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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 (Georg Kaiser, 1878-1945)는 드라마 『깔레의 시민들 Die Burger

von Ca1ais~을 창작하여 20세기 초 유럽인들이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을 때 정신적 불

안을 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통하여 ‘인간 개혁’을 실현시

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창작 경향은 비극 『까스 3부작 Gas→Trilogie~에도 이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로 그는 표현주의의 대표적 극작가가 되었다1)

표현주의2)라는 문예사조는 독일이 주도한 전형적인 독일문학 경향이다. 이 문학 운동

추상성과 역동성 그려고 강도 높은 열정의 분출과 무형식성 등은 순수 독일적인 요

소로서， 그 기원은 중세 고덕 (Gotik)에서 연원하고 있으며 바로크의 역동주의와 폭풍노

도(Sturm und Drang)의 문학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문학사적 전통 속에서 “변화된 세상과 위험에 처한 삶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인이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표현주의"3)의 본질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

게오르그

의

1) 게오르그 카이저는 74편 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드라마를 창작하였다. 소재도 희랍의 신

(神)에서 출발하여 중세의 전설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등을 거쳐 현대 산업 사회를 살

아가는 인간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문체도 독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형식

역시 설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주의 시기에 창작된 작품에

는 ‘인간 혁신’이라는 한 가지 예술 이념이 점철되고 있다

2) Vgl. Arnim Arnold: Die Literatur des Expressionismus, Sprachliche und thematische
Quellen, Stuttgart 1971; Walter Riedel: Der neue Mensch, Mythos und Wirklichk.eit,
Bonn 1970.
협의의 표현주의 문학 운동은 전형적인 독일의 문학운동으로 자연주의의 불질적 현실 모

사 빛 인상주의의 외적이고 감각적 인상의 모사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정의되고， 광의의

표현주의는 독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20세 기 초 유럽 전역에 걸쳐 나타난 일반적인

문학운동으로 자연주의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인상주의나 신낭

만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정의된다.

3) K. Kunze & H. Oblaender: 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Ernst Klett Verlag , 1988.
S.51.

* 본 연구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96 師大論밟 (62)

“정선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전통 양식을 파괴하고， 기계 문명의 위력 앞에서 권력

욕의 위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찾고자하는 시도"4)가 본질을 이루고 있어서

암서 지적한 순수한 독일적 요소만으로 표현주의의 개념을 규정할 수 없어서 표현주의

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불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다. 단지 확실한 것은 표현주의라는 용

어가 회화(續畵)에서 전이되어 문학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독일 표현주의

의 대표적 작가들도 당시의 표현주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표현주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골(Ivan Gall, 1891-1950)과 같은 표현주의 작가는 자신을 표현주의 작가라고 자처하

는가 하면， 하엄(Georg Heim, 1887-1912)과 같은 작가는 자기가 표현주의 작가라는 것

을 알지 못하였고， 하젠클레버 (Walter Hasenclever, 1890-1940)와 같은 작가는 자신을

표현주의 작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게오르그 카이저에 대한 독문

학자들의 입장도 각기 다르다. 문학 평론가 디볼트(Bernhard Diebolt)는 카이 저를 가리

켜 ‘입체파 작가(Kubist)’ 혹은 ‘관념 유희자CDenkspieler)’라고 불렀으나 무질(Robert

Musil , 1880-1942)은 그를 가리켜 표현주의자라고 하였다. 카이저 자신은 자션을 표현주

의 작가로 인정하면서 표현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

였다.

표현주의에서는 희미한 것을 제거하여 선명한 것으로 대치하며， 더듬거리는 말을 유창한

언어 구사로 대치하고， 당면한 시대를 영원과 대치시킨다. (표현주의라는 단어에는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는

유용한 단어가 되는 것이다.)

하찮은 문예사조도 한 때는 중요성을 지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낙후되고 노

쇠되어 잡동사니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현주의 드라마는 커다란 힘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지년 가치를 조금도 잃지 않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다.5)

카이저는 이러한 자신의 표현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깔레의 시민」에서 추상

적이면서 현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변서 ‘새로운 인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작품을 분석

하여 어떠한 특성들이 ‘새로운 인간’의 구성 요소인지를 밝히고 이 작품의 구조와 사용

된 언어의 특성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4) Ebenda.
5) Georg Kaiser: Die Krise des Theaters. In: Paul Poertner , Literaturrevolution

1910-1925 Dokumente, Manifeste, Progratηme， Bd. 2, Berlin 1961.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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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마6)의 사건은 영국군에 포위된 프랑스령 깔레 시를 무대로 전개왼다. 깔레의

시민에 의해 선발된 의장 장 드 뷔엔느(Jean De Vienne)7} 시 공회당에서 회의를 열어

영국군과 싸울 것인가 문화유산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전하고 깔레 시민의 목숨을 구하

기 위하여 투항할 것인가들 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려고 한다. 공회당으로 모이라는 요

란한 종소리에 군중들이 공회당으로 몰려와 웅성댄다.

An den auBeren Rand der Plattfonn gedrangt und in die Tiefe wi따(end und schreiend ,

Biirgervolk

군중들이 공회당 난간의 가장자리에 빽빽이 서서 안쪽을 향해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른

다.7 )

의장 장 드 뷔엔느는 깔레 시가 시민 전체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도시이며， 영국 왕

이 주장하듯이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깔레 시민이 배즐 띄어 바다

로 나가기 위한 항구라는 것을 역설한다.

wo sind Anne, die nicht jetzt noch zittem - Hande, die sich nicht krampfen wie urn

das Werkzeug, das sie fuhrten - gekriimmte Rucken wie unter Biirden, die sie

schleppen •, zu den Dammen, die davon ins Meer wuchsen - die Woge nach Woge

verdr삶19ten - und ihre Wucht brachen und ihre Unn따le dampften - bis sich die neue

Bucht rundete - weit und glatt wie vor keiner Kuste: Wir offneten ein Tor in das

Meer - nun sollten Schiffe auf gluckliche Meerfahrt hinausgleiten!

war dies Ziel - oder ein anders?

die Pforte ist es, daraus der Kn ig von Frankreich leicht und schnell nach England

dringt!

6) ~깔례의 시민』은 1912년과 1913년 사이에 집펼되어 1914년에 출간되었다， 세계 제1차 대

전이 임박하였던 출간 당시에는 독자로부터 별 호응을 받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갈 무

렵인 1917년 프랑크푸르트의 <신 극장>에서 초연될 때부터 ‘새로운 인간’에 대한 비전으

로 인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7) 졸저~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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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지 않는 팔이 지금 어디에 있겠으며， 연장을 들었을 때처럼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손

이 어디에 있겠는가. 질질 끌어 나를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등이 휘지 않은 사

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맴이 조성되고， 땐이 바다 쪽으로 연장되어 겹겹의 파도를 막아

냈다. 파도의 사나운 힘을 잠재우고 요동하는 불결을 가라앉혔다. 드디어 새로운 항만(港

펙)이 완성된 것이다. 해안에 면해 있지 않은 땅처럼 넓으며 울퉁불퉁하지도 않다· 우리는

바다로 나가는 항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제 배들은 미끄러지듯 달리며 즐거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것이 목적이었지 다른 목적이 있었딘가?

이 항구가 프랑스 왕이 힘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영국을 침공할 수 있는 문이라니 I S)

장교가 항복을 받기 위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기

군대를 패배시켜 사방팔

교랴A 자1i7 11 亡 IT 무
-"一 <>- -----

공회당에는 깔레 시를 물셀 름 없이 포위하고 있는 영국군의

한 사신(使댄)으로 와 있다. 그는 정통성이 없는 프랑스 왕이

때문에 영국 왕은 “매 대선에 찰을 들어"9 ) 프랑스 왕과 프랑스

방으로 쫓아버렸다고 전하고 망토에 싸서 데리고 왔던 부상당한

와CGodefroy)를 풀어주면서 자기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프랑스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상당한 장교에게 묻는 프랑스군 사령관 뒤게스끌랭

(Duguesclins)의 질문에 그는 죽은 자들 중에서 찾아내던가 도망간 자 중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왕의 행방불명을 알린다.

