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보리스에게 향하고 있음을 암시
함으로써 찬탈자와 참칭자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개인적, 감정적 대립을 배제
한다. 보리스의 갈등은 그리고리가 아닌 자신의 과거를 상대로 벌어져 그의
고립과 몰락을 심화한다.
2막은 보리스의 극단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상한 아버지, 고독
한 통치자, 냉정한 권모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살인자가 차례로 이전의 얼굴
을 깨뜨리고 나타난다. 결국 2막의 마지막은 광란의 장면(mad scene18))으로
마무리된다. 오페라의 정점에 해당하는 이 장면에서 극적 행위상으로 진행되
는 사건은 없다. 보리스는 참칭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리투아니아 국경을 봉
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곧 철회한다. 그의 살인이 참이라면 드미트리의 존
재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드미트리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보리스는 살인자
이며, 거짓이라면 드미트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딜레마에 빠진 보리스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마비된다. 슈이스키에게서 진짜 드미트리의 죽
음을 확인한 그는 안심하는 대신 죄책감으로 동요하기 시작한다.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확인한 사실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오이디푸스적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건 그는 제위에 남아있을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황제이다. 양심과 제위의 모순적인 공존으로 주인공은 분열과 광기에 빠진다.
원작에서는 보리스가 파멸해가는 과정이 몇 장면에 걸쳐 묘사되며 이를
하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페라에서는 이런 과정이 묘사되지
않는 대신 2장에 이어지는 참칭자의 상승에서 보리스의 하강이 암시된다. 참
칭자가 마리나와 결탁한 다음 보리스는 유로지브이를 만나고 그 다음 장면에
18) 주인공이 미치는 장면으로 보통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 17세기 베네치아 오페라
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페라 세리아에서 보편화되었다. 19세기 초반 이탈리아
와 프랑스 오페라, 특히 벨칸토 오페라 전통에서 유행한 관습으로 주역 소프라노
의 기량을 과시하는 초절기교 아리아가 많다. 무소르그스키는 이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대사에 근접한 낭창으로 광란의 장면을 만들어내었다.

서는 죽는다. 죄책감이 발작하기 시작하는 순간과 파국을 맞는 순간이 압축
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3막은 흔히 ‘폴란드 장면’이라 불리며 1869년 초고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극장 당국의 요구에 맞추어 무용과 합창, 마리나, 그녀와 참칭자의 사랑의
이중창이 추가되었다. 내용상으로는 참칭자가 폴란드의 지원을 업게 되는 경
위를 그리고 있으나 그 자신은 정치가 아닌 사랑에 열중하고 있다. 3막 1장
은 1825년 초고의 13장 ‘마리나의 의상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페라에서
는 무도회 장면과 여성 합창이 추가되어 저음-남성 위주의 무거운 분위기를
상쇄한다. 또한 원작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가톨릭 사제가 사악한 예수회 승
려 란고니로 등장하여 많은 분량을 점유한다. 마리나가 란고니의 사주로 참
칭자를 유혹하고, 참칭자는 그의 요구대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하
는데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다. 원작에 등장하는 전쟁터의 비(非)러시아인들이
중구난방으로 독일어나 불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언어의 충돌을 만들어내는데
비해 오페라의 외국은 단일한 가톨릭 세력으로 묘사된다. 러시아인들과 민중
들이 스스로를 ‘정교도들’이라 칭하며 외부 세력과의 민족적, 종교적 대립을
암시하는데 이는 작곡가의 민족주의적 의도라 볼 수 있다.
3막 2장에는 무도회와 테너가 연인을 기다리며 부르는 아리아가 등장하며
마찬가지로 거의 관습적으로 보이는 사랑의 이중창이 이어진다. 원작의 해당
장면인 13장의 제목은 ‘밤, 정원, 분수’로 리브레토에도 ‘Сад. Фонтан. Лунная
ночь.’라는 지문이 들어 있다. 낭만적 사랑의 장면을 위한 전형적인 배경이
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냉정한 정치적 인물이며 연인들의 밀고 당기기는 정
치적 의도와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면을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에서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대목으로 평가19)하는 이가 있으나, 필자는 작곡가가
해당 장르의 가장 전형적인 장면을 뒤집음으로써 푸시킨적 패러디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4막의 배경은 1604년으로 참칭자의 침략과 보리스의 급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현실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은 채 나란히 등장한다. 1장 바실리 사원
장면은 전술했듯이 1869년 초고에 등장한 것으로 원전판(1872년본)에서 삭제
되었다가 이후 합본되었다. 원작 17장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원작에서는 짧게
다루어지지만 오페라에서 독립된 중요한 장면이 되었다. 유로지브이는 기독
19) 박종호(2016), 15.

