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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성과 광대극
- 삶의 창조를 위한 형식

김 희 숙‘

기호와 옴， 텍스트와 삶의 관계는 여러 방향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중에서

도 특히 유익한 것은 ‘연극성’ 개념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와 삶 사이의 움직임
을 기술하는 로트만(lOp때 J\OTMaH) 의 연구이다. 로트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일정
한 행위형태가 예술텍스트에

주어져

있는 규범을 지향한다고 보았고 1)， 나아

가 각 시대의 특성에 따라 삶과 텍스트 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했다2). 로

트만의 행위시학 연구에서 중심에 서 있는 시대는 18 세기인데， 이는 18세기에
와서

러시아인의

삶이

의심할 바 없이

사실 때문이었다. 즉， 서구문화의

가변극과 역할놀이가 되어

도입을 통해 ‘남’의

버렸다는

행동방식을 ‘자신’의

행

위규범으로 삼게 된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새로운 복장을 연극적 의상으로， 새

로운 행위양식을 연극적 제스처로， 일상적 삶의 공간을 무대로， 삶 전체를 연
극적 슈제트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로트만은 18세기의 고전주의 시
대 못지않게 낭만주의 시대도 연극성이 두드러졌다고 본다. 다만 고전주의 인
간이

*

역할 (pOJIb) 로부터 내려서서 마스크를 벗고 연극의 막간을 즐길 수 있었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매 lloTMaH(1992) "n03THKa õblTOBOrO nOBe Jl eHHjf B pyccKoll Ky Jl bType X때 BeKa" ,
FH36p tJ. HHble CTi1 TbH,g, T. 1 , TaJIJIHHH: AJl eKCaHJlpa , C. 248-268.
2) 삐， lloTMaH(1992) "Te aT p H TeaTpa Jl bHOCTb B CTpoe KyJJbTypbl Ha뻐JJa
FH36p tJ. HHble

CT i1 TbH,g,

T.

1 , TaJlJlHHH: AJl eKcaHllpa , c.269-286

X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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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반해， 낭만주의 인간은 일관되게 자신을 연기하여 역할과 그것을 연기하
는 개인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전주의 시대

에는 예술과 삶이 분리되어 명확한 경계가 유지되었으나， 낭만주의에서는 에
술이

삶에 모벨로서

끊임없이

작용함으로써 삶과 예술간의

경계의식이 모호

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긴즈부르그 (JJ. 대H36ypr) 는 3) 연극성을 미적으로 구성된

범시대적， 초시대적

특성으로 보지

말로 연극성의 시대였다
이

완전히

행위의

않는다. 긴즈부르그에 의하면 낭만주의야

리얼리즘이 역할로써 인간을 교육시켜 내면과 외면

일치하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반(反)연극성， 진정성의

구호

를 내세웠다면， 낭만주의는 인생을 유희로， 연극으로 연출한 시대였다. 여기서
긴즈부르그가 강조하는 것은 로트만이 낭만주의에서 매우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 즉 역할과 그것을 연기하는 개인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낭만주의적 개성 연출에서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파페르노(1. Paperno) 와 그로스만(J.

D.

Grossman) 은4) 삶을 예

술작품으로 연출하는 생예술(生藝術)을 낭만주의 시대라는 어떤 한 시대의 전
유물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하면서

모든 문화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본다.
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우리는 연극성과 생예술의 문제를 모더니즘의 역

사적 컨텍스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삶으
로 만들려는 생예술의
이 현상에

현상은 여러

대한 감수성은 특히

시대에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즘 초기에

예민해져서， 종교제식을 모델로 하여 삶을 하

나의 선비극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술적

생예술(T eyprH5I)이

있었는가 하면， 역

할놀이와 연극을 모델로 삶을 연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연극성을 부정

하면서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을 건설하려는 구성주의적이고 좌
파적인 경향도 있었다. 본 논문은 첫 번째 유형의 생예술을 추구했던 블로크

(AJl eKCaH .ll p OJlOK) 와 벨르이 (AH.llpe꺼 OeJlbltl) 가 어떻게 하여 연극적 생예술로 나
가고 있으며， 이들이 ‘연극성’과 ‘삶의

연극화’에

대해 어떤

하는 것을 예브레이노프 (H싸(OJlatl EBpeHHOB) 의 ‘삶의

3) L. Ginzburg(1991)

입장을 취했는가

연극화’와 연관하여

살펴

FO n psychologicα1 prose .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1. Papemo & J.D. Grossman (1 994) rCreating Life. The Aesthetic Utopia
Russian Modernism .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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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들을 상호연관성 속에서 고찰해야 할 펼요성은 예브

레이노프의 ‘삶의 연극화’론이 상징주의 연극론 및 생예술과의 논쟁적 맥락에
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도 근거한다. 아울러 논문의 끝부분에서는 ‘삶의

극화’와 ‘삶의 건설’의 관계에

대해서 간락하게나마 다룰 것이다. 모더니즘에

서 보게 되는 생예술의 세 형태는
의

연

그것이 삶의 창조 (*H3HeTBOpQeCTBO) 든， 삶

연극화(T e aTpaJlH3a l.\Hji 째 3HH) 든， 삶의

건설 (*H 3HeCTpOeHHe) 이든 모두 모더

니즘 특유의 유토피아적 기획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의 존재로

부터 벗어나 육체와 삶을 예술적 기호로 다스렬 수 있는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2.
예술과 삶을 융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상징주의자들의 본능적 창조 충동이

자 프로그램이었다.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한탄이나 체념적 확인으로 끝나버
린 이 동경을 그들은 오히려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유언으로 받아들였다. ‘유
한의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것， 삶 속으로 돌진하는 것， 그리하여 삶을 예술

창조의 모텔에 따라 창조하는 것， 이것에 의해 상징주의는 순수한 예술 프로
그램으로부터 삶에 대한 보편적 태도로 확장된다. 그들에게 예술은 그저 예술
이기를 멈추고 ‘예술올 사는 것’이

된다. ‘예술을 사는 것’이

예술을 삶으로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았다. ‘씌어진

예술을 념어서서

것’이

삶의

실제적

‘사건’이 되고 예술이 초미학적 의미를 획득하듯 삶의 사건들 또한 일상적 삶
의 사건들로 체험되지 않고 예술의 사건， 예술의 한 부분이 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텍스트를 예술텍스트로 만들기 위해선 우선 죽어버린 삶의 텍

스트 속에서 실존의 직접성을 상실하고 갇혀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야 했다.
초기

상징주의의

해낼 수

유미주의적

인생관에서

이것은 오로지

있는 과제였다. 브류소프 (BaJlep때 5pIOCOB) 에게

것은 모든 것을 “리라와 시의

5) “ I1c KyCCTBO

lI< all<lleT

이름으로"(“ BO 싸ji

11 1.

독재’5) 만이

삶을 진실로 산다는

J1 Hpbl H CTHXa")6)

행하고， 예

,

CO 'lHHeHHJI B

CaMOBJJaCTbJl(",)" B. H. Bp lO coB(1987)

OByX TOMaXJJ , T. 1, MocKBa , C.

‘예술의

1i'< 3aMKHYT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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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관점에서

자아해방의

평가하는

것이었다，7)

다른 초기

상징주의자들에게

전제는 도덕， 윤리， 종교， 철학， 실용성의

있어서도

모든 의미를 부정하고

이 의미들과 단절하는 것이었다. 예술가-인간에게는 어떤 도덕도 존재하지 않
으며， 모든 것에 대한 저항， 선동， 파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미적 과정이었
다. 그들이

자신을 무도덕적인

댄디， 데카당한 악마주의자 등으로 양식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8)

‘예술을 산다’ 라는 입장에서

상징주의자들은 삶에서는 무가치한 건달이고

제단 앞에서는 ‘파트타임 사제’가 되는 푸쉬킨의

<n0 3T

시인 >(827)9) 을 인정

할 수 없었다. 시와 삶에서 각기 다른 세계관을 대표하는 확신의 분열을 용납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겐 “시인이 시인으로 되는 특별한 순간은 없다.
그는 언제나 시인이거나 혹은 결코 어느 때도 시인이 아니다"

10)

그런 까닭

에 브류소프에게 이상적인 예술가의 전형은 어디서 삶이 멈추고 어디서 예술
이

시 작하는지 몰랐던 포우(E. A.