Suche ihn bei den Toten.

Halte ihn zwischen den Fliehenden auf.

프랑스 왕을 죽은 자들 중에서 찾아보시오. 프랑스 왕을 도망치는 자들 중에서

오 10)

붙드시

와계

받아들이

전한다.

이어서 영국 장교는 공회당에 선출되어 나온 깔레 시민들에게 깔레 시 근교에

선 영국 왕은 다음과 같은 투항 조건을 제시하셨으니 깔레 시민이 이 조건을

면 영국 왕은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고 시민의 목숨도 구해줄 것이라고

카이저는 °1 드라마의 줄거리를 프로와싸르(J ean Froissart, 1337-1404)의 프랑스 연대

8l Ebenda, S.323f.
9) Ebenda, S.326.

So illUme der Konig von England statt der Rute das Schwert anfassen.
10) Ebenda, 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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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1)를 주로 참고하여 엮었고， 그의 창작 동기를 유발한 것은 옛 시청 앞에 세워진 로

맹(A. Rodin)의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깔레 시의 포위 공격에 대한 조각품이었다 12)

이러한 역사 사건을 형상화하여 차이저는 20세기 초에 유럽인들이 느낀 위기감을 드라

마의 위기 상황으로 대체하고 있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위기 의식은 표현주

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것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2. 가치관의 대립

유럽인들의 가치관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명예이다. 이 가치관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Stoa) 철학에서 유래하고 있는 가치관이다. 스토아 학파의 구성원

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에 따라 냉엄하고 확고한 생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을 오늘날 스토이즘이라고 부른다.13) 스토아 철학에서 신봉한 이념은 명예

로서， 명예는 정의와 공정과 용기 그리고 인내라는 네 요소로 이루어진 관념의 덩어리

이다. 스토아 학파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이 관념의 덩어리를 지키기 위하여

도덕적 자기 주장에 몰두하였으며， 막강한 제후들의 권력 앞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유일한 저항 수단이 죽음이었다. 따라서 명예를 지키려면 죽음을 각오하여야 한

다는 것이 서양의 전통적 명예관이다.

기독교가 독일에 전래되어 국교가 되면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념이 독일

인의 또 다른 가치관이 되었다. 이 중에서 사랑을 제일 중시하는 기독교 사상은 삶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상을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라는 성경 구절과 자살을 허락하지 않는 기독교 교리에서 사랑은 생(生)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카이저는 이 드라마에 명예와 죽음， 사랑과 삶이라는 두 유형의 가치관을 갈등 관계

로 대립시키면서 이라한 갈등 관계를 등장인물 뒤게스끌랭과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로

하여금 대변하게 하고 있다.

11) 프로와싸르의 연대기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Eduard III)가 1346년 8월 26일 끄레시

(Crecy)에 서 필립 6세(Philipp VI)가 이끄는 프광스 군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 프랑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항구 깔레 시를 포위히고 휴전의 전재 조건을 제시하였다. 영국 왕

은 깔레의 시장 장 드 뷔엔느에게 여섯명의 시민이 깔레 시민을 대표하여 스스로 목숨

을 끊으면 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유스맛슈(Ustasse de Saint Pierre) ,
제안스(Jeans d' Aire) , 제캠(Jekeim de Wissant) , 피에르(Pierre de Wissant)와 그 외 두

명이 시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그 결과 1351년까지 휴전이 계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12) 차이저가 세잔의 지적 조형성에 기초한 주지적 경향을 띤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쉐르바

르트(Paul Scheerbart)와 함께 독일의 문학적 업체파 작가로 간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13) 참조， 졸저 w여명기에서 폭풍노도기까지의 독일 문학~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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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의하여 지켜지는 명예는 군대에서， 특히 프로이센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의 군

대에서 숭상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드라마의 모두에 등장하는 생포된 프랑스 장교 고드프로와가 뒤게스끌랭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그가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ette -- rette -- die Ehre Frankreichs!

살리시오 - 살리시오 • 프랑스의 명예를114 )

프랑스군의 사령관 뒤게스끌랭은 군대의 명예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영국군을 프랑

스의 찬란한 왕관을 탐내는 좀도둑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어 바다

속에 빠뜨려버리자고 제의한다.

Ein Raubfisch ist von England durch das Meer geschwommen.

nun sollte es in das Meer zurlickgestoBen. Da verblutet es an den Wunden, die ibm

mit der furchtbaren Gewalt gescWagen sind!

육식 불고기 한 마리가 영국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헤엄쳐 건너왔다.

이제 바다 속으로 쫓아 넣어야 한다.

거친 파도가 이 육식 생선을 프땅스 땅에 올려놓았다 놀라운 힘으로 내리치면 육식 생선

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선 선혈이 낭자할 것이다 15)

이렇게 싸워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뒤게스끌랭이 포박당하여 공회당에 끌려온 프랑

스 장교 고드프로와를 통하여 패전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도 끝까지 싸

워서 명예를 지키자고 제의한다.

Das Spiel ging run die Stadt Calais. .... Calais ist verloren.

Wir sind vorbereitet. Kein Arm, der ohne Waffen blieb. Wir stehen auf den Mauem 

bei den Toren - in den StraBen. Dann soil er durch sein Blut eindringen.

싸움은 깔레시 근교에서 지뤄졌다. 깔레시는 .... 패전을 당하였다.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다. 무기들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들은 성벽 위

에 성문에 길이란 길에는 어디에고 버티고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선 영국 왕도 피를

흘리고서야 침공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16 )

14) 졸저~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a. , S.329.
15) Ebenda, S.326.
16) Ebenda,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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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전쟁론에 주로 노인들이 공감을 표하며 벌떡 일어섰고， 사회를 보는 의장 장 드

뷔 엔느도 공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Duguesclins, - du siehst es: unsere Anne sind nach dir ausgestreckt - nach einer

Waffe. Wir stehen neben dir bei den Toren - in den Straf3en

뒤게스끌랭씨 당신은 보고계시지요 우리는 무기를 달라고 당신을 향해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서 계실 성문에 - 길마다에 서

있을 것입니다17)

장 드 뷔엔느는 뒤게스끌랭의 제의에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모

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결정사항으로 만들면서 뒤게스끌랭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한다.

Dies ist unser Besch1uB. Der Weg ist gezeigt, den wir schreiten. Duguesclins hat ihn

vor uns er，ο£fnet!

이것은 우리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들이 걸어 가야할 길이 제시되었소. 뒤게스끌랭이

우리들에 게 그 길을 열어 보여 주었소! IS)

뒤게스끌랭은 싸우지도 않고 정복자의 요구에 따라 항복하는 것을 프랑스인의 불명예

로 생각하며， 항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섯 명의 시민이 자진하여 목숨을 끊어야 한다

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한다. 그는 항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려

비굴함과 굴종을 극복하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만 공동체를 보존하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der Ruhrn Calais' , der Frankreichs Ehre rettet.

Der Konig von England will die Stadt schonen - wn des Hafens willen - 1st der

Hafen dieses Handels wert • der mit der Ehre Frankreichs bezahlt wird?

깔레시의 명성을， 프랑스의 명예를 구해 내시오 ..

영국 왕은 • 항구를 얻으려고 -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으려는 것이오. 이 향구가 프랑스

의 명예와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19)

뒤게스끌랭의 전쟁론(戰爭論)은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영웅적

17) Ebenda, S.333
18) Ebenda, S.333.
19) Ebenda, S.335.



102 師 大 論 뚫 (62)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버리는 그의 행동이 가져올 도시의 몰락을 생각하면 그의 전쟁론은 “광신

적 애국주의， 군국주의 또는 공허한 명예욕의 화신"20)이라는 평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르님 아놀트(Arnim Arnold)도 명예욕에 의해 행동을 강요받는 뒤게스끌랭의 용기는

맹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Wer kampfend fUr die Ehre stirbt, der gehorcht nur dem durch die Zivi1isation

eingeimpften dumpfen Z、vang.