교적 양심의 대변자로 보리스의 자의식을 가시화한다. 이 인물이 오페라의
마지막 노래(‘크로믜 숲’ 장면의 마지막 노래)를 점하는 것은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작곡가의 고유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저음 배역인 보리스20)와 대립
하는 슈이스키, 유로지브이, 참칭자가 모두 테너인 점도 대조의 원칙이 드러
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그 외의 남성인물들은 거의 베이스이므로 테너들
의 존재는 감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된다.
4막 2장은 원작 15장과 20장을 결합하여 ‘보리스의 죽음’을 보여준다. 귀
족들이 참칭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슈이스키가 등장하여 보리스의 광기를
보고한다. 보고의 내용은 2막의 마지막 장면과 일치하여 3막과의 시간차이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 적어도 3막이 진행되는 동안 보리스의 광기가 지속되었
음을 암시한다. 정점이 지속되었다가 그 결과로 파국을 맞는 것이다.
드미트리의 무덤이 일으킨 기적 이야기는 원작 15장에서 대주교가 전하는
것이다. 작곡가는 이 이야기를 피멘에게 배정하여 내적 연관성을 높인다. 피멘
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보리스는 상태가 악화되어 쓰러진다. 즉 현실적으로
동기화된 사인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요소가 그를 죽이는 것이
다. 이때 살해당한 드미트리는 순교자, 성자와 같은 형상으로 묘사된다. 기적
을 일으키는 존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보리스는 마치 신성한 존재 앞에서
패퇴당하는 악의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마치 상대방의 노래가 그를 쓰러뜨
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감각적 차원에서는 목소리로 이루어진 공격에
반응하는 인물의 행동은 오페라에 매우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막의 슈이스키의 증언을 들을 때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드미트리 이
야기에 보리스가 동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 슈이스키가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피멘을 데려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작에 등장하는 슈이스키의 교활한
면모는 오페라에서 드미트리 살해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피멘의 증언은 대주교의 증언이 나오는 원작 15장과 보리스의 죽음이 나
오는 원작 20장을 하나로 합치는 장치가 된다. 보리스의 급사는 원작의 것보
다 더 직접적인 죄책감의 결과로 묘사되고 전개의 속도상으로도 급격한 추락
이 된다. 보리스는 피멘이 자신을 위로해줄 조언을 해주리라 기대하지만 결
20) 보리스는 일반적으로 베이스 배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표준판 악보는 보리스를 바리
톤으로 지시하고 있다. 실제 공연에서도 바리톤이 이 배역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6년 로열 오페라하우스 공연에서는 바리톤 브린 터펠이 보리스로 등장하였다.
http://www.roh.org.uk/productions/boris-godunov-by-richard-jones(검색일: 2017.03.20).

과는 정반대로 비극적 아이러니의 효과를 낸다.
4막 3장 크로믜 숲 장면은 원작 22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문자
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원작에서는 변절한 귀족 푸시킨이 보리스의
후계자에게 대항하도록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은 이에 따르는데 오페라에서는
1막 2장의 술꾼 미사일과 바를라암이 이 역할을 한다. 또한 민중은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고 일어나 귀족에 대항한다. 원작에 없는 폴란드-가톨
릭 성직자들의 라틴성가가 등장하고 민중은 그들을 거부한다. 민중의 비중이
원작에서보다 늘어나고 좀 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민중은 보리스의 대관식과 유사한 표현으로 참칭자를 환영하
는데 가톨릭 세력을 거부하는 것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일관성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중적 정교도’의 대표격으로 미사일과 바를라암에게
참칭자를 지지하도록 호소하는 일을 배정한 듯하다. 그러나 참칭자가 바를라
암에게 누명을 씌우고 달아난 1막 2장의 사건을 감안하면 이 역시 논리적
모순이다. 작곡가의 민족주의적 의도가 만들어낸 원작으로부터의 일탈이자
논리적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유로지브이가 부르는 애도의 노래는 보리스와
참칭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두 통치자의 운명이 동질적임을 암
시한다. 민중이 참칭자를 환영하는 1825년 초고의 입장을 공유하며 그 입장
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4. 희곡과 리브레토의 차이점들
4.1. 삭제된 요소: 논평
원작 1장은 대귀족 두 사람이 나누는 보리스에 대한 논평이다. 이런 전달
방식은 상황에 대한 몰입이나 인물에 대한 공감을 깨뜨리고 거리를 두고 냉
정하게 바라보도록 한다. 내용은 보리스의 범죄와 그 의도에 대한 것으로 관
객으로 하여금 보리스를 직접 보기 전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비판적 거리를 갖게 한다. 이 장면은 오페라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
장면에서 밝혀지는 보리스의 범죄와 현재 칩거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이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가 제위를 사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심