Poe) L.j- 베를렌 (P. Verlaine) 였다 1 1) 브류소

프는 젊은 시인들에게 이들의 모범에 따라 “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
라 "12) 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인생찬미’

는 예술을 가지고 삶으로 돌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삶은 예술

을 위한 소재， 예술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야 했다. 브류소프는 그의 예술작품
에

이용할 강렬한 감정， 신빙성

있는 경험， 주인공의

행동방식을 얻어내기 위

해 현실에서 실제로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의 연

출가가 되었다]3) 연극적 생예술가로서 그가 노린 것은 결국 삶 속에서의 예
술 극복이 아니라 예술의

영토확장이었다. 브류소프에게서 삶의

연극화로 변

질되어 나타난 상징주의의 예술-삶-프로그램은 초기의 블로크에게서 거의 이

6 같은 책， 같은
7) "5blTb MOll< eT ,

쪽.
Bce B lI< H3HH

깨Wb cpenCTBO / l\JJ꺼

lI pKO-neBY'IHX

CTHXOB

, / (...)"

같은

책， 211 쪽

8)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이 원죄로부터 구원되기 위한 전제로서 악과 죄악을
정당화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9) A.C. nywKHH (1 981) FCo6paHHe CO 'lHHeHHH B l1eCJJTH TOMaX.!l, T. II , MocKBa , C. 104.
10) B꺼 5 piO COB (1 987) “CB lImeHHall lI< epTBa" , fCO 'lHHeHHJJ B I1ByX TOMaX.E, T. II , Mo cKBa , C‘ 93.
11) 같은 책， 92쪽.
12) 같은 책 , 93 쪽 "nyCTb nO:lT TBOpHT He CBOH KHHrH , a CBαo lI<H3Hb." 92 쪽에 서 도 그는
끼yno ll<HHKy nO Jlll< HO 3anOJlH꺼 Tb He CBOH 3anHC뻐e KHH lI< KH , a CBOIO nywy" 라고 말한다
13) 브류소프가 소설 FOrffeHHUH aHreß.!I (1910) 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원형으로 이용한 것
에 대해서는 A 5eJI뻐 (933) f'H a 'laßo BeKa .!l, MOCKBa - }]eHHHrpan , C. 283-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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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구현되었다고 말해진다. 실제로 초기의

블로크에게선

예술과

삶의 합체가 너무도 완벽하여 그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를 두

고 트이냐노프는 “블로크의 시 뒤에서는 거의

언제나 블로크의

인간적인 얼

굴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바로 이 얼굴로， 블로
크 시의 가장 커다란 서정적 주제는 블로크 자신이다 "1이라고 평한다. 다시 말

해 블로크는 자신과 예술을 하나로 느끼고 자신의 예술을 ‘살았던’ 시인이며，
“독자의 의식 속에서 블로크는 자신의 분신인 서정적 주인공에 의해 밀려 난
다 "15) 는 것이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블로크의 서정적 주인공이 실제

의 블로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블로크를 형성한다. 형식주의의 개

념을 빌어 말하자면， 블로크의 문학작품에서 그의 분신으로 생겨나는 상징 블
로크， 즉 nHTepaTypHa~ nHYHOCTb/ o6pa3 n03Ta 가 6Horpa빼YeC l< a~ nHYHOCTb 블
로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16)

그러나 삶과 예술의 이 같은 긴밀한 얽힘이 삶의 연극화의 위험을 배제하
는 것은 아니었다. 류보피

멘벨레예바 (JI106oBb MeHlleneeBa) 와의

결혼 (902) 의

역사는 예술과 삶의 경계넘기가 배태하고 있는 비극을 이미 반영한다. 시집 제
1 권의

시

<npellYYBCTBYIO Te6~. rOlla npOXO~T M째o -

스쳐 지나가는데

너를 예감한다. 세월은

>(1 901)17) 에서 이상에 대한 오랜 동경은 묵시록적인 공포의

예감과 합쳐지고 있으며

시집 제 2권의 <BCTynneHHe 서시 >(1905) 에 오면 ‘너’

는 이미 ‘들판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렸다“(“TM B none OTOWna 6e3 B03BpaTa ’')18).

설령 검은 모자에 검은 베일을 두르고 다시 돌아온다 해도( <He3Ha I< OM l< a 모르는
여인 >19)) 그녀를 맞는 것은 사원과 산정에서 희망에 차 그녀를 기다리던 환

14) IO.H. TblHSIHOB (1 965)

“ np05.11 eMa CTHXOTBopHoro S1 3b1Ka" ,

oD, MocKBa , C. 249.

FCT a. TbH

15 같은 책， 같은 쪽
16)

이

형식주의적

개념에

대해서는

A.A.

Hansen-Löve(1978)

Der russische

I'

Wien , S. 414-416 참조.
17) “KaK S1 ceH ropH30HT! 11 Jrj맨 3apHOCTb 5.11H3KO'/ Ho CTpamHO MHe: H3MeHHmb 05 .11 HK T퍼

Formalismus oD,

A. 0.11oK (1 960)
18) A. 0.11oK (1 960) ,

oD, T.1, MOCKBa - JIeHHHrpall , c. 94.
II , MOCKBa - JIeHHHrpall , c. 7.

I'Co6p a.HHe CO 'lHHeHHft B BOCbMH TOMa. X
I'Co6p a. HHe

CO 'lHHeHH야， T.

19) 같은 책， 185 -186쪽 실제로 류보피 드미트리예브나가 블록의 곁을 떠나 메이에르
흘드 (B.3. Me꺼epXO.11 bll) 극단과 함께 장기 순회공연에 나서고 성급하게 연애에 빠졌
던 것도 ‘npeKpaCHa Sl llaMa’로서 그녀가 행해야 했던 ‘역할’에 대한 반항에서였다. 블

로크는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했다
것이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자신에게 무거운 예술의 짐을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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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시인이 아니라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고독한 숨꾼의 취한 눈일 것이다.
1910년 블로크는 <0 COBpeMeHHOM CO-CTO~H때 pyccKoro CHMBOnH3Ma) 에 서

예

술과 삶의 상정주의적 혼란에 대해 증언하면서， 상징주의가 그에게 세계에 대

한 무한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삶-프로그램의 위기
를

인 식 한다:

“ TbI

cB060lleH

B 3TOM BOnlIl e6HOM

TBOPH , YTO

XOye lIl b , H60 3TOT MHp npHHallne*HT

이 마법의

세계에서

COOTBeTCTB째 MHpe.