명예를 위해 싸워 죽는 자는 문명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쓸데없는 강요에 따르는 것일 뿐

이다 21 )

패전이 분명한데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공동체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서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나온 영웅적 행위에서 나온

만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용은 친정한 용기라고 할 수 없으며， 통상 만용은 기

존의 명예 개념에 강요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맹종에 불과한 것이다 22) 만프레트 룩

스도르프(Manfred Kuxdorf)도 공허한 명예는 오만한 애국주의의 특질이라고 논평하였

다.23 )

이라한 관점에서 보면 뒤게스끌랭은 유랩의 명예를 숭상하며 전통을 계승하려는 구시

대언에 속하논 것으로서 표현주의자들이 배척하는 인물에 속하는 것이다.

화전론(和戰論)에 밀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뒤게스끌랭은 국기에 정열적

으로 입을 맞추고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의 무용론을 피력한다.

Das Schwert ist mit seiner Scharfe stumpf geworden - seine Glanze ist trlibe - die

Faust ist fa띠， die es fUhrt.

날카롭던 칼날은 무디어졌고 번쩍이던 광채는 빛을 잃었다 칼을 잡던 주먹은 맥이

빠져 허느적거린다.24 )

그리고 난 다음 칼을 풀어 영국 장교에게 건네주며 군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았다

면 맡겨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정한다.

20) Renate Benson: Germαn Expressio.ηist' Dnαη?α Ernst Toller μηd Georg Kaiser,
London 1984. S .119.

21) Arnim Arnold: Georg Kaiser. In: Expressionismus als Literatur, hrsg.v. Wolfgang
Roth , Bern u. Munchen 1969. S.478.

22) Vgl. Ebenda.
23) Manfred Kuxdorf: Der B디rger von Calais. In: Georg Kaiser, hrsg.v. Arnim Arnold,

Stuttgart 1980. S.67.
24) 졸저 w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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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onig von England hat Linder liber dem Meer. Der Konig von England soli mich

schicken , wo mein Schweπ noch dient!

영국의 왕은 바다 건너에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영국 왕은 나의 칼이 쓸모가 있는

곳으로 냐를 보내주길 바랍니다.잃)

뒤게스끌랭이 영국 왕에게 당부하는 말은 적군의 장수도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군국주의의 아량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직업 군인으로서 군

인의 명예에 충실한 구세대 인간일 뿐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자혜로운 인간 모습은 지

니고 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Eustache de Saint-Pierre)는 뒤게스끌랭의 무력 저항에

반대하여 공동의 작업으로 이룩한 항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전론을 주장한다. 그러므

로 그는 “도덕률에 근거한 용기를 옹호하는 확고 부동한 평화주의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26)

이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무력 투쟁에 동조하는 장 드 뷔엔느

를 향하여 고생고생하며 항구를 신축한 것은 항해를 위한 출입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의 순수한 의지의 소산이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해군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

한다.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이 항구는 공동제의 의지의 구현이자 깔레 시민의

삶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항구를 파피해가면서까지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부정하는 무의미한 행위인 것이다. 삶을 위하여， 공동체

를 위하여 투항의 조건을 수락하고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이 항구의 지속적인 건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Heute sollen wir das Werk vollenden.

Euer grlοBtes Werk wird eure tiefste Pflicht. Ihr mliBt es schi.itzen - mit allen Sinnen

mit allen Taten.

오늘도 우리는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위대한 공사는 여러분의 마음 속 갚숙이 각인된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정성

을 다 바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공사를 진척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27)

25) Ebenda, S.342.
26) Renate Benson: Deutsches expressionistisches Theater, New York , Bern ,

Frankfurt/a.M., Paris 1987. S.l80.
27) 졸저 w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a.,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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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전쟁을 감행하느냐 투항조건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선

택의 문제를 적개섬에 불타는 깔레 시민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현명한 통찰력

에 입각하여 깔레 항구를 촉성한 깔레 시민의 노고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항구의 축성으로 깔레의 시민들은 사지가 말라비틀어질(unsere Glieder dorrten, S. 334)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였다고 하면서 힘들었던 축성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Keine Stunde, die uns ausruhte - die Flut ruhte nicht! - Keine Last, die uns tiberwog

der Stein wwzte sich nicht. Unser Atem achzte - unser geborgener Iεib verdrangte

das Meer - Wage nach Wage wich es - dem Meere haben wir es abgerungen. Es ist

geschaffen.

편히 쉴 시간이라곤 없었습니다 불결은 쉬지 않고 요동쳤죠! • 우리가 옮기지 못할 무

거운 짐이라곤 없었습니다. 꽉 박히지 않고 굴러 빠지는 돌이라곤 없었습니다 우리의 숨

결은 거칠었죠. 우리의 휘어진 육체가 바다를 몰아낸 것입니다. 밀어닥치는 파도를 격퇴시

킨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항구를 뺏어내어， 항구를 만든 것입니다.잃)

그리고 난 다음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뒤게스끌랭이 패전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무모하게 전쟁을 감행하려는 그러한 용기에

불타고 있음을 지적한다.

Brennt dein Mut auf an diesem Streit, in den du morgen Jaufst? - Was fordert dieser

Streit morgen noch von dir? - Morgen faBt du das Schwert an - du schlagst viele

urn dich! 1st dieser Streit vor seinem Anfang nicht schon entscheiden?

당신의 용기는 내일 뛰어들 전투를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내일 있을 이 전투가 당

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소? 당신은 칼을 뽑아들고 당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

려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선을 굴복시킬 것이오! 이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승

부가 판가름 나 있는 것이오.잃)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혀 여기며 시민들이 이룩한 삶의 토대를

보존히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군국주의적 명예욕의

대변자 뒤게스끌랭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30) 명예에 기초한 용기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는 있지만 행동 이후의 결과나 책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여서 어리석은 행동이

28) Ebenda.
29) Ebenda, 5.338
30) Walter Urbanek: Georg Kaiser. Die Burger von Cαlais， 13. Aufl., Bamberg 1975.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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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황한 행동을 유도하였다는 지탄을 받기가 쉽다. 이라한 용기의 행동화에는 통상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명예 때문에 강요된 행위는 영웅심을 충족시

킬 수는 있지만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몰락으로 인도하고， 헛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스떳슈 드 생삐에르는 뒤게스끌랭을 향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한다.

Wo ist Mut, wenn sich der Willen von der Tat scheidet? Wo ist Mut, wenn seine Tat

nicht bis an ihr Ende rallt? - Was gilt diese Tat noch, wenn sie dich dumpf zwingt?

Wenn du heute aile Str，떠3en urn dich γerschtittest - lobt dich morgen dein Weg?

Deine Tat wird feige - wie du sie heute begehrst - Der Mut faIlt von ihr ab und

verdorrt schon 없n Boden.

Mit deinem Blute bist du heute tot vor deiner Tat.

Es kostet dich keinen Mut: du muBt ihn schreiten - dieser ist noch tib꾀g! Den

sttirrnst du keuchend hinaus - wie ein Fltichtling keucht von seiner Flucht!

의지와 행동이 따로 노는 때에 어떻게 용기가 솟아날 수 있겠는가? 자기의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허-는 때에 어떻게 용기가 솟아날 수 있겠는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행동

을 강요받는다면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당신이 당신 주변의

길을 모두 막이버렸다면 내일 당신이 걸어나갈 길이 그대를 칭송할까?