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이다. 그 결과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보리스에
대한 관객의 입장은 보다 동정적이거나 객관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또
한 오페라의 프롤로그는 민중을 몰아붙이는 경관을 등장시켜 주된 갈등을 직
접 보여준다. 이 외에도 주인공들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논평에 해당하는 장
면은 대부분 삭제되었다. 즉 오페라에서는 논평-말하기의 요소가 제한되고
보여주기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오페라 프롤로그에서는 대귀족
들이 그를 황제로 지지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몰입을 유도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원작 1장에서는
민중에게는 차르를 선택할 권리 혹은 힘이 있으며, 보리스는 민중을 잘 다루
어 권력을 차지한 인물로 묘사된다. 대귀족들은 보리스에게 불만이 있으나
그가 민중의 지지를 얻은 현 상황을 거스를 수는 없으므로 침묵한다.
Шуйский.
슈이스키

Давай народ искусно волновать,
Пускай они оставят Годунова,21)
보리스가 교활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백성들을 교묘하게 선동해서 그들이 고두노프를 버리게 하세.
(원작 1장)

원작 21장에서 대귀족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로 다음 장
면의 배신이 벌어진다. 보리스도, 대귀족들도 상대방 앞에서는 본심을 드러내
지 않은 채 역할놀이를 한다. 귀족들과 민중은 자기들끼리 본심을 이야기하
고 현 상황에 대해 논평하는 데서 역할놀이의 규칙이 드러난다. 이 권력게임
은 가장 견고한 가면을 지닌 자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규칙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본심을 감추고 그 순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리스가 제위를 차지한다.22) 그러나 오페라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역할
놀이가 배제되어 있다. 대귀족들과 그 수장격인 슈이스키의 입장이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으며 보리스의 황제노릇이 ‘연기’라는 인상도 없다. 오페라의
보리스는 보다 진지한 공감의 대상이 된다. 원작의 7장 전반부인 점술에 빠
진 황제에 대한 궁정고관들의 논평이 삭제되고 보리스 자신의 독백만이 남아
2막에 편입된다. 여기에서도 논평의 삭제는 독백에 대한 관객의 심리적 거리
21) А. С. Пушкин(1978)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 т., Т. 5, Л.: Наука, С. 190.
22) 박현섭(2000), 57-58.

를 좁히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리에 대한 논평 역시 대부분 삭제되었다. 원작 6장 ‘대주교의 저택’
에서는 그리고리의 도주에 대한 대주교와 수도원장의 의견이 등장한다. 관객
은 전 장면인 피멘의 방에서 사라진 그리고리의 행적을 제3자의 대화를 통
해 듣게 된다. 원작 9장에서는 러시아의 대귀족들이 참칭자에 대하여, 12장
‘삼보르에 있는 므니셰크 군사령관의 성’에서도 폴란드 귀족들이 역시 참칭
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중간과정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1막 1
장에 등장하는 수도복과 1막 2장의 농민복장, 3막 1장에 등장하는 황태자의
복장 사이의 간극은 심화된다. 관객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그리고리
의 출몰을 별다른 동기화 없이 그 장면 자체에 집중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작에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 아니라 파편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관
객들은 불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벌어진 일을 논평에 의지하
여 재구성해야 한다. 리브레토에서는 이런 논평마저 거의 다 삭제되었으므로
장면 사이의 불연속성은 심화된다. 오페라는 무대의 스케일과 음악의 효과로
인해 전후 맥락보다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순간에 고도로 집중되는 현
상이 쉽게 일어난다.23) 논평의 삭제는 원작의 불충분한 동기화와 비약을 심
화시키고 거리두기-말하기의 요소가 사라진 자리에 직접 보여주기를 배치함
으로써 각 장면에 대한 몰입을 만들어낸다.

4.2. 축약된 요소: 참칭자
참칭자의 장면은 특별히 후반부에서 많이 삭제되었다. 원작 11장 ‘크라코
프, 비시베네츠키의 집’ 장면에서 참칭자는 황태자로서 자신을 지지할 사람
들을 접견한다. 14장 ‘리투아니아 국경’에서는 말을 타고 국경을 넘으며 16
장, 18장, 19장은 그의 전투장면인데 모두 삭제되었다. 역동적 장면들이 삭제
된 것은 오페라 무대의 물리적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희극적인 언어의 충돌(16장)이나 참칭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혼자 생각
23) “(오페라에서는) 모든 사건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꼭 필요한 사건만 다루
는 경우가 많다.” 김학민‧김정호(2013) ｢뮈르제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정경과 푸
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비교를 통한 오페라 담론의 창작원리 연구｣,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제13권 9호, 79쪽.