H nOnHOM

Te6e"( 너 는 상응으로 가득 찬

자유롭다. 네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이

세계는 너의

것이다 )2이. 이 테제에는 이미 안티테제가 배태되어 있다. 고독한 마법사 (Teypr)

의 황금빛 속으로 청자색 세계황혼이 내리고 그의 마법세계는 발라간으로 변
한다· “nepe*HBa~mHH BCe 3TO Ha3bIBaeMbIX

‘Il BOHHHKaMH ‘),

H3

y*e He 0때H; OH nOnOH MHOrHX lleMOHOB(HHaye

KOTOpbIX

npoH3Bony nOCTO~HHO MeH~~mHeC~
CKpbIBaeT , npH nOMOmH
caMoro.
Ka*1l0rO

TaKHX

ero

3na~ TBOpYeCKa~ BOn~ C03 1laeT no

3arOBOpOB ,

KaKy~-HH6Yllb

yaCTb

llylIl H OT

ce5~

5narollap~ 3TO낀 ceTH 05MaHOB C..) OH yMeeT cllenaTb CBOHM OpYIlHeM
H3

lleMOHOB , CB~3aTb

CBep IIl HnOCb:

KOHTpaKTOM

Ka* 1l0rO

H3

Il BOHHHKOB;

C.. )

I1 TaK ,

MOH C06CTBeHHblH MHp CTan apeHOH MOHX Æ!YHbIX Il e찌 CTBHH ， MOHM

‘ aHaTOMHyeCKOM TeaTpOM' , HnH 5anaraHOM , rlle
MOHMH

B Ka*llbIH MOMeHT OH

rpynnbI 3arOBOpllU!KOB.

H3yMHTenbHbIMH

KyKnaMH

(ecce

~

CaM

homo!)"( “이

Hrpa~ pOnb

Hap~IlY C

모든 것을 겪은 자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그는 분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수많은 악마들도 가듀 차 있다.
이

악마들로부터

그의 사악한 창조의지는 끊임없이

뒤바뀌는 공모자 그룹을

제멋대로 만들어낸다. 매순간 그는 이 같은 공모를 통해 그의 영혼의 어떤 한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감춘다

도 자신의 도구로 만들고

이 기만의 그물 덕분에 (...) 그는 어떤 악마라

어떤 분신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그리하여

나의 고유한 마법 세계는 나의 사적인 행위의 투기장이 되었다. 나의 ‘해부학
적

극장’이， 혹은 발라간이

역 할을 연기 한다 (이

되었다 거기서

인간을 보라! )")2 1).

CMepTH ’ 3Toro 뻐pa H HHblX MHpOB

나는 나의

“( ... ) ~

He

별하지 않는다

C")" (“나는 삶과 꿈과 죽음을， 이
("J. 달리 말해， 나는 나 자신의 삶을

20) A. 비01<(1962)

“o

V,

CHa

H

cllenan c06cTBeHHy~

세 계 와 다른 세 계 들을 구
예술로 만들었다

C..) )22).

cospeMeHHOM COCT。껴 HHH pycc l< oro C째SOJlH3Ma" ， ?Coφ'aHHe CO 'lHHeHHIt.!J,

MOC l< sa - J1 eHHHrpatl , c. 426.

2 1) 같은 책， 429 쪽

pa3nHYa~ 빼 3H“，

C.‘). I1Haye rO-Bop~ ， 쩌 y* e

*H3Hb HCKyccTBoM

T.

멋진 인형들과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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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버린 삶은 블로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술형식으로 삶의

형

식을 제압하는 것이 상정주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술이 최고의 삶의
원칙으로 부상한 상징주의에서 삶의 미학화， 삶의 연극화는 유미주의적 상징

주의뿐만 아니라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에서도 펼연적인 결과였다.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에서 삶은 두 상반된 방향의 역동성， 즉 아래로부터의
어두운 충통과 위를 향한 추구에서 나오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화시학

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

일반적인 삶의

개념은 개인적 운명이 신화함과

함께 차츰 전기화(傳記化)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술가-인간은 창조적 상상력
의

화신으로서

자신에 관한 창조적 꿈， 창조적

상을 만들어

내었고， 이것은

지상적 현존의 필멸성 위로 올라서서 독자적 삶을 살아가야 했다. 창조적 상

상력의 주체이자 객체이며， realiora와 realia를 동시에 체현하는 존재로서 예
술가-인간은 삶이라는 예술작품을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가는 존재였다. 이

런 의미에서 그의 실존이란 인류가 ‘새로운 아담’으로 변화하는 보편적인 메
타모르포즈의

패러다임이었다. 따라서

소우주(인간) 차원에서의

예술가의

창

조는 대우주 차원에서의 신의 창조행위를 재구하고 반복하는 2 차적 창조였다.
예술가는 말해지지 않은 것에 목소리를 주고 카오스에 조화와 색채를 줌으로
써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삶의 창조자 lI<H3He-TBopeu 가 되고， 그의 예술창조는
삶의 장조 lI<H3HeTBopeHHe 가 된다.

이 lI<H3HeTBopeu 로서의

예술가 상에는 대지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통해 언

제나 새롭게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케 하며， 동시에 지상적 존재를 죽음을
통해 부활시키는 디오니소스적

예술가의 모습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신화시

학의 발전과정에서 이 삶의 원칙은 점차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모든 지
상적 존재를 하나의 생명과정 속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삶으로 변용시키는 디

오니소스적 예술가 대신 신화시인의 형상에서 점차 우세하게 되는 것은 기다
림과 부활의
이다. 환시적

환시적 상태 속에 삶을 소진하는 아폴로적인 시인 poeta vates
시인의

움직임은 지상으로부터

오로지

저

세계를 향하고

있지

만， 이 날아오름에 앞서 일어나야 할 재생과 부활이 없다. 때문에 그의 비상
은 환상적이고 비실존적이고 공허한 픽션이 되고 lI<H3HeTBopeHHe 의 디오니소
스적 신비극 대신 몽환극과 발라간이 들어선다.

22)

같은 책， 같은 쪽

BJ\.

XOLlal.feSHI.f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연극

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 만 연극은 삶이 되 었다
BOC lTOMHHaHHJI,g, napH:I<, C.

13.

BJ\. XOLlaCeS때 (1 93 1)

"HeKpO lTOJ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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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시학의

기본적

명제였던 합일 (CJUUIHHe) 원칙， 분열의

지양과 양극성의

통일이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피안으로 달아나면서 예술가는 세계질서를 역설
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레알리아와 레알리오라， 상징하는 것과 상정된

것， 징후와 도래， 기다림과 만남， 공허와 충만 사이의 풀 수 없는 긴장을 그는
희비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것， 피안의

것， 상정된 것이 자신의

것， 이

세상의 것， 상징하는 것， 언어 일반의 무능함， 무가치함 때문이 다가갈 수 없
고 도달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체험은 아직 긍정시학적 토대 위에 서

있다.

‘완전히 다른 것’이 지상에서는 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 완전히 다

른 것의 너무도 긍정적인 자질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견해，
즉 나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이르고 구함으로써 찾고 보지 못함으로써 본다라

는 입장으로부터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것， 피안의 상정세계의 도
달불가능성은 동시에 희극적으로 해석된다. 만남과 합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자체가 결점

투성이고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상정세계， M때

HHOH 는 비실재적이고 허구적이고 무가치하며， 도달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존
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도달불가능성이

그것 자체의

현실성과 가치결핍으좋 해석되면서 ‘다른 세

계’의 초월적 가치와 권위， 신비스러움은 여러 메타모르포즈를 통해 격하된다.
천상의 숭고한 아니마(또는 소피아)는 속된 아니마로， 빛의 처녀는 지상의 화

녀(火女)로， 메시아는 과대망상자로， 영적 사랑은 충동적 성애로 바뀐다. 초현
실적 이상을 끌어내리는 이 과정은 예술가에게 믿을 수 없게， 믿지 않게 되었

다는 죄책감과 함께，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안겨준다. 도달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 대신 도달가능한 것과 자신의 삶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자신의 세계가 열등하다는 비극적 느낌은 상대화된다.

상징주의자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주관적 가치，

즉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고유한 세계의 경계를 넓혀
서 다른 세계， 다른 것을 그 경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제 자신의 것은 동시

에 다른 것을 나타내고， 가치와 무가치， 존재와 비존재， 소유와 상실， 비극성
과 희극성이 그 속에서 동시적인 것으로 체험되면서 끊임없는 가치역전과 가

치전도가 일어난다. 긍정적 신화시학에서의 우주적 구세(救世)에 대한 믿음은
발라간의 소세계에서 퍼포먼스화 된다.