당신이 오늘 열망하는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 될 것이오 」 용기는 그 행동에서 떨어져 나

와 땅바닥에서 말라빠질 것이 확실하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꿇는 피와 오늘 죽어버렬 것이요.31)

명예를 지키려는 전통적 용기는 맹목적 행동 강요에 굴복하는 비겁함이라고 역설하는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개인적 영웅심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을 자처한다

적대자의 항복 조건에 따라 자결을 감수하겠다며 “나는 죽을 각오가 되었소.(rch bin

bereit.) "32l라고 하는 그의 결심은 비굴한 행동으로， 비굴한 죽음으로 간주될 수도 았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로서， 타인의 안녕을 위하

여 준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이기 때문에 뒤게스끌랭의 용기보다 그

의 용기가 더 위대한 것이다 "33 )

31) 졸저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38.
32) Ebenda, S.340.
33) Amim Arno ld: Die Literatur des Expressionismus, a.a.O.,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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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자원한 그의 입장은 강요된 평화이긴 하지만 무력 투쟁을 거부하고 공동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깔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지원자들이 그의 뒤를 잇

는다.

그는 ‘전통적인 명예와 의로운 죽음이라는’ 옛 사람을 구현하는 뒤게스끌랭의 가치관

에 대립되는 ‘사랑과 삶’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저는 ‘새로운 인간’이 표방하는 가치를 순간적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나온 의지의 결과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원자들의 정신을 정화

하는 정화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카이저는 여섯 명의 희생 지원자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지원하

여 일곱 명의 지원자가 나타나도록 하여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사랑과 희생정신

이 순간적인 결단의 결과불연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줄거리의 구

성을 싼다. 이 것을 위하여 차이저는 작끄 드 위상(Jacques de Wissant)과 삐에르 드

위상(Pierre de Wissant) 형제가 다음과 같은 경위로 동시에 지원하게 한다.

Nun steigen die beiden zu gleicher Zeit von Stufen. • Untem 밍n Vorbau angekommen,

sehen sie sich. Sie stutzen - dann suchen sie einander zu iiberholen und fassen zu

einer Zeit die Hande Eustache de Saint-Pierres und sprechen mit einem Klang. "Ich

bin bereit!"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계단을 내려온다 아래쪽 현관 앞에 당도하여 두 사람은 서로

를 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애를 쓰다

가 동시에 유스핫슈 드 생삐에르의 손을 잡게된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내가 죽

을 각오가 되었습니다!"하고 말한다.34 )

3. 희생 정신의 신념화 과정

계몽주의 이후에 시민 사회의 이념으로 정착된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이념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언간성 파괴와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특히 이러

한 시민 사회의 이념은 독점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제국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도전적인

양육강식의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카이저를 포함한 표현주의자들은 개인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

개혁과 세계 개혁을 이룩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랐다. 즉，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실존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저는 공동체를 위하여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기초한

34) 졸저 w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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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며， 이러한 희생이 인간 개혁의 결과물인 ‘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임을 피력하고，

‘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는 정신적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독자들 암에 펼쳐

보인다

정신의 정화 과정을 위하여 카이저는 프로와싸트의 『프랑스 연대기Jl 35)의 내용과는 다

르게 일곱 명의 희생 지원자를 설정하여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 지원자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침착성을

결여한 순간적 영웅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한 의지의 소산이라는 것을 밝히

려 한다. 즉， 정선 정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카이저는 희생 지원자와 도시의 운명을 문

제삼는 것이 아니라 희생 지원자들이 희생이라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의식이 변

화되고 개혁되어 ‘새로운 인간’이 되는지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36 )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일곱 명의 희생 지원자 중 한 사람은 제외될 것이라고 다음

과 같이 말한다.

So kann an diesem Nachmittag das Los dem Siebenten von uns das Leben schenken’.
오늘 오후에 추첨을 하여 우리들 중에서 일곱 번째 사람을 골라내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할 것이오.37 )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오후로 미루면서 카이저는 희생 지원자들이 죽음에 대한

각오와 삶에 대한 희망을 숙고하면서 내면적 변화를 이룩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내적

변화에 의하여 정신적 정화(淳化)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Sieben statt sechs - einer zuviel! Der Eine sprengte unseren Kreis wieder, der fast

geschlossen. Einer zu viel! Dieser Eine gab jedem von uns seinen EntschluB zurtlck.

Nun wurde jeder ubrig - jeder war Siebte

Seht die Kugel an • ich spie1te mit euch dies Spiel - ich erfand es zu unserer letzten

Lautemng!

여섯 사람 대선에 일곱 명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이 한 사람이 우리들을 잇고

있는 고리를 다시 끊어버렸다. 우리를 잇고 있는 고리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었는데 한 사

람이 더 많아!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기로 한 결심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제

35) 장 프로와싸르(Jean Froissart)의 『프랑스 연대기」에는 영국 왕이 깔레 시로 보낸 특사의

전갈에 따라 여섯 명의 시민이 희생을 지원하여 곧장 성문의 열쇠를 전달하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6) Horst Denkler: Georg Kaiser. Die Burger von Calais. Drama und Dramaturgie,
Munchen 1974. S.37.

37) 졸저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J ， a.a.a. , S.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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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남아도는 사람에 끼이게 되었다 각자가 일곱 먼째 사람이 된 것이다

제비뽑을 구슬을 응시해 보라. 나는 당신들과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 나는 우리들이 최후

에 도달할 정신적 정화를 위하여 제비뽑기를 고안해 낸 것이다.38)

카이저는 희생지원자들에게 일곱 번째의 사람으로 뽑혀 희생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

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희생 지원자들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정신적 정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희생지원자들은 결정이 지연되는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시민은 옛 친구를 만나서 제비를 뽑아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싫다고 하면서 “어째서 우리는 낮의

긴 시간을 형유하지 못하는 것일까?"39)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희

망이 마음을 짓눌러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문 자답을 한다.

Der flinfte Bi.irger: Weil einer das lange Iεben gewinnen kann!

Der Vertraute(sehwaeh): Du bist es!

다섯 번째 시민: 한 사람이 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세!

친구(낮은 목소리로):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지 !40)

세 번째 시민은 그의 어머니를 만난다. 어머니는 목메어 아들을 부르며 “너는 나에게

서 내 사랑을 훔쳐갔다 "41)고 하면서 죽기로 작섬한 아들을 원망하며， “슬픔이 나의 피

난처이다 "42)라고 한탄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런 세 번째 시민은 어머니께 다음

과 같이 말한다.

Der dritte Bi.irger: Du muBt dieh an dieser Hoffnung aufriehten , Mutter - die noeh ist!

세 번째 시민: 어머니는 내가 일곱 번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위안을 얻으세요， 어머니.

이 희망은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43)

네 번째 시민은 위의 등장 인물과는 다르게 담담한 태도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어

린 아이를 안고 온 늙은 유모를 만난다. 자진하러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름날 성

문 밖으로 소풍 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만남의 악수와 작별의 인사는 서로 매우 밀접한

38) Ebenda, S.365.
39) Ebenda, S.347.
40) Ebenda.
41) Ebenda, S.348.
42) Ebenda.
43) Eb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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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여서 우라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다 "44)고 하여 죽음을 통한 이별이 곧 만남

이라는 변증법적 논리를 전개한다. 그라나 그도 “걸음을 결을 수 없을 정도로 어깨와

등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젊어지고 결어가는 "45) 느낌을 느낀다. 그것은 가족의 장래

에 대한 경제적 걱정 때문이다.

ieh habe dieh verlassen, wie man in der Dammerung von Haus und Liebe sehleieht!

leh maehe dieh bettelann ~ ieh haufe nieht die Sehatze bei deiner Ttir - du wirst

nieht essen - du frierst - du bist in den StraBen ein lungemdes Ding!

황혼이 깃들 무렵 가정과 사랑을 버리고 몰래 빠져나가듯이 난 당선을 저버린 것이오. 나

는 당선을 거지 신세로 만들었소， 나는 그대가 드나드는 대문 안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

였소. 당신은 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 배회하는 신세가 될 것이오.46)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공동제의 안전과 함께 바로 자

신의 어린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는 유모가 안고 있

는 아이를 빼앗아 안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목 메인 소리로 말하고 “나는 가야

겠어. 나는 가야겠어!“47 ) 하면서 아기를 돌려주고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

장 디에르(Jean d'Aire)는 두 딸을 팔에 감아 안고 희생을 지원한 형제 작끄 드 위상

과 삐에르 드 위상 쪽으로 걸어간다. 희생 지원을 만류하는 두 형제의 제안에 “그대들

은 나를 저기 안쪽에 있는 희생지원자들을 살해한 살인자로 만들려는가?"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흐뜨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태도의 토대 위에서 고령인 그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삶이란 강렬한 것이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젊은이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Gaukelt nieht tiber jedem Haupte da drinnen noeh eine M6g1iehkeit, an die wir

geklammert sind - wenn sieh aueh unser bester Willen straubt! • Das Leben ist stark

ieh sehe auf ein langes Leben zuriiek und finde es in allem tiberwiegend. Diese

Erfahrung k6nnt ihr nieht teilen.