하는 부분(14장)도 삭제되었다. 도망자로서 리투아니아 국경에 나타났던 1막
2장은 전반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후반의 희극적 장면의 삭제는 파국으로 기
우는 심각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칭자
의 후반 장면에는 그에게 협력하는 많은 새로운 장소와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페라의 후반에 장소를 많이 변경하고 다양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 원작이 그리는 참칭자의 가벼움, 이동성, 변신가능성은 수
도승-도망자-가짜 황태자-연인으로 압축된다. 3막 2장의 마리나와의 장면에서
사랑을 구걸하던 그는 마리나가 자신을 몰아붙이자 전형적인 낭만적 연인의
태도를 한 순간에 바꾸어 오만한 황태자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손에 넣는다.
이 장면은 참칭자의 연기자로서의 속성을 보여주며 그 자신의 본심이나 내면
과는 거리가 있다. 즉 참칭자는 관객이 감정을 이입하고 그가 노래로 전달하
는 주관적 세계에 몰두할만한 주인공은 아닌 것이다.
삭제된 장면들은 주로 참칭자가 세력을 얻어 황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대신에 그는 마지막 ‘크로믜 숲’ 장면에 보리스를 대신할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오페라에서 그리고
리는 스스로 꿈을 꾸고 이동하며 유희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보리스의 범죄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도망치고 황태자를 자칭함으로써 보리스를 동요시키고
민중을 선동하고 결국 보리스 자리였던 제위를 차지하는, 보리스의 행위의
반작용을 가시화하는 요소로 존재한다. 원작의 참칭자는 피멘의 방에서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등장하며 전장에서 잠드는 것을 끝으로 퇴장하는데
마치 전체가 참칭자의 꿈 이야기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의 이야기는 꿈처럼
가볍고 불연속적이며 동기화되지 않은 채로 곳곳에서 돌출한다. 이러한 특징
은 현대극이나 영화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오페라에서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작이 보리스와 참칭자의 장면을 번갈아가며 배정하여
두 주인공의 비중이 엇비슷한 데 비해 오페라에서 참칭자의 장면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리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 실제로 1869년의
초고에는 ‘폴란드 장면’이 등장하지 않으며 보리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므로
이 작품을 보리스 개인의 비극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작곡가의 기본적인
개작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4.3. 프롤로그: 민중과 지배계급의 대립
원작과 오페라가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 프롤로그이다. 여러 판본의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2막까지의 진행에 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작곡가
의 구상에서 바뀌기 어려운, 즉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장, Ну, что ж вы?(p. 7): 오페라에서 첫 번째로 들리는 음성은 민중을
몰아붙이는 경관의 거친 욕설이다. 이 경관의 존재는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경관에게 임무를 맡긴 지배계급과 민중의 갈등을 가시화한다. 첫 가사는 매
우 거칠고 억압적이다. 민중 역시 불만을 내뱉으며 그를 욕한다. 거친 욕설,
갈등의 분위기는 원작의 첫 장면인 대귀족들의 논평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보여주기에 치중한 오페라의 특성을 드러낸다.
На кого ты нас покидаешь, отец наш!(p. 7): 민중들은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소리 지르지만 그들 자신은 이유도 모른 채 경관이 몰아붙이
는 대로 휘둘릴 뿐이다. 오페라의 처음과 끝을 차지하는 민중의 입장이 원작
과 다르다. 눈에 침을 바르던 유희적 태도는 사라지고 민중은 황제가 될 사
람이 누구인지, 현재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원작에
서 민중은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인물이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역할놀이가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오페라에서 민중에게 소리 지를 것을 강요하는 배후는 대귀족들로 보
리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원작의 민중은 황제를 지지하
거나 선택할 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오페라에서 소리 지르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민중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며 자기들끼리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보다 불행하고 억압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Митюх, а Митюх, чево орём?(p. 8): 평민인 미튜하는 경관 니키티치와
함께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 민중과 지배계급의 갈등을 드러내는 대표
성을 지닌다. 이 두 역할은 모두 베이스에게 배정되어 있어 첫 장면의 어둡
고 거친 분위기를 전달한다.
Православные!(p. 12): 귀족회의 서기인 셸칼로프의 연설은 원작 2장에 나
타나며 리브레토와 유사한 내용이나 막상 표현상으로는 동일한 단어나 시행
이 없고 초점이 미묘하게 다르다. 전자는 보리스의 즉위 수락을 간청하는 거
창한 탄원 행렬을 묘사하는 데 비해 후자는 보리스의 즉위 거부가 위기임을