블로크의 시집 제 1 권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1902년의 시 세편은 신비극
이 요란스런 가면극， 역할놀이가 되고， 장엄한 우주드라마가 사적(私的)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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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코메디로 뒤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시 <0

J1 ereHllaX

,

0 CKa3KaX ,

o TaRHaX 전설과 동화와 신비에 관하여 >23) 에서 그리스도는 전능한 불패의 존

재로 신화화된다. 사막에서 환시가에게 나타나는 그에게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수세기동안 그 때문에

애태우고 괴로워

한다. 그러나 이 ‘도달할 수 없

음’， (“Henoc 깨째MYIO Ta때HY OTua") , ‘금언’(“ 30JlOTO꺼
은 오로지

(“ MbI

우리의

r J1aroJl")을

‘이해할 수 없음’

모자람， 무가치함 때문이며， 철(鐵)에 단련된 우리의 가슴

3aKa.IUIJlIi lI<eJJe30M CepllUa") 과 철에 지쳐버린 우리의 꿈 ("I13HypeHHo꺼 lI< eJl e30M

Me t.\T e") 때문이다. ‘도달할 수 없음’이

긍정시학에서

그리스도의

긍정적

본질

로 이해되고 그의 본질에 아무런 분열이 없듯이， ‘우리들’ 인간에게도 분열이
없다. “MbI"의 내적 분열은 없으며， 시적 자아는 MbI-HapOll 속에서 개체화와 소
외를 겪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신화화는 순수하지 않다. ‘신
화’는 ‘전셜’과 ‘동화’로 내려섰으며， 전설이나 동화의 시작을 본뜬 “ EblJI OllHH
Bceno6ellHbIR XPIi CTOC"( “옛날에

품고

있다. 그는 신의

한 불패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아이러니를

독생자도 유일 존재도 아닌

그저

한명의

그리스도에

불과하며， 인간역사에서 되풀이해 나타나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들의 출현을
암시적으로 예고한다.
두 번째 시 <OH BXOllHJI npOCTO인 H CKYllHbIα， 그가 들어갔다， 평범하고 초라

한 자가 >24) 에 오면 안티테제의 조짐은 완벽해 진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언어
적으로 고정되지
자신에

대해

전능함의

않는다. 3 인칭

대명사로만 나타나는 주인공 “oH ”은 세계와

분열을 모르는 불패의

존재(“ Bceno6ellH뼈")가 아니라 신비함과

광휘를 걷어낸 평범하고(“npocToR") 초라한(“ CKYllHb떠’) 환시가-시인

에 불과하다. 광휘 와 마찬가지 로 금언도 그의
rac"). 육화된

로고스로서

것 이 아니 다(“ OH (..J MO Jl 4a Jl H

그 자신이 ‘목소리’ (roJloc) 이며 ‘말씀’ (r J1aroJl)인 그

리스도는 이 시에서 말없는(“MOJl4aJJHBbIR" )인간-시인으로 변해

있고， 목소리를

갖지 못한 지상의 ( tl]) 존재들에게 목소리와 함께 생명을 부여해 줄 힘은 그에

게 애당초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소통과 communio 의 이루어지지 못함은 바
로 이 높은 신화적 존재의

언어결핍성， 언어상실성에서

연유한다

앞 시에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서 몽을 엎드렸다면(“11 npell
HHM pacnpOCTepTμe llOny") , 이

23) A. DJlOI< (1960) rco φa.HHe
24) 같은 책， 226쪽.

시에서 그를 쫓는 것은 집요한 시선과 악마적

CO 'lHHeHHR.ll, T.

1 , c.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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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다(“Ha HerO CMe J'l JIOI r JIa3 ''). 자기동일성을 상실한 시적 주인공은 한편

으로는

여전히

(“ 3aBOpO )f<e HHbIH

“.llywa" 와의

만남에

대한 감미로운

예감에

매혹되어

있지만

CJIa.llKO외 ÕJIH3CTb lO .lly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가 모습을

/

바꾸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3HaJI -

이중적이다. 복음과 구원을 믿지

H3MeHHTC J'I OHa").

환시가의 소외는

않게 된 그는 거짓 예언가， 거짓 밀교도로，

、rates 의 본질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범

poeta

속하면서도 생명력에 차 있는 군중(“ TOJIna") 의 삶에
밀교도다(“CTpaHeH ÕbIJI , npOCTOH H CKY.llH뼈

두 번째

시가 시인의

이중적 소외에

악마적인 이면을 노출시킨다면
가 멋진 무도회에

/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MOJIyaJIHBblH HeJIIO.llHM").

의해 신화시학적

질서의 부정적이고

세 번째 시 <~BHJIC J'I OH Ha CTpO 꺼HOM ÕaJIe 그

나타났다 >25) 는 이

평가절하를 지상적 삶 (ÕblT )의

평가절상

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엄숙한 초월가치가 우스광스런 모습으로 출현하
고， 동시 에 ÕblT 의 범 속한 현상들이 카니 발적 가면 쓰기 를 통해 우주드라마의

주인공들로 등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이고 초인간적인 주인공들을 우스광스럽게
만든다

그리스도 현현의 장소는 이미 사원이나 산정이

다. 그러나 이

공간은 오로지

아니라 무도회

세속적인 장소이기를 넘어서서

양가적

흘이

성격을

갖는다. 춤추며 돌아가는 화려한 홀은 성령체험 모임의 신화시학적 자기연출
과 연결된다. ‘ 3apJ'l’를 기다리는 환시가들의
둥글게 춤추는 사람틀의

밀교적 서클(“ COMKHyT뼈 Kpyr") 과

맴돌이(“ KpY:l<eHHe") 가 이 공간의

다(“ BclO HOYb Kpy:l<HJIHCb B WyMHOM TaHue ,

/

의미에

함께 포함된

Bc lO HO뾰 y CTeH C:l<HMaJIC J'I Kpyr").

앞의 두 시와 탈리 여기서는 환시적이고 신화적인 세계질서와 연극적이고 유
희적인 세계질서 사이에 역동적이고 열린 균형이 생겨난다. 환시적 시인은 아

를레킨 (ApJIeKHH) 으로 등장하고， 반짝이는 창문의 빛 속에 현현하는 ‘천상의 친
구’의

고요함(“ õecwyMHbIH") 은 어지러운 춤의 소란함과 대비를 이루지만，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에 의해 그냥 부정당하지 않는다. 시인의 예언적 말은 광
대의 딸랑이 방울 소리로 대체되고， 시인과 .lly삐a 의 만남은 아를레킨과 콜롬비
나 (KOJIOMÕHHa) 의 소동으로 대체된다. 크고 조용한 나방이 눈으로 아래를 내려

다 보는 ‘천상의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은 연극이고 유회이다.
천상의

.llywa-Co~bJ'l -npeKpaCHaJ'l DaMa 를 기다리듯， 가면을 쓴 시인인 아를레킨

-피에로는 그의

25)

환시가 시인이

같은 책， 227쪽.

콜롬비나 소피아를 26) 뒤쫓는다. 태양의

황금빛 (30JIOTO)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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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색으로， 은색 달빛 (Cepe6p이은 콜롬비나의

창백함 (6JleLlH a.ll) ,

하얀 분장으로 변해 있다.