저기 안에 있는 모두의 머리 속엔 일곱 번째가 될 수 있다는 한 가닥 가능성이 어픈거리

고 있겠지 - 아무리 선한 의지가 이에 맞선다 할지라도 말일세 I - 삶은 강한 것이야.

44) Ebenda, S .349.
45) Ebenda, S.349f.
46) Ebenda, S.350f
47) Ebenda,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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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긴 인생을 돌이켜 보면 대체적으로 삶은 강한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정힘을 그대들은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48)

그는 희생지원자들이 도시를 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카이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다.

1hr eilt mit euren Wunschen hinaus - und wo das Bedeutende wi따(t， lauft ihr hinzu.

Das ist unser ]ugend Tollheit. Euer Ziel ist ohne Weg. Aber der Weg ist oft wichtiger

als die Ankunft - und schwieriger zugleich.

그대들은 소망을 가지고 성급하게 달려나간다. 그리고 중대사가 손짓하면 그곳으로 달려

간다. 이러한 행동이 젊은 시절에 겪는 어라석음이다. 그대들의 목표에는 길이 없다. 그러

나 그 길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더 어려운 것이다49) .

위에 언용한 바와 같이 희생지원자들이 가족을 만나게 되고， 이 때 우연히 생겨난 생

존의 가능성 때문에 일부 희생지원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희생에서 제외될 수

도 있다는 희망에 매달리게 된다

가족을 만난 직후에 일곱 명의 희생지원자들은 추첨에 앞서서 만찬의식을 거행한다.

생 드 삐에르는 과일을 일곱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

시게 한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식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과정은 비록 자발적으로 희생

을 자원한 사람들일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이들의 행동이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선 예수의 행적처럼 성스럽고 숭고한 경지에 이

르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만찬 과정에서 희생지원자들은 희생의 목표를 재인식하고 순간적으로 결정한 자선

들의 행동이 우발적인 영웅심에서 나온 것이거나 혈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지의 소

산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Wir sitzen urn diesen Tisch - wir suchen das gleiche Ziel - der Willen ist einer - so

teilen wir noch die gleiche Speise!

우리는 이 식탁 주위에 뺑 둘러 앉아 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

지는 모여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꼭 같은 읍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다.50 )

추첨이 시작되어 각자 공을 집어 올린다. 그러나 일곱 명 모두 꼭 같이 파란 공을 집

48) Ebenda.
49) Ebenda, S.352
50) Ebenda, 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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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린다. 의지의 통합으로 공동제의 항구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 위해선 삶에 대한

집착도 또한 미련도 모두 홀흘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스맛슈 드 생삐에

르는 희생지원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꼭 같은 공을 뽑도록 한 것이오 "51)하고 말하

면서 이들의 마음이 아직도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In euch tost der Wirbel dieses Tages.

ich bringe euch aus dem Wirbel und ans Ende!

오늘 낮에 그대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소용돌이가 지금도 마친 듯이 날뛰고 있소..

나는 그대들을 이 소용돌이에서 건져내어 소용돌이를 종식시켜 주겠소.52 )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소용돌이치는 열정이나 영웅심은 뒤게스끌랭의 명예를 위한

희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냉정과 침착성에 기초한 결정을 위하여 정화

과정의 시간을 연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정화 과정 속에서 회의장 안의 희생지원자들은 자신들의 결심이 성찰을 통하

여 숭고한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는 반면에， 회의장 밖에서 기다라는 군중은 도시의 구

원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희생에서 벗어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바섬에 사로잡

혀 있다. 그러므로 숭고하게 승화되어 가는 희생지원자들에게는도시의 구원을 중시하

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에 관섬을 갖는 군중은 낮선 존재로 느

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남을 일곱 번째 사람이 결정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군중

에게 떠밀려 회의실로 틀어온 장 드 뷔 엔느는 희생지원자들에게 심연의 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멸고도 남남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Du bist fremd zwischen uns - du hast das M삶괴 nicht 없n Tisch gegessen • du hast

nicht mit uns getnmken - du bist von uns geschieden, wie jeder nun jenseits tiefer

Kli.ifte sthet!

당선이 우리들 사이에 끼이기에는 낯선 사람이오， 당신은 식탁에 앉아- 우리와 식사를 나

누지 않았소 당신은 마치 우리들 모두가 깊게 패인 삼연의 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라

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서 있는 것이오 53 )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마지막에 지원한 두 사람 때문에 희생지원자 모두의 결심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심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으면 흥분되고 몸이 떨리고 비

51) Ebenda, 5.365.
52) Ebenda, 5.364.
53) Ebenda, 5.361



112 師 λ 꽤 뚫 (62)

겁한 생각이 들지만 확신에 차서 결심을 하게되면 마음은 태평스러워진다고 한다. 이러

한 상태를 위하여 그는 결정을 유보하면서 희생지원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

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진다.

Seid ihr schon wi.irdig • zu diesem Ziel zu wallen? Die Tat zu tun - die ein Frevel

ist - ohne verwandelte Tater? Seid ihr rief - f디r eure neue Tat?

Seid ihr neuen Tater? 1st eure Hand klihl • euer Blut ohne Fieber - eure Begierde

ohne Wut? Steht ihr bei eurer Tat - hoch wie diese?

당선들은 이 도시를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격앙된 마음

을 가지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신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

숨을 끊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당신들이 행

할 새로운 행동에 부응할 정도로 성숙하였는가?

당신들은 새로운 행동을 힐 사람들인가? 당신들의 손은 싸늘하고， 피는 열기가 식었으며，

당선들의 열망에는 노기가 배제되어 있는 것일까? 당신들의 행동은 이러한 차원에 도달해

있는 것일까?54)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고， 변

화된 사람의 행동은 격정과 노기가 스며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55) 즉， 격정이 사라진

욕구와 연기 없이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평온을 가슴에 답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비더마이어 시대의 작가 아달베르트 슈티프트(Adalbert Stifter,

1806-1868)에 의해 예찬된 바 있다.

산들바람， 졸졸 흐르는 시뱃물， 자라나는 곡식들， 철령이는 바다， 푸르른 대지， 눈부신 하

늘， 반짝이는 별 등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요란하게 밀어닥치는 폭풍우， 집을 날려

버리는 벼락，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 불을 내뿜는 화산， 지축을 울리는 지진 등을

나는 앞서 열거한 현상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은 차원 높은

법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런 현상을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세계의 자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정당하고 단순하며 자제력 있고 이성적이며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찬하며 침착성과 명랑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나는 위대하다

고 생각한다. 달아오르는 격정， 무섭게 끓어오르는 분노， 복수욕， 당장 행동으로 옮겨 밀어

54) Ebenda, S.366
55) Vg l. Arnim Arnold: Die Literatur des Expressionismus, a.a.a. , S.1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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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개혁하고 파괴하는 성향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불같은 정신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폭풍우나 화산이나 지진과 같이 일방적이면서 개별적인

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류가 이끌어 나가는 조용한 법칙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56)

죽기를 열망하여 영국 왕이 원하는 데로 ‘옷을 벗고’ 나아가는 희생지원자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새로운 행위자틀 (neue Tater der neuen Tat)’인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무섭게 끓어오르는 격정과 분노가 뒤범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만 정화 과정을 통하여 조용한 법칙에 순응하는 행동으로 화하는 것이다. 즉， 어

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행동은 정화과정을 통

하여 희생지원자들의 의지의 소산이며 이 의지는 본능적인 삶에의 욕구를 극복

하여 의지와 본능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57)

그러므로 유스닷슈 드 생삐에르는 희생지원자들의 정신이 ‘조용한 법칙’에 접근하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새로운 행위자’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Seid ihr bereit? Ihr b바lit urn diese Tat - vor ihr streift ihr eure Schuhe und

Gewander abo Sie fordert euch nackt und neu. Urn sie klirrt kein Streit - schwillt kein

Brand - gellt kein Schrei. An eurer Brust und wtitenden Begierde entzuendet ihr sie

nicht. Eine klare Flamme ohne Rauch brennt sie - kalt in ihrer Hi tze - milde in ihrem

Blenden. So ragt sie hinaus • so geht ihr den Gang - so nimmt sie euch an: - ohne

Halt und ohne Hast - kuhl und hell in euch - ihr froh ohne Rausch - ihr kuhn ohne

Taumel • ihr willig ohne Mut - ihr neue Tater der neuen Tat!