강조한다. 이는 원작이 배역별로 잘 정돈된 역할놀이를 보여주는 데 비해 오
페라에서는 민중을 조종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Слава тебе(p. 12): 원작에 없는 순례자들의 합창이 삽입되었다. 이 합창은
황제가 없는 러시아의 상황을 악으로 규정하고 황제를 맞이할 것을 신자들에
게 촉구한다. 대귀족들과 민중이 거칠게 갈등하던 음향에 더 높은 차원을 암
시하는 종교음악의 차원이 제3의 목소리로 등장하여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효과는 합창의 전반부를 무대 뒤에서 처리함으로써 강화된다. 민중은 자신들
을 몰아붙이는 귀족들에게는 불만과 적개심을 보이지만 순례자들의 목소리에
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서로 속삭인다. 이 대사는 노래가 아닌 말로
처리되어 강조된다. 작곡가는 종교적 권위를 민중과 대귀족의 대립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목소리로 설정하다. 이렇게 권위를 얻은 순례자들의 노래는
죄 많은 러시아 땅에 대한 심판과 황제 영접을 함께 요청하고 있어 보리스
의 즉위를 지지하는 동시에 심판을 선고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원작에서 보리스를 비판하던 슈이스키의 논평들이 삭제되면서 오페라 무대
에 보리스의 비판자들은 모두 성직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남는다. 피멘과
그리고리는 수도승이고 유로지브이 역시 종교적 인물이다. 보리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역시 신 앞에서인 것으로 묘사된다. 원작에서 보리스를 괴
롭히는 ‘양심’이 오페라에서 종교적 요소 및 음악을 통해 가시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Слыхал, что божьи люди говорили?(p. 14): 미튜하는 순례자들의 말을 기
억하려 애쓰지만 잘 되지 않는다. 민중들은 다시 경관에게 몰려 흩어진다.
원전판에 비해 한결 정돈된 음향을 들려주는 표준판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
고 순례자들의 합창으로 장면을 마무리한다. 원작 2장에 나오는 민중의 논평
역시 삭제되었다.
2장, Да здравствует царь Борис Феодорович!(p. 16): 슈이스키가 등장하
여 황제 만세를 외친다. 원작 3장의 마지막 대사가 프롤로그 2장의 첫 가사
가 되고 화자 역시 민중에서 슈이스키로 바뀌었다. 원작에서 보리스의 험담
을 늘어놓으며 은근한 야심을 드러내다가 그가 즉위하자 다시 입장을 바꾸는
슈이스키의 변신은 모두 생략되고 단순한 귀족 대표로 등장한다. 다른 귀족
들의 태도나 논평 역시 모두 삭제된다. 뒤이어 민중이 부르는 축하의 합창이
이어진다. 이 합창은 원작에 없는 것으로 오페라에 어울리는 화려한 즉위식

장면을 구성한다.
Слава! Слава! Слава!(p. 19): 유명한 ‘종의 테마’와 함께 합창이 확장되어
주인공의 고독과 고뇌를 강조하고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가시화한다. 종의
테마는 4막 2장의 보리스의 죽음 장면에서 조종의 역할로 다시 등장하여 강
렬한 대비를 이룬다. 보리스의 몰락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고전적인 의미의 ‘비극’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감각적 장치이다.

4.4. 추가요소: 여성인물의 노래
이미 언급했듯이 검열 문제로 1872년의 개정판에서는 여성인물의 숫자와
비중이 추가되었다. ‘폴란드 장면’의 추가로 마리나가 새로이 등장하고 기존
에 여관주인과 유모의 노래, 표도르의 노래 등이 추가되었다. 보리스의 아들
표도르는 본래 남성이지만 오페라에서는 메조소프라노가 이 역할을 담당하므
로 무대에서 들리는 것은 여성의 음성이다.24) 보리스의 딸인 크세니야는 전
체 오페라에서 합창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소프라노 배역이지만 단 한곡을,
그것도 죽은 약혼자를 그리는 슬프고 짧은 노래(Где ты, жених мой? p. 44)
를 부르고 곧 퇴장한다. 그녀의 노래는 원작 10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으
로 1869년 초고와 1872년본에 모두 변동 없이 등장하며 이후에도 추가되지
않는다. 유모는 알토, 표도르와 마리나, 술집 여주인이 모두 메조소프라노이
므로 ‘어둡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곡가가 전체적으로 저음에 비중을 두
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언급하는 곡들은 원작과 1869년
초고에 없는 것으로 1872년 개정본에 추가되었으며 전체 내용과 큰 상관이
없다. 주로 민요적 요소로 구성되어 저음의 남성 위주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
조적인 소박하고 가벼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1막 2장, Поимала я сиза селезня(p. 28): 술집 여주인이 부르는 ‘회색 숫
오리의 노래’이다. 민요풍의 노래로 내용은 젊은 남자를 찾는 과부의 노골적
인 노래로 읽을 수 있다. 직전 장면인 피멘의 방의 금욕적이고 어두운 분위
기와 대조되는 세속적이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장면은 전체 오페라에서 가장 밝은 분위기로 무게감과 긴장감을 덜어준다.
24) 바지 역할(trouser-role, Hosenrolle, travesti)이라고 한다. 카스트라토 전통의 단절로 여
성 가수가 남성 역할을 맡는 경우가 생겼다. 보통 소년이나 젊은 남자의 역할을 담당
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케루비노가 있다.