아를레킨-신화시인과 콜롬비나-/J.y피a 는

1902 년부터

블로크의

많은

시에서

고정 적 인 쌍으로 등장한다. 역 시 1902 년에 쓴 시 <CBeT B OKOmKe maTa Jl C.lI 빛
이

창에서 흔들렸다>건)에서 신화시인과 아를레킨의

기능상의 동일성은 장소

의 동일성에 의해 강조된다. 아를레킨은 선화시인이 있기 좋아하는 바로 그곳
(창가， 현관 옆， 문 옆)에 자리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이상에

대한 신화시인의 실망은 이

시에서도 아를레킨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흰색과 붉은색이 대비를 이루는 아를레킨 의상은 천상과 지상의 질
서를 카니발적으로 결합시킨다 두 세계의 신화적 합일은 환상이며 눈앞에 벌
어질 일은 신비극이 아니라 익살맞은 광대극， 가면극이다(“HaBepxy - 3a CTeHO~
- / Ill yTOBCKoH MaCKCpan"). 마스크들이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가면극에서
태양의

빛과 에너지를 상징해야 할 ‘그’ (OH) 의

검 (Me 'l)은 목검에 지나지 않는

다(“Me 'lOM /J. epeB .lI HHbIM"). 그것은 연극적 대용품으로 허구적이고 연극적인 텍스
트세계

안에서만 통할 수 있을 뿐이다. 목검으로 쓰는 글자에 ‘그녀’ (OHa) 가

매혹당해도， 그는 그 매혹을 믿지

않는다(“Bocx뻐eHb~ He Bep.ll". 아를레킨이

터뜨리는 웃음(“XOXOTaJl ap JleKliH")은 일상적 삶에서의 그의 본성과 상징적 본
성(선화시인의 마스크) 간의 근본적인 모순성에서 터져 나온다. 이 웃음 (XOXOT)
은 부정적이고 악마적인 웃음 (CMex) 과 동일하지

않다. 악마적

웃음은 이상의

허구성， 부정성을 폭로하지만， 아를레킨의 웃음은 그것과 함께 6b1T 와 육체의
건재함， 우월함을 과시한다. 동시에

이 웃음은 신화시인의

창백한 마스크인

피에로와 아를레킨의 가장 큰 차이다. 기만당한 꿈을 슬퍼하는 피에로에겐 웃
음이

없다(“llpQ)[(Il T 06MaHyT뼈 f1 bepo "28)).

다른 시들， 특히 ‘분선’(/J.BOHHIl K) 주제를 다루는 시에서도 아를레킨은 신화

적 시인의 마스크로 나오고，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 익살로 얘기된다 : “ BOT

MO .ll neCH .lI

-

Te6e , KO JlOM6Il Ha.

TaKlle yMe~ C JlaraTb"( “여기

/CJ/

네게

TO Jl bKO B Hap.ll/J.e myTa -Ap JleK Il Ha/ f1 ecHIl

바치는

나의

노래가

있다

-

콜롬비나여

/(...)/ 광대 아릎레킨의 옷을 입고서만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구나’').29)

26)

콜롬비나와 소피아는 모두 ‘비둘기’와 연관을 갖는다， 비둘기 kolombe) 는 콜롬비나

의 어원이며 동시에 성령의 여성적 현상방식이다.

27)
28)

이

같은 책 , 210쪽.

같은 책，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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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IlBOHHHK 분신〉에서 아를레킨은 시인의 분신일 뿐만 아니라， 양극성의 카
니발적 합체로서， 그 자신의 분신을 갖는다: “ 51 - ApJl eKHH , H 3a MHOIO - CTapHK ,"

(“나는

아를레킨， 내 뒤를 늙은이가 따른다，") 아를레킨 의상의 흰색과 붉은

색은 빛과 노을 (3apjj) 의 높은 상징을 낮은 6b1T 로 끌어내리고， 이 색깔들에 들
어 창백함과 핏빛은 아를레킨의 유쾌함에 ‘죽음’의 숨결을 섞는다(“ B CMepTHOM
BeCeJl벼

MbI

-

.llBa

Ap Jl eKHHa")

아를레킨의 분선인 “ CTapHK" 은 바로 이 죽음을

체화한다. 죽음은 콜롬비나의 창백한 얼굴과 흰 옷， 늘어뜨린 머리에서도 암
시된다. 콜롬비나는 상정(빛의 .llyma , 정결함， 생명소생， 다산성)의 이면에 자리
하는 반(反)상징， 반의미(성애와 호색성， 죽음에의 끌림)를 드러낸다，30)
이 시들은 신화시적 세계가 지배하던 1902-1903년에 벌써 연극적이고 발라
간적인 유희가 블로크에게서 독자적인 공간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1906년에

오면 이것은 좁은 경계 안에

머무르던 간주곡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경향이 된다. 발라간과 어릿광대극이 상징주의자들의 시와 언어， 행
동양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연극적 장치가 삶과 예술을
객관화， 생소화하여 다루면서 연극적 유희 속에서 그 상호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실험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세계와의 관계가 이상화된 미에 대한 경
건한 자기기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기만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매우

데

발라간은

적합한

형식이었다

<5aJlaraHt.IHK

드러내고
가설무대〉

(1 906) 연출과 관련하여 메이에르홀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블로크는 다음과 같
이 쓰고 있다. “ BCjjKH꺼 6a Jl araH , B TOM
rrpo6HTb

.llpemb

B MepTBe t.I HHe:

t.I HC Jl e

H MOH , CTpeMHTCjj CTaTb TapaHOM ,

(...) B 06bjjTHjjX myTa H 6a Jl araH t.I HKa CTapbIH

MHp rroxOpOmeeT , CTaHeT MO Jl O.llbIM , H r J1 a3a ero cTaHyT rrp03pa t.I HbIMH , 6e3

(“나의

것을 포함하여

.llHa ,"

모든 발라간은 성벽을 부수는 파성추가 되고자 하고，

죽어 굳어버린 것들에 구멍을 뚫고자 한다:

(..J

광대와 발라간의 포옹 속에서

늙은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두 눈이 투명하고 한없이 깊어 진다’， )3 1)

블로크는 발라간 모티브와 장치를 통해

예술텍스트 속에서

세계와의 관계

를 성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발라간 연극으로 만틀었다. 삶을

29)

같은 책，

287

쪽.

30) 콜롬비나에게서 일어나는 다른 신화적 상정색의 강등도 여기에 속한다. 푸른 하늘

색(정색 CHHee , 감청색

J1 a3YPb)

,

노을색은 형이상학적인 높은 곳으로부터 콜롬비나

의 방을 꾸미는 연한 하늘색 (roJ1y6oe) 과 장미색 (p030Boe) 으로 낮춰진다.

31) A,

DJ10K (1 963) FCo6paHHe CO 'lHHeHH.찌， T 때， MOCKBa - ]J eHHHrpa.ll, C, 169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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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예술을 탈예술화시키고 연극을 종교제식으로

신비교로，

극장을

사원 (Tea Tp -XpaM) 으로，

예술가를

사제

(XY.1l0)((HH I< -)((pe l.\)로 만들고자 했던 꿈으로부터 블로크는 삶을 발라간으로 만들

고 예술가를 어릿광대로 만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의 연극화는 블로크에게 예술의 딜레마， 나아가 예술의 저주를 뜻하게

된다. 신화시학의 신비극이 삶과 예술을 뒤섞어 버렸듯， 연극놀이가 되어버린
삶도 삶과

예술을

caMOH .1l ep30CTH ,

구별하지

3Ha~ ，

~ero

못

한다: “ XY.1l0)((HH I< .1l0 Jl)((eH 6 b1 Tb TpeneTHbIM B

CTOHT CMemeHHe HC l< yccTBa C )((H3Hbffi , H

OCTaHOBa~Cb

B )((H3HH npOCTblM ~eJlOBe I< OM."( 예술가는 자신의 모든 대담함을 두려워해야 한

다. 삶과 예술을 뒤섞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고， 삶에서는 단순한

인간으로 머물러야 한다 .)32)

삶과 예술은 신비극처럼 결합될 수 있는 것도， 발라간처럼 뒤섞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블로크가 환시적 신화시학과 발라간을 거쳐 도달하는 결
론이다. 위대한 천재만이 짧은 한 순간동안 삶과 예술 사이에 바람결 같은 무
지개 다리를 놓을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천재의 죽음과 함께 곧 사라져 버린

다. 삶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영원하고 비극적이다.33 )

자신의 삶

을 발라간으로 만들어 버린 후에 블로크는 예술의 저주에 관해， 삶으로의 회
귀에 관해， 시회적 봉사에 관해， 민중과 인텔리겐치야에 관해 묻는다. 이 물음

을 통해 그가 모색하는 것은 삶과 예술을 확실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삶으로 가는 예술의 통로다. 그는 비록 발라간의 딜레마를 인식하였
으나 삶과 예술의 합일이라는 상정주의의 근원적 동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있어 ‘인간이

에게

그

됨’ (Bo~eJlOBe~eHHe) 은 예술로부터 삶을 단절시키고 예술가

를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술가가 인간이 된
다 함은 ‘오로지 인간’이 아니라 ‘예술가-인간’ (XY.1l0)((HH I<켜 eJlOBe l<)이 됨을 말한
다.