당신들은 각오가 되었겠지? 당선들은 죽음을 갈망하고 있겠지. 죽음에 앞서서 당신들은

선발과 옷을 벗을 것이오. 죽는다는 행위는 당신들에게 발가벗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오. 죽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소. 분노가 끓어오르지도 않

소. 날카로운 절규도 없소. 그대들의 행동에 불을 붙이는 것은 마음도 광포한 열정도 아니

오. 연기도 나지 않는 청아한 불꽃이 그 행동에 불을 붙이는 것이오. 뜨거움 속에서 차갑

게. 불길 속에서 온화하게. 그렇게 하여 죽는다는 행위는 우뚝 솟아 있게 되는 것이오. 그

대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오. 죽는다는 행위는 이렇게 그대들을 받아들일

것이오. 정지하지도 않고 서두름도 없이. 마음 속엔 냉정함과 명백함이 자리하게 될 것이

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쁨을 맛볼 것이며， 황홀감 속에서 대담함을 지닐 것이고， 용

기는 없으나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대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새로운

행위자가 될 것이오.58)

56) 졸저 w현실주의 독일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S.69.
57) Vg l. Arnirn Arnold: a.a.O., S .116.
58) 졸저 w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67.



114 師 大 論 옳 (62)

희생지원자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새로운 행위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일곱 번 째 희생지원자를 선발하는 일은 그 다음날 새벽으로 미루어진다. 그리고 한번

더 희생지원자들의 자유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주어진다.

Wir wollen uns ruhen bis an den Morgen - mit der ersten Glocke soll jeder von

seinem Hause aufbrechen - und wer zu1etzt in der Mitte des Marktes ankommt - ist

los!
우리들은 내일 아침까지 휴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면 각자 자기 집에서 나오

도록 하시오. 시장의 중앙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제외될 것이오.59)

4. ‘새로운 인간’의 탄생

희미한 광선이 어둠을 내쫓는 통틀 무렵 시민들은 희생지원자보다 한발 앞서 시청 공

회당으로 몰려온다. 장 드 뷔엔느는 자기가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

게 알고 있는 이 시의 성문 열쇠를 누구의 손에 쥐어 내어보낼 것인가를 궁리한다. 시

민 중의 어떤 이가 희생자로 제일 먼저 지원한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가 적임자라는 의

견을 개진한다. 아울러 그가 제일 먼저 공회당에 도착힐 것이라는 추측도 개친된다. 그

러나 이러한 추측과는 달리 유스떳슈 드 생삐에르는 다른 여섯 시-람이 모두 도착하였는

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그가 희생 지원자의 정신 장화 파

정으로 고안하였던 정화 과정의 절차 전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우

리 모두를 배반한CEustache de Saint-Pierre hat uns alle verraten! S. 380) 그를 집에

서 끌어내어 (Wir holen Eustache de Saint• Pierre aus seinem Haus! S. 380) 시장터로

끌고 나와(Wir stoBen Eustache de Saint-Pierre vor uns auf den Markt! S. 380) 등에

성문의 열쇠를 동여매어 (Wir binden Eustache de Saint-Pierre den SchlUssel auf den

RUcken! S. 38이 무릎을 꿇은채로 열쇠를 성밖으로 가져나가도록 해야한다(Eustache de

Saint-Pierre soIl den SchlUssel auf seinen Knien hinausschleppen! S. 380)는 주장과

그에 게 치욕을 안겨주어야 한다CEustache de Saint-Pierre soIl auf dem offenen

Markte geschandet werden! S. 380)는 비난이 쏟아진다.

유스핫슈 드 생삐에르가 항전으로 명예를 지키자는 뒤게스끌랭을 도시 밖으로 내몰고

CEustache de Saint-Pierre hat den Hauptmann aus der Stadt geschickt! S. 380) 희생

을 자원한 것은 자기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비난까지 등장한다.

Eustache de Saint-Pierre hat den auflersten Betrug gespielt! Rief nicht einer von

59) Ebenda, S.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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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n in der Halle - und zielte nach dεm ubermachtigen Reichtum, um den Eustache

de Saint-Pierre sich sorgt!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지독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공회당에서 회의를 할 때 그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던가! 유스떳슈 드

생삐에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막대한 재산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지 !60)

온순한 양처럼 우리는 그를 뒤따랐건만 그는 간교한 술책으로 우리를 회유하여 항전

을 못하게 하고는 희생지원자들이 목숨을 바치려 나가는 마당에 자기는 집안에 편안히

앉아 시민들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는 비난도 곁들여진다.

]etzt sitzt Eustache de Saint-Pierre hinter seiner festen Tfu und biegt die Schultem

auf den Tisch und verlacht uns - die blOde glaubten und wie schielende Schafe

folgten!

지금쯤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문을 꼭 닫고 앉아서 책상에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고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멍청하게 그를 받었고 온순한 양처럼 그를 따랐던

것이다 6))

실망한 시민들은 “사기 행각이 판을 치는 깔레 시민이고 싶지가 않다. Ich will nicht

BUrger in Calais sein, das aus diesem Betrug aufgebaut is t. S. 379)" 고 하며 실망은

분노로 변한다.

이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때 두 명의 신체 불구자가 땅에 붙어버린 듯한 매우 느

린 걸음걸이로 관(때)을 매고 시장(市場)과 이어진 골목길을 걸어나온다. 검은 천을 덮

은 관 바로 뛰를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의 아버지가 뒤따르고 있다. 그는 대단히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머리는 벗어지고 깡말랐으며 수염이 덤성덤성 나 있다. 맹인처럼 눈을

하늘로 향한 채 걸어오던 그는 관이 땅바닥에 놓이고 선발된 시민들이 여섯 명의 희생

지원자들을 에워싼 그 때에 말문을 연다.

Ich bin ein Becher - der uberllieBt

Sechs, sagte er, sind ubrig - sie warten auf dem Markt - die Stunde ihres Aufbruchs

ist da - schaffe mich zu ihnen auf den Markt. Sie mussen sich eilen - wenn sie mir

folgen wollen - ich bin vorausgegangen!

냐는 넘쳐흐르는 잔이다.

60) Ebenda, S.377.
61) Ebenda, 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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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섯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통에서 기

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되었을 때 나를 시장통에 있을 그들에게 데려다 주십

시오. 그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걸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길을 먼저 걸

어갔습니다 62)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고령과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목숨

을 끊음으로써 희생지원자들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이 숭고한 정신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에 직변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림으로써 예언자의 역할을63) 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로서 그는 희생지원자들의 정화

과정을 고안한 자기 아들의 의도를 알린다.

Wer clreht das Gesicht noch zurtick?

Hielt er euch nicht wach vor dieser Tat, urn wtirdig zu sein?

Erland er nicht Mittel und Mittel, mit dem er euch dicht und dicht schob?

5teht ihr jetzt nicht reif hier und seht mit klaren Augen eure Tat an?