2막, Как комар дрова рубил(p. 45): 실의에 빠진 크세니야를 위로하기 위
하여 유모가 부르는 것으로 흔히 ‘모기의 노래’라고 부른다. 출처는 ‘회색 오
리의 노래’와 함께 독일의 작곡가 샤인의 노래집이다.25)
2막, Эх, мама, мамушка: ‘모기의 노래’에 바로 이어지는 ‘손뼉치기 놀이
Игра в хлёст’ 노래이다. 유모와 표도르의 이중창으로 천진하고 유쾌한 분위
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분위기는 보리스의 등장으로 갑자기 중단된다. 그의
등장에 대한 유모의 반응은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보리스의 존재와 가정의
즐거움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ФЕОДОР (Бьёт Мамку по плечу.) Хлёст!
(Увидев Бориса, Мамка приседает к полу.)
МАМКА Ахти!
БОРИС Чего? Аль лютый зверь наседку всполохнул?
МАМКА Царь-государь, помилуй! (p. 50)
표도르
(유모의 어깨를 친다) 잡았다!
(유모가 보리스를 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유모
아아!
보리스
왜 그러나? 야수가 암탉을 덮치기라도 했는가?
유모
폐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2막, Попинька наш сидел(p. 56): 표도르가 부르는 ‘앵무새의 노래’로 역
시 원작이나 내용과는 무관하며 보리스의 독백 직후에 배치되어 복잡하고 무
거운 상념과 대조적인 천진함을 보여준다. 원작의 표도르가 청소년으로 묘사
되는데 비해 오페라의 황태자는 어린아이이다. 여성의 음성은 표도르의 나이
와 유약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7세에 죽은 드미트리를 연상시킴으로써 타인의
어린 자식을 죽인 보리스의 죄악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표도르
에 대한 보리스의 애정과 안타까움 또한 보다 절실한 것이 된다.

5. 주인공: 실패한 아버지들
원작으로부터 취한 여러 요소들이 오페라의 가사로 조정되는 과정은 궁극
25) 편집부(2001), 134-135.

적으로 타이틀 롤의 심리적 여정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인공의 정체
성은 자식들의 실질적인 아버지이자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상징적인 아버지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황제는 백성의 아버지(отец наш)인 동시에 죽음 직전에
수도승이 되는 의식(схима)을 치름으로써 일종의 성직자로의 교체가 이루어
진다. 피멘은 신부(отец)로서 그리고리에게 축복을 베풀고 그에게 자신의 과
업인 역사서술을 물려준다. 희극적 인물인 바를라암 역시 수도승으로 ‘отец’라
불리는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인 술을 그리고리에게 권하고 거절당하며
그에게 배신당한다. 사악한 가톨릭 성직자 란고니도 신부로서의 권위를 마리나
와 참칭자에게 행사하여 러시아를 가톨릭화하려 획책하지만 러시아 민중의 거
부에 부딪힌다. 피멘의 유산은 그리고리의 오남용으로 계승에 실패한다. 오페
라에서 다양한 차원의 아버지들은 보리스에게로 수렴되는데 이러한 ‘아버지들’
의 실패가 이후 세대의 혼란으로 이어지며 역사의 비극으로 귀결된다.
아버지로서 보리스는 자식들에게 극진한 애정을 베풀고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희망으로 삼는다. 주인공으로써 보리스가 추구하는 가
장 명백한 목표는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것이나 참칭자를 막을 정당한
행위에 실패한 그에게는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아래 인용된 가사는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계승에 대한 욕망이 오페라에서 보다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БОРИС