이

예술가-인간은

CTHXH~ 속에서

민중과

같은

CTHXH~

속에서

탄생할

것이고

따라서

민중과의 분리도 지양되리라는 것， 이것이 유토피아 추구에서

블로크가 제시한 마지막 모델이었다. 이 최종적 모텔에 대한 명확하고도 절실
한 인식은 자신의

삶을 발라간으로 만든 다음에야 블로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32) A. 5.no K( 1962) "0 COBpeMeHHOM COCTO커뻐J.I pycCKoro 대MBO깨 3Ma" ， "Coφ8HHe CO <fHHeHHφ ，
T.

V , c. 437

33) A. 5.noK(1962) ’께CKyCCTBO

J.I

ra3eTa"(1912) ,

f'Co6p8HHe

CO <fHHeHH째， T.

V , c. 4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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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르이 역시 삶이 발라간이 되었다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예술가
에게 삶은 즐거운 가면무도회다. 삶의 암흑을 송직하게 인정하는 선한 가면과
규범을 주장하는 악한 가면이 거기서 유쾌한 무도회를 벌인다 34) 이것은 극장
을 사원으로， 연극을 디오니소스적 제식으로 만들고자 한 이바노프 (BR. ffBaHOB)
의

연극론 35) 에

대한 강한 반발과 냉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 Ho

pa3Be MbI rpeKH? Ho pa3Be llOJllI<HbI MbI eCTb OJIHBKH H nJIRCaTb BOKpyr K03JIa?

IlocMoTpeJI 6bI R, KaK 3TO Tenepb ocymecTBHMO!")(" 우리가 그리스인인가? 올리

브를 먹고 산양 주위에서 춤을 추어야 하는가? 그게 지금 어떻게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36)

벨르이는

예술과 삶의

이루어질

합일이라는 명제가 그

자체 풀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그는 예술은 예술로，
삶은 삶으로 남을 것을 주장한다윈). “ Ho y llpa뻐 eCTb CBOR C06CTBeHHa Jl llpaMa:

。 Ha -

tþOpMa

예술의

HCKycCTBa"( “드라마는 자신의

형식이다.’')38)

고유한 드라마를 갖는다

그러나 벨르이가 드라마를 삶의

형식

그것은

모델로 삼거나

삶을 무대로 가져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드라마와 삶의 접촉， 삶에 대한

드라마의 작용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드라마가 관객에게 갖는 모델
로서의

신의

기능은 주인공과 ‘운명’ (POK) 의

운명에

이를 위해

투쟁에

있고 극장문을 나선 관객이 자

맞서

창조적

주인공으로서

관객이

비극의

카타르시스를 함께

34) A. EieJJ뻐(1 969) ， "I1CKYCCTBO" ,

.!l,

f'Apa6eCKH

싸우게

되는

데

있었다.3 9 ) 벨트이는

체험하고 영적

변용을 겪어야

München , c. 125.

35) 연극은 모두가 하나의 COÕOpHOCTb 의식 속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를 자신에게

도 내재하는 행위로 체험하고， 배우와 관객이 망아적 카타르시스 속에 하나의 몸
으로 융합하는 신비제식이어야 한다는 이바노프의 연극론에 관해서는 BJI. I1BaHOB

‘

의 "H iume H nHOHHCOC ‘'(1 904) ,

(1 905) ,

“HOBble

MacKH" (1 904) , "BarHep H tlHOHHCOBO tle J;l CTBo"

"npetl'lyBcTBI깨 H npetlBeCTHJI “(1 906) 등을 참조하라. 첫

I1BaHOB (197 1)

f'Co6paHHe

들은 B.s!. I1BaHoB

(1 974)

CO 'fHHeHH.φ ， T.

번째 에세이는 BJI.

1 , Ei pIOCCeJJb , C. 715-726에， 나머지 에세이

f'CoφaHHe CO 'fHHeHHH.!l, T.

Il,

Ei pIOCCeJJb , C‘ 76-82 , 83-85.

86-104에 실려 있다.
36) A. EieJJμJ;l (1969)

“ TeaTp

H COBpeMeHHa .s! tlpaMa". 대pa6eCKH.!l. München , c. 27.

37) “ nyCTb TeaTp OCTaeTCJI TeaTpOM. a MHCTepH .s!
38) 같은 책. 20쪽
39) 같은 책， 18-19쪽

-

MHCTepHe J;l." 같은 책，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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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는 이바노프와 같은 견해였지만， 그 전제로 연극에 참여하는 모

든 사람이， 배우이든 관객이든， 이념적 종교적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는 동의하지 않았다.

벨르이의 해석에 따르면 상징주의 연극공연이 참패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었다 무대위의 상징주의 연극은 본질상 연극과 예술의 바깥에

놓여

있 었 다，

세 익 스피 어 (S kakespeare) , 소포클 레 스 (Sophokles) ，

(Corneille) 에게서

연극은

(Maeterlinck) 로 오면서

연극으로

머물렀으나

입센(Ibsen) 과

코르 네 이 유
메테르링크

연극은 연극이기를 멈추었다. 그러나 연극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사원이 되지 못했고 기껏해야 설교가의 연단 정도가 되었다고
벨르이는 진단한다 40) 때문에 그는 상징주의

연극의 유일한 연출가능성은 재

현적 묘사를 포기하고 연극을 연극으로 지각하게 하는 의식적인 기호성， 인형
극에 있다고 본다 .41) 벨르이의 이 같은 견해는 사실로 입증된다. 러시아 상정

주의 드라마로서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동시에 연극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유일한 공연은 양식화된 대사에서 묘메디아 텔아르테적인 형상들에 이르기까

>

지 메이에르홀드에 의해 철저하게 연극기호적으로 연출된 블로크의 <5aJlar aH T.lIi K
이었기 때문이다 .42)

양식성， 기호성， 연극성은 벨르이가 삶과 예술의 형식원칙 혼합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행위규범으로 상당한 작용을 했다. 금양피를 찾
아 나선 aprOHaBT 로 자신을 양식화하고 ‘태양의

아이’로 자신을 지각했던 것

도 연극적 생예술의 한 현상이었고， 어릿광대로 변장하고 류보피 블로크에게
나타나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연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한 예
는 드물지 않았다. 그의 문학텍스트 역시 초기 시에서 후기 소설에 이르기까

40)

같은 책， 37 쪽.

41) 이 점에서 벨르이는 자연주의 연극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연극의 조건성 (YC.nOBHOCTb)
을 일관되게

주장한 브류소프나 메이에르홀드와 입장을 같이

(1 987) "HeHYlI<Ha }l npaBtla" (1 902) ,

FCO 'lHHeHHJI B I1BYX TOMax

Meßepxo.n btl (1 968) "5a.n araH" (1 912) ,
c.

42)

[PCTaTb H,

DHCbMa.