누가 아직도 고개를 돌려 뒤돌아 보느냐 ?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그대들을 숭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죽음에 앞서서 정신을 바짝 들

게 하지 않았딘가?

그는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여 그대들을 빌어붙여 틈새가 없는 사이로 만들어주지 않았던

가?

그는 오늘 아침까지 그대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던가? ....

이제 그대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맑은 눈망울로 목숨을 바치려는 자신들의 행동을 주

시하고 있지 않은가?64 )

그는 마련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숭고해져서， 상호 일체감을 가지고 성숙한 정신 자세

로 자선의 죽음을 생각하는 정화 과정을 상기시킨다.

뒤게스끌랭은 명예 때문에 패전을 확산하면서도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싸워 죽으려고 하였던 것에 비해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심사 숙고를 하고 난 다음 공

동체 보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죽음을 택한 것이다.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이기적 탐욕을 버리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내면 세계

에 침잠하여 정신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명감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

62) Ebenda, 5.381£.
63) Vgl. Arnim Arnold: Die Literatur des Expressionismus , a.a.O., 5.116.
64) 졸저 .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5.3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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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쳤다. 이러한 행동은 여섯 명의 희생지원자들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고65)， 자신

의 모범을 통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동포를 위

하여 목숨을 바치는 ‘새로운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66 )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높이 사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모두

가 새로운 인간으로 변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목도한 그의 아버지는 이라한 아들의 행위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목격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알린다.67 )

Ich habe den neuen Menschen gesehen - in dieser Nacht ist er geboren!

나는 새로운 인간을 보았다. 간밤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 68)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는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행풍이 전통적인 명예보다 중요하

며，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념

을 실천하였으므로 ‘새로운 인간’으로 승격된 것이다. 그는 희생적인 행동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카이저의 창작 의도가 스며 있다. 카이저는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의 죽음이

깔레 시를 구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외적 행동의 유밥

을 통해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임을 보여준다.

아침이 밝아 장 드 뷔엔느가 여섯 명의 희생지원자를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영

국 왕이 왕자를 얻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깔레시를 구해주기로 한다는 전갈이 당도한

다. 영국 왕이 왕자의 탄생을 감축하여 깔레 시의 교회당에서 기도를 올리려고 한다.

장 드 뷔엔느는 ‘새로운 인간’ 앞에 모두가 영국 왕까지도 무릎을 꿇도록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의 시신을 교회당 안에 있는 계단의 제일 높은 곳에 안치하도록 지시한다.

Hebt diesen auf und stellt ibn innen auf die hOchste Stufe nicder - der Konig von

England soil - wenn er vor dem Altar betet - vor seinem Uberwinder knien!

이 시신을 높이 들어 올려 교회당 안 계단의 제일 높은 곳에 안치하시오 영국 왕이 제

단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왕이 쩍지 못한 그 자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말이오!69)

카이저는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

65) Renate Benson: Deutsches expressionistisches Theater, a.a.O., S .182.
66) Vg l. Walter Riedel: Der neue Mensch Mythos und Wirklichkeit, Bonn 1970. S.26.
67) Vgl. Eberhard Lammert: Die B디rger von Calais. In: Benno von Wiese (Hrg.) , Das

deutsche Drama von Barock bis 2ur Gegenwart. Dusseldorf 1975. S.319.
68) 졸저 w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84.
69) Ebenda,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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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한 성경 말씀의 밀알의 역할을 부여하고 유

스맛슈 드 생삐에르로 하여금 “개별적인 판단과 대중의 판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

에 걸친 시험을 통해 동료들이 변화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

의 희생을 숙고하여 긍정적 결론에 도달하도록"70) 동료들을 유도하게 하였다.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탄생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밀알의 성경 일화나 예수 부

활과 직결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Das Licht flutet auf dem Giebelfeld uber die Till: in seinem unteren Teil stellt sich

eine Niederlegung des Getoteten: er steht frei und beschwerdelos in der Luft.

빛이 문 위쪽의 삼각 벽변에 흘러든다. 벽면의 아래쪽에 시선이 안치되어 있다. 그 위쪽은

죽은 자의 승천을 보여준다. 승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아무런 고통 없이 공중에 서 있다.71 )

승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와 여섯 명

의 희생지원자들이 인간이 개혁되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의 죽음은 단지 ‘새로운 인간’으로의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72) 여섯 명의 희생지원도 ‘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화인 것이다. 카이저는 이러한

이념을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

인류가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도록 기원하고 있는 것이

다.73)

I I. 작품 구성과 표현 기법

1. 자품이 혀시
-，，，그 -I c그 -,

이 작품에서 카이저는 무엇보다도 연극 무대에 적합한 사건 진행의 픽션을 구상한다.

그러므로 그는 드라마라는 형식을 빌어 ‘변화’와 ‘구제’라는 표현주의 이념을 상정하고

증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깔레 시민의 역사적 전통을 이용하였다.

문학 형식이란 서술 양식으로 영감(靈感)이나 시상이 떠오르거나 작품화하고 싶은 소

재를 발견하였을 때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내는 양식이다.

70) Horst Denkler: Georg Kaiser. Die Burger von Calais. Drama und Dramaturgie.
Munchen 1974. S.90

71) 졸저.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a.a.O., S.386.
72) Renate Benson: Deutsches expressionistisches Theater, a.a.O., S .182.
73) Vg l. Horst Denkler: Das Drama des Expressionismus. In: Expressionismus als

Literatur, hrsg.v. Wolfgang Rothe , Bern und Munchen 1969.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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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의 가장 핵심 부분은 제 3막으로서 ， 제 3막은 세

가지 질험으로 축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혁’이 완성되고 있다. 이 드라마의 사건 진

행의 세 단계인 변화 과정과 발전 과정과 구제 과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의 경과를 보여

준다. 작은 드라마라고 해도 좋을 제 2막에는 일종의 대칭이 나타난다. 드라마 전체의

구성은 삼회성(三回性)의 원칙(Prinzip der Dreimaligkeit)에 입각하여 나열되어 있고， 각

막의 장면 연속 그리고 모든 사고도 삼회성이 적용되고 있으며 문자의 결합까지도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 문장 구성과 언어

이 희곡의 사건을 전개하는 표현 형식은 연설(Rede)이다. 새로운 문장이 표방하는 명

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의 반대 명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고가 유도됨으로

써 사건 진행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화자(話者)는 관객에게 직접 호소하며，

집약된 상투어의 사용에서 말은 절정에 이른다. 이와 같은 어볍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동성(Dynamik)이다. 드라마의 모든 장면은 수사적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질문은 자극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에 사용되는 신조어(新造語)나 관념적 언어는 간결하면서도 매우 강렬하다. 그

러나 가장 강렬한 극적 효과는 대화보다 사건 진행에서 드러난다.

주역과 상대역은 대화를 통하여 이념을 전달하고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만 ‘선

발되어 나온 시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화에는 의식

적으로 선택한 단어가 사용되며， 문장 구조는 평범한 일상어를 뛰어념어 대담한 추상어

를 불규칙적으로 나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았다.

카이저는 관객이 상투어와 격언에 곧장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를

반복하고 었다. 두어(頭템， Einleitungswort)가 반복됨으로써 술어의 무형식 이 강조되 고，

이러한 단어 사용은 율동적 동작에 도움을 준다. 몸짓 언어 (Sprachgebarde)는 변증법적

으로 결합되고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어 두운법(頭鎭法， Alliteration)과 결합하게 된다.

3. 주석과 신체어

무대의 주석은 줄거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제스처에 대한 지시는 언어 폼짓과

음성 몸짓 (Sprachgebarde und Lautgebarde)을 보완하여 뜻을 강렬하게 만들어 준다. 또

한 말의 의미를 축소시켜 뜻을 전달하려 할 때도 무대 주석을 사용한다.