보리스

О, если б я мог тебя царём увидеть,
Руси правителем державным.
О, с каким восторгом, презрев соблазны власти,
на то блаженство я променял бы посох царский. (p. 58)
오, 루시의 강력한 통치자, 황제가 된 너를 볼 수 있다면.
오,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유혹을 멸시하고
그러한 지복을 위하여 제위를 포기하리라. (2막)

원작과 오페라가 모두 보리스의 행운의 정점인 즉위로 시작하므로 그의 죽
음으로 끝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럽다. 실제로 표준판은 이런 시각에 따라 ‘보
리스의 죽음’을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원작은 표도르의
죽음으로, 오페라 원전판은 드미트리의 집권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보리스가 가
장 원했던 목표인 제위의 계승 실패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파멸임을 암시한다.
프롤로그 2장, Скорбит душа.(p. 18): 보리스의 첫 번째 목소리는 직전의

합창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우울한 방백이다. 원작의 그는 본심을 철저히
감춘 채 적절한 겸양과 정직을 연기하며 등장하나 여기에서는 감추어야 하는
‘영혼’의 불안과 슬픔을 토로한다. 이어지는 신의 가호를 요청하는 기원은 표
현상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르지만 어조에 있어서는 앞부분에 이어지는 방백
으로 처리되었다. 지휘자나 연출자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방백
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중간단락으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보리스 역시
신을 아버지(о мой отец державный! p. 18)로 부르지만 공정하고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작에서 이 대사는 보리스의 ‘연기’인 공식적인 수락연설의 한 부분이나 오
페라에서는 그의 진심을 담은, 그러나 실패한 기원이 된다. 원작이 주인공을 숙
달된 연기자로 보여주는 반면, 오페라는 고뇌에 빠진 개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작 1장의 생략으로 인해 오페라의 관객들은 주인공의 원인 모를 고뇌에 우선
주목하게 된다. 이는 노래의 서정적 기능을 살린 개작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보리스는 황제로서 무대 위의 사람들을 연회에 초청한다. 이 짧은 모놀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면에서 매개적 종교성을 거쳐 황제의 외면으로 이동
함으로써 주인공의 주요 자질인 내면과 외면의 분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막, Достиг я высшей власти(p. 52): 이 오페라의 대표 아리아로 7장의
독백을 충실히 가사로 옮겼다. 원작의 독백은 점쟁이들에게 빠져 있는 비정
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면모에 대한 논평 이후에 등장하여 고립된 통치자의 목
소리로 해석된다. 오페라에서는 자식들의 감정과 교육에 신경 쓰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 직후에 독백이 등장하여 보다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내용상으로도 선정을 베풀려 애썼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상황, 딸의
행복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사윗감이 죽어버린 개인적 불행을 토로한다. 아버
지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실패의 원인이 타인의 자식
을 죽인 자신의 죄에 있다는 직감이 그를 더욱 괴롭힌다. 이 독백 직후에는
밀고를 받고 슈이스키를 추궁하는 냉정한 권모가로 돌변하여 인물형상의 넓
은 스펙트럼과 변신의 극단적인 폭을 강조한다.
2막, Уф, тяжело!(p. 64): ‘시계의 장면’이라 불리는 2막의 마지막 장면이
다. 반란을 일으킨 자가 드미트리를 참칭한다는 소식에 동요한 그는 피투성
이 어린아이의 환영을 본다. 그는 드미트리를 дитя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식
들에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호칭이다.

БОРИС

보리스

Уф, тяжело! Дай дух переведу...
Я чувствовал, вся кровь мне кинулась в лицо
и тяжко опускалась.
О совесть лютая, как тяжко ты караешь!(p. 64)
아, 괴롭다! 숨 좀 돌리자...
모든 피가 얼굴로 솟구쳐 올랐다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하다.
오 사나운 양심이여, 가혹하게 징벌하는구나.(2막)