Pe 'lH.

한다

B.~. 5plO COB

.JJ, T. II , c. 56-67. B.3
[j ecel1b1.JJ, T.
1 , MOC I< Ba ,

207-229

벨르이도 1906년 KOMHCCap ll< eBC l< a}l 극장에서 메이에르흘드의

연출로 무대에 오른

<5a.naraH'IHK> 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는 연출에 국
한되었고， 희곡 <5a.naraH'IHK> 의 내용에 관해서는 블로크가 신비한 세계혁신의 신
성한 이념을 광대극으로 뒤집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A. 5e.n뼈(1 969) "CHMBO재'1eCK때

TeaTp" ,

FApa6ecKH

.JJ, c. 299-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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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켄타우루스， 도미노， 카니발， 변장， 발라간， 광대극의 모티브가 끊임없이 나
타난다쩌) 물론 이것은 블로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삶의

부조화，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의 표상과 삶의 윤리적， 미적 불합치성， 일상적 삶과 우주적인 삶
의 충돌 같은 세계의 양면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본적 장치였다. 그러나 벨르

이에게서 이 연극적 모티브들은 삶으로 바로 가지고온 예술장르와 형식이 얼
마나 우스광스럽고 그로테스크한가를 훨씬 날카롭게 보여준다.

벨르이 의 초기 작품인 WCH빼OHHR (2-aR , npaMaTH4eCKaR) 제 2 교향곡.JJ 44) 과
1903 년에 쓴 시들이

대부분인 연시

<npe)J(야

H Tenepb

옛날과 지금 >45) 는 블

로크의 시에서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준다. 천상의 아니마는 지상의 여인으로
축소되면서 카니발적 가면무도회를 시사한다. 화장， 의상， 붉은 색과 흰색， 분

홍과 하늘색의

컴비네이션은 인형극의

무대를 연상시키고 세계구원 신화는

아이러니하게 생소화된다. 아니마의 메타모르포즈에 상당하는 변화는 남성 주
인공에게도 일어난다. 신화시인은 ‘기인’ (4ynaK) 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여
성파트너와 함께

He3HaKOMKa - He3HaKOM뻐 npyr 를 연기한다. 그러나 블로크

와의 이 같은 공통점에 더하여 벨르이에게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신화화하는
신화시인에 대한 풍자적 아이러니가 훨씬 신랄하다. 예언가 시인은 고전주의
적 무대장치 속에서

연극화되고 46) 그의 ‘성스러운 광기’는 범속한 ‘과대망상’

으로 추락한다: “ ~íI

He ÕO Jl eH: HeT , HeT! /

HaK JlOHHJl

/

OH

CBO찌

/ / 3neCb õe3yMe l.\

J1 HK
)J(

MHOrOnyMH뻐

. /

íI

íI -

CnaCHTe Jl b)>. // TaK Ca3aB ,

B TOCKe B030n“J1: / <{OH -

Õe3YMH뼈)>.

HBeT (...)" (“<난 아프지 않아 아니 야， 아니 야!/ 나는

구

세주야>. / 그렇게 말하곤 생각에 잠겨/ 그는 고개를 숙였다 .../ 나는 우울해서
외쳤다:/ <그는

미쳤어>.// 이곳에 미치광이가 산다

"47)

변장， 가장， 가변은 벨르이에게서도 1906 년을 전후하여 지배적인 장치가 되
고， 아를레킨과 도미노는 주인공의 정체성 분열， 자아상실의 산물로 등장한다.

블로크에게서 가면 쓰기가 보다 함축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되는 데 비해， 벨

43)

동시대 회화(유겐트 양식， K. Somov 의 풍속화， Beardsley 와 Böcklin 의 그래픽화，
싸!p

HCKyccTBa 화가들의 그림 등)가 벨르이의 이 같은 모티브와 양식에 미친 영향
Chr. Ebert (1 988) 'Symbolismus in Rußland!! , Berlin , S. 145 , 146,

에 관해서 는

44)
45)
46)
47)

170 참조.
A. 5eJl뼈 (1971) '~eTupe C씨때OHHH，g， München , c. 123-326.
A 5eJlhlll (1 988) , "f1pe*ne H Tellepb" , ff"CTHXOTBOpeHH갱， MocKBa , c. 167-209.
A. 5eJlhlll (1988) <f1 peneHbe>(1903) , ff"CTHXOTBOpeHH쩌， MOCKBa , C 68 - 71.
A. 5e JlbIlí (1 988) <5e3YMe l1 >(1904) , I'CTHxoTBopeHH쩌， c.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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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이에게서는 훨씬 노골적이고 긴 연쇄를 이룬다. 표제부터 노골적인 시

<

MaCKapa.ll>에서 가면은 “'l OPT"

“c

MepTb"

“ orHeBoe .llOMHHO"

“'l OpT , - aTJIaCHbIß , KpaCH뼈

“ Koca"

“nOM”H。”로 계속 바뀐다쩌) 붉은 도미노는 충동

적이고 잠재의식적인 영혼을 의상으로 외화시키면서 악마적이고 죽음을 지향
하는 잠재의식과 함께 에로스적 측면을 구체화한다. 도미노의 다른 절반을 이
루는 흰색은 주인공의 순수한 정신적 본질을 상징하지만， 이것 역시

하쌓게

분칠한 시체같은 얼굴， 검은 마스크와 결합하면서 죽음을 내포한다.
마스크의 연쇄에서 도미노와 아를레킨， 콜롬비나의 이중적 본질(신화와 반

신화， 상정과 반상징， 저곳과 이곳， 삶-사랑과 죽음， 의식과 잠재의식)은 한가
지 것이 다른 것으로， 동시에 다른 것이 고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중적 메타
모르포즈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현실의 실재물은 상징적 기호로， 기호는 다
시 현실의 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 제 2 의 메타모르포즈의

결과는 애초의

원상태가 아니라 원상태이면서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제 3 의 상태이다. 나의
고유한 얼굴， 원래의 맨얼굴에 가변을 씀으로써 ‘가면을 쓴 나’가 생겨나지만，
이 가변을 벗을 때 드러나는 것은 원래 그대로의 얼굴이 아니라， 그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 3 의 얼굴이거나 또는 텅 빈 백지이다.
하나의 가면 아래 또 하나의 가면이 드러나는 끝없는 가면의 연쇄는 소설
wf1 eTep6ypr

페테르부르그 ~49)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w 페테르부르그』의

혼란스

런 가면놀이에서 ‘가면’과 ‘얼굴’의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인물은
언제나 역을 연기한다. 아폴론 아폴로노비치 아블레우호프와 리판첸코는 러시
아의 지배자 역을 두고 경쟁하고， 특히

리판첸코는 아블레우호프， 니콜라이，

두드킨으로

역을

구성된

wMe .llHbIß BCa.llHHK

삼중주단의

지휘자

연기한다.

두드킨은

푸쉬킨의

청동기사』에 나오는 예브게니와 표트르대제를 연기한다. 니

콜라이는 순교자와 복수자를

연기하고 소피아는 아블레우호프 살해

지령을

담은 편지를 니콜라이에게 전함으로써 그를 ‘광대’로부터 ‘게르만’으로 변화시
키려 하는 ‘운명의 여신’을 연기한다.

이들 인물은 (두드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스로 마스크를 선택하고 포즈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을 삶의 연출자로 여기는 이같은 자신

감은 인물들의 숙명적인 오해다. 그들의 가면 밑에는 진짜 얼굴이 있지 않다.