주역들은 웅변가의 봄짓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은 주역들의 말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움직인다‘ 몸짓 연기(GebardenspieD에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밖에 없다. 말없이 양손을



120 師 大 論 龍 (62)

움직이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경련이나 몸을 쭉 뻗는 등의 몸짓이 모든 말보다 중요하

게 보이며， 긴장을 증대시키거나， 사건 진행의 다가올 정점을 준비한다. 제 3막의 결말

이 출중한 것은 이 부분에 딸이 없고 봄짓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카이저는 제 1막에서 군중의 통일된 큰 몸짓을 위한 대중의 공간， 즉 도시의 넓은 강

당을 설정한다. 여기서 내부 공간의 수직선이 너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의 수직의 기본 요소， 아래쪽 끝 부분만 보이는 기둥은 상부의 형상의 경계를 넘어

길게 되어 있다. 군중의 통일된 큰 몸짓에서， 군복을 입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뷔엔

느와 뒤게스끌랭의 양손이 펴져 있다. 군중이 가장 아래쪽 열에서 자기 자리로 올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자리에 앉는다. 통일된 몸짓의 상승 효과(Multiplikationseffekt)는， 도

시를 구하기 위하여 영국 왕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주장하는 유스맛슈 드 생삐에르의

말에 의하여 공간의 긴장을 최대한 불러일으킨다. 점차로 군중이 격앙되고， 그 다음에

방어 제스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에 군중은 계단을 넘어 아래로 몰려

가서 뷔엔느와 뒤게스끌랭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나서 군중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모

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대중의 격앙된 감정은 막의 절정을 암시한다. 대화식 합

창(Sprechchor)에서 군중은 희생을 자원한 시민의 수를 얄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약간 더 큰 소리로 모두 “일곱!! (Sieben!!)" 을 외친다. 제 2막에는 처음으로 장변 배열

(Szenenreichung) 의 방식이 적용된다. 제 3막에서도 대화식 합창이 더욱 많이 반복됨으

로써 공간에는 활력이 넘친다. 시의 광장에서 긴장은 조명 연출에 의해서 약화된다. 특

수한 조명 효과가 첨부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를 닮은 ‘도덕적 승리자’의 숭고함이

강조되며， 부활과 승천이 나타난다. 막의 끝 부분에 새로운 날의 빛을 발하는 햇빛 속에

서， 장면이 끝날 때까지 여명은 점점 희미해진다.

무용처럼 양식화된 움직임， 가식적인 포즈， 장식적인 형상을 통한 상징성의 부여 등을

작가가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배우의 몸짓과 움직임은 설명이나 말의 연속을 뜻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제 1막: 찢어진 깃발: 제 2막: 미쳐 날뛰는 군중 앞에 희생적인 일곱 시

민이 나타남: 제 3막 : 햇빛이 교회 문 위쪽의 박공의 삼각면을 두루 비춤) 부분적으로

말을 대체하고 있다. 몸짓의 양식화， 장식적 포즈와 무용 도해적 움직임과 함께 전개되

는 말의 진열에는 가극풍의 제스처가 나타난다.

결 어

게오르그 카이저는 표현주의 드라마 F깔레의 시민들』에서 개혁과 구제의 이념에 엽각

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였다. 본 논문은 그의 ‘새로운 인간’ 이상을 스토

아 철학에 기초한 전통적인 명예 개념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 이념과의 대립， 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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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의 대립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유스맛슈 드 생빼에르에 의해 대표되는 이웃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으로의 개학

이라는 비천은 개인에서 우리 그라고 나아가 공동체에 요청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의지

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적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에 대한 비전은 다분히 유토피아적 허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차이저도 그의 후기 작품에서는 이러한 이념 구현이 현실적으

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느껴 언간 개혁을 절망적인 관점에서 회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참여 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카이저는 문학의 역할에 대한 정견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카이저는 이 작품에서 인간 정선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인간 정신을 소생시키는 주제

를 채택하여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소재는 문학의 과제

와 맞불려 있다. 차이저에 있어서 문학의 과제는 경험적 현실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복된 미래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현 수단은 격정적 상황에 투사된 상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언어

는 열정적인 어조나 선언적 어조를 띠고 있으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자주 구사하여 추상

적 관념의 세계를 제시한다.

카이저는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유럽인들이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삶

을 희구하며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봉사"74)를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의 특징이라고 역

설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은 정신과 영흔의 정화라는 내적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카이저의 문학 경향이 표현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깔레의 시민」을

표현주의의 대표적 드라마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에 이러한 카이저의 유토피아적 이념은 예술 작

품 내에서는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표현주의 사

조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4) Edgar Neis: Erlauterung 2U Georg Kaiser. Die Burger von Calais. C. Bange Verlag,
Hol1fe1d/Obfr. 3. Aufl. ,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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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ntersuchung von dem Drama Kaisers Die Biirger von Calais

- mit besonderer Beriicksichtigung des Expressionismus

Cho, Chang-Sub

Die Abhandlung setzt sich die Aufgabe, Die Burger von Calais in besonderer

Beri.icksichtigung des Expressionismus zu analysieren und die Idee des ’neuen

Menschen' von Kaiser auseinanderzusetzen.

Die Dichtung des Expressionismus ist kein isolierbares , nur asthetisch-literarisches

Ph삶lomen， sondem gehOrt in den geistesgeschichtlichen Zusanlillenhang des 20.

J삶lrhunderts， insofem sie eine Re삶tion gegen die materielle

Wirk1ichkeitsnachbildung im Naturalismus und die Wiedergabe subjektiv-sinnlicher

Eindri.icke im Impressionismus darstellt. Die kulturell-geistige Situation des

Menschen der ]alrrhundertwende ist die Voraussetzung fUr die Entwick1ung der

Literaturbewegung, die von der zwischen 1880 und 1890 geborenen Generation

getragen und durch die innere Krise der Gesellschaft urn 1910 und den Ersten

Weltkrieg ausgelOst wird.

Wie der Naturalismus ist auch der Expressionismus ein Versuch des modemen

Menschen, sich in einer veranderten Welt und in einem gefahrdeten Dasein

zurechtzufinden. Aber im Gegensatz zurn Naturalismus gibt sich der

Expressionismus mit der Darstellung der Wirklichkeit nicht zufrieden. Indem er

konventionelle Formen sprengt, will er die Seele befreien und damit die von

Maschine und Machtgier bedrohte WUrde des Menschen retten.

Kaiser bedient sich der historischen Uberlieferung von den BUrgem der Stadt Calais

als Modell, urn an ihm das expressionistische 안ogranlill von Wandlung und

Erlosung auszumessen, im Denkspiel szenische durchzudiskutieren und mit der Tat

*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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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belegen.

Die Burger von Calais verwirklichen zum ersten Mal Kaiser Vision yom neuen

Menschen, die in spateren Dramen fortgesetzt wird. An der Auseinandersetzung urn

Annahme oder Ablehnung der koniglichen Bedingungen entzlindet sich Kaisers

Dialektik. Der Stoff der Vorlage erf삶lrt eine Umdeutung: in Duguesclins und

Eustache de Saint-Pierre stehen die Vertreter des alten und des neuen

Menschenturns einander gegenliber. Wahrend der erste die Verteidigung durch

Waffengewalt fordert , will der 'neue' Mensch durch BuBgang und Opfer das

gemeinsame Werk , den im Dienste der Menschheit entstandenen Hafen, schutzen

und erhalten.

An das Motiv des liberz삶lligen siebten BUrgers knlipft sich aber bei Kaiser der

eigentliche Sinn des Dramas: Eustache de Saint•Pierre merkt die heimliche Hoffnung

im Herzen eines jeden, dem Leben wiedergegeben zu 、Nerden. Diese Hoffnung

verringert den Wert des Opfers, da fUr ihn nur die Tat des freien Entschlusses

Wert hat, die aus PflichtgefUhl fUr das Wohl der Gemeinschaft geschieht.

Hierin stellt Kaiser im Sinne der expressionistischen Ethik das Pflichtbewusstsein

des BUrgers liber den Ruhm der Waffen und entscheidct sich damit fUr einen

Pazifismus, der durch die selbstlose Tat seine Kronung erf젊l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