인용문에서 위의 두 줄은 원작과 단어 순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고
밑줄 친 부분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진다. 원작에서는 ‘양심(совест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살해된 황태자에 대한 꿈을 꾸었으나 무시하고 공포
심을 감추기로 한다. 오페라에서는 피투성이 어린아이의 환영을 직접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장면이 이어진다. 원작의 보리스의 가
면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데 비해 오페라의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에
발작을 일으키는 평범한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 ‘양심의 비극’은 같은 원작자
의 작은 비극들에 등장하는 인색한 기사26)와 유사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에 의한 죽음으로 귀결된다. 오페라의 관객들은
보리스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파멸한다는 사실을 논리가 아닌 직접적인 장면
에서 알게 된다.
4막 2장, Прощай, мой сын(p. 107): ‘보리스의 죽음’이라 불리며 주로 아
들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자신이 물려주는 제위가 정당
한 것이며 획득과정은 아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정당성도, 계승의
전망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주장은 매우 비참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는 자신이 황제라는 사실과 용서를 갈망한다는 모순적인 문장(Я царь
26) 남작의 죽음은 욕망을 위하여 저버린 양심과 자기 죄의 결과에 익사하는 인상을
주지만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Да! если бы все слезы, кровь и пот, / Пролитые за всё, что здесь хранится,
Из недр земных все выступили вдруг, То был бы вновь потоп — я
захлебнулся б <...> совесть, / Когтистый зверь, скребущий сердце, совесть, /
Незваный гость, докучный собеседник, / Заимодавец грубый, эта ведьма, <...>
(Пушкин 1978: 296, 298)
그래! 만약 이 여기 보존된 모든 것을 위해 흘려진 / 모든 눈물이, 피와 땀이 /
갑자기 땅 속에서 모두 솟아오른다면 / 다시 한 번 홍수가 지고 — 나는
익사하겠지. [...] 양심, 발톱달린 짐승, 심장을 긁어대는, 양심, / 초대하지 않은
손님, 성가신 말상대, 비속한 채권자, 마귀할멈이로다, [...](｢인색한 기사｣ 2장).

ещё... Боже! Смерть! (говорком) Прости меня! p. 110)을 마지막 말로 남긴
다. 보리스의 삶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그 결과 목표인 계승
은 실패로 돌아간다.

6 결론
일반적으로 리브레토를 만들 때 원작은 소재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음악을 추가하고 무대를 전환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축약과
간략화의 과정이 동반된다.2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는 상대적으로 원작에
충실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면과 요소들의 생략과 결합을 통해 대본을 단순
화한다. 장 단위로 교차편집 되었던 장면들이 큰 틀에서는 교차편집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막 단위로 통합되는 절충적 양상을 보인다. 1872년의 개작은 양과
질에 있어 대대적인 것으로 작곡가의 의도와 무관한 검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전판 역시 작곡가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작곡가가 부여한 주목할 만한 원작과의 차이점은 민중에 대한 해석이다.
원작 희곡에서 권력자들을 냉담하게 구경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유희적으로
수행하던 민중의 비중이 늘어나고 권력층과 보다 구체적인 갈등을 빚는 존재
로 등장한다. 이는 합창에 주안점을 두고 오페라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 배
치한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은 여성배역들의 강화이다. 작곡
가는 첫 번째 개작이 여성배역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허가를 받지 못하자 여
성 배역을 추가하거나 비중을 늘린다. 민요적 요소, 애정장면, 무도회와 여성
합창 등도 함께 추가되었는데 이는 극장 관습에 부응하여 공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당수의 장면을 삭제하고 통합함으로써 장면 변화를
줄이고 주인공에게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었다. 이는 인물의
주관적 측면에 집중하는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구멍
이 많은’ 원작을 명확한 의도와 역동적인 음악으로 채움으로써 극과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된 음악극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개작의 방향은 작곡가의 고
유한 의도와 오페라 대본의 장르적 속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 “오페라는 말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의 제약을 지닌 노래와 음악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모든 요소들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김학민‧김정호 201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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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bretto of Opera Boris Godunov
Shin, Young-Sun*
Mussorgsky’s Boris Godunov, based on the play by Pushkin, is one of the
most performed Russian operas. Interestingly enough, this shows a contrast to
response to the original drama because the drama has been suspected of
suitability for staging for a long time. The contradiction makes researchers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drama and the opera.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value of libretto as a primary source of opera as a form of composite
art, centering around Libretto (opera script) that is a direct mediator between
literary source and a completed opera work. First of all, the meaning of ‘people’
is the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drama and the opera. For example,
the people, who coldly watch the power class and play their role in a playful
manner in the original drama, appear to have more importance and make more
specific conflicts with the power class. This is the intent of the composer who
placed chorus in the first and the last scenes in the opera, in order to give focus
to chorus. Second, the role of females is strengthened in the opera. The
composer added females in the cast after he failed to get permission to perform
because there was no woman in the cast. This is strengthening of suitability for
staging in response to the theatrical customs. In addition, scene changes were
reduced and a structure that focuses on the main character was created, by
eliminating and integrating a large number of scenes.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opera that focuses on subjective aspects of characters. The
direction of such an adaptation shows the composer’s intention and attributes of
the genre in the opera script. At the same time, the adaptation can be an
opportunity to trace back the suitability for staging of plays by Pushkin.
Кey words: Boris Godunov, Libretto, Dramaturgy, Adaptation, Pushkin, Mussorgsky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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