48)

A , oeJI뻐 (1 988)

49)

A , oeJI뻐

[FCTHXOTBOpeHHJ1 jj

(1 98 1) FneTep6ypr jj ,

,

C,

206-209 ,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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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자신의 본래 얼굴이라 여기는 것은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씌워진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면이다. <MaCKa 가면 >(904)50) ， <AnOKa ;umCHC B

pyCCKOH n033HH 러시아 시에서의 묵시록 >(1905)50 같은 벨르이의 초기 에세
이에서만 하더라도 가면은 진짜 얼굴인 깨K ’(뮤즈， 햇빛옷을 입은 여인)를 감
추고 있었다. 그러나 wneTep6ypr dJ에서

가면은 J1I1K 를 감추고 있지

않다. 여기

서 모든 가면 아래 은폐되고 위장되고 있는 것은 ‘카오스’다. 터져 넘칠 듯 살

아 있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물들에게 의식되지

않고， 그래

서 더 위험한 카오스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죽은 마스크 껍질 아래 숨어

있

는 것이다. 의식적 가면이나 변장， 도미노를 벗어버린다 해도 니콜라이는 아

버지

아블레우호프와 마찬가지로 여 전히

가면이다. 즉， 카오스를 덮고 있는

문화 껍데기， 죽은 문화의 가면이다. 그것에 더하여 의식적인 분장까지

하는

니콜라이는 가연을 쓴 덮개， 다시 말해， 카오스의 가면의 가면이다. 당(黨)과
의 접선， 테러에 대한 동의도 니콜라이가 취하는 포즈의 하나이지만 실상 이
것 역시 그 스스로 선택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서 마비되어버

린 그의 의식을 뚫고 이미 바깥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카오스의 정후이다. 니
콜라이가 그의 포즈의 진짜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은 가면무도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소피아의

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자신이

운명의 여신， 심지어 운명

그

역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명의 도구이다. 그녀는 ‘세

계혼’ (MI’ pOBajj IlY띠a) 소피아가

갖는 신비한 신화적

wCepe6pjjH뻐 ro .ny 6b 은비둘기』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마트료나같은 악마적이고 관능적인

차 없다. 그녀의 이름 소피아에게서 표현되는 것은 벨르이의

매력조

냉소주의다. 니

콜라이가 카오스의 가면이라면， 소피아는 아무것도 덮고 있지 않는 표피만으
로 이루어진

가면이다. 어떤

내적인

차원도 갖지

않는， 3 차원성이

결여된 52)

인형， 속빈 가면이다.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오페라 극장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기다리는 주인공

repMaHH 을 repMaH 으로 잘못 부르는 소피아와 붉은 도미노를 입은 개구리 니

5eJJ뼈 (969) ff'Apa6ecKH.o, München , c. 130-137.
5 1) A. 5eJ빼 (967) 이yrb 3e刀eHull.. KHHra crarell.o, New York and London , c. 222-247
52) “ nepCne I< THB bI *e He 6b1JJo. (…) Hy , OTI< y.aa *e 6μTb nepCne I< THBe?"( “도대체 퍼스펙티
브가 없었다 ('..l 하지만， 어디서 퍼스펙티브가 나오겠는가?") A. 5e JJbl R098 1l,
'f1erep6ypr.o, c. 60.

5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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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이， 그리고 벨르이 자신과 블로크， 류보피의 스토리에 대한 냉소적인 가
공은 벨르이에게서 ‘ 3apj!’가 완전히

꺼지고 ‘영원히

여성적인 것’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끝났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블로크의 광대극과는 상당히 다르다. 블
로크에게서는 세계혼과의 합일에 대한 동경이 비극적인 꿈으로 끝까지 살아
있다. 유쾌한 아를레킨과 마분지 신부의 데이트를 바라보며 슬픈 얼굴로 한켠
에 머무르는 블로크의

피에로는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자신의 노래

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런 피에로에게 콜롬비나는 여전히 그의 아름다운 신부
이며 ‘밝은 삶’의 상정이다. 이와 달리

벨르이의 소설에서는 니콜라이를 비롯

한 모든 인물들， 폭탄 폭발뿐만 아니라 ‘흰 도미노’까지도 희화화된다.
상징주의의 긍정시학에 대한 패러디는 의도적 가면쓰기의 절정인 가장무도
회 장변에서 더 분명해진다.<러시아 시에서의 묵시록>에서만 해도 ‘붉은 죽
음의 가면’은 ‘햇빛옷을 엽은 여인’과 ‘짐승’(붉은 용)의 대우주적 싸움의 상징
이었다 그러나 『페테르부르그』의 가장무도회에서 붉은 도미노는 무력한 포즈
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붉은 죽음도 붉은 용도 아닌 우스광스런 ‘붉은 개구

리’이다. 마찬가지로 소피아도 햇빛옷을 입은 여인이 아니라 마담 풍파두르로
변장한 유한마담이다. 인물틀의 연극적 가면놀이가 절정에 이르는 가면무도회

에서 이 가면극의 실제 연출자는 인물들이 아니라 카오스라는 것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케이크 상자로 변장하여 니콜라이의 방안에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

한 채 놓여 있던 것이 바로 폭탄이라는 것을 니콜라이가 알게 되면서， 여태껏
가면극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가면놀이를 통해 계속 암시되어 온 슈제트， 폭
탄테러가 드디어 전면으로 나선다.

폭탄이라는 가면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카오스가 이제 가면을 부수고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인둘들도， 그들의

의식적인 가면도 모두가 카오

스의 가면이었음이 다름 아닌 가장무도회에서 드러난다. 이는 문화껍질인 니
콜라이， 아폴론 아폴로노비치， 소피아， 그리고 무형식의

덩어리인 리판첸코에

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의식적 연기를 하지 않는 두드킨도 마찬가지이다. 두

드킨의 발광은 자유의지의 상실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가 삶을 파괴하고 짓
밟는 표트르와 붉은 말을 탄 묵시록의 기사를 그로테스크하게 복제하는 마스
크임을 보여준다.
소설 전체의

연극성 - 가면의 가장 깊숙한 안쪽으로부터， 폭탄의 내부로부

터 터져나오는 카오스와 이 카오스의 무의식적 가변인 인물들의 광대극은 소

설의 ‘프롤로그’를 통해 처음부터 요란하게 광고된다. 소설에 내재하는 연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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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롤로그라는 양식과 장치를 통해 추가로 강조되는 것이다

(각 장의 무대

커튼을 열어젖히는 떠버리 제목들 외에도) 프롤로그가 예고하는 발라간은 소

설 안에서 여러 주제들이 잡다하고 그로테스크하게 얽히게 될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프롤로그 말미에서 언급되는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존재， 즉 지도

상의 동그라미 속의 동그라미에 들어
점으로부터 소설의

있는 작은 점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말들이 거센 흐름을 이루며 쏟아져나가 온세계를 돌아다

니게 될 것이라는 선언은53) 소설의 가장 큰 주제， 즉 가면 속의 가면， 덮개

속의 덮개， 폭탄 속의 폭탄에 들어 있는 카오스와， 소설의 진행과 함께 그 가
변을 차례로 뚫고 세상을 뒤덮을 카오스에 관해 말해주며， 동시에 이 대주제
의 전개구조에 관해 말해준다
그러나 프롤로그는 소설 슈제트와 인물의

연극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극

성까지도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소설을 희화화한다. 독자-관객을 발라
간으로 소리쳐 불러 모으는 프롤로그는 발라간의 광고문답게 비극성도 영웅

성도 허용치 않는다. 인물 뿐 아니라，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카오스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마스크인 폭탄도 영웅성을 박탈당한다. 폭탄은 세상을 뒤엎지도

사람을 죽이지도 못한다.<가설무대>에서

월률즙과 목검이

속에서 만름은 진짜 피와 진짜 칼로 통했다면

연극의

‘조건성’

w 페테르부르그』에서 폭탄은 픽

션 차원에서도 우스광스럽게 돼버린다. 블로크는 연극성을 시인의 서정적 동

일시의 범주 내에서 바라보고자 했으며， 합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분열과 소외
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끝까지 이상의 빛을 지워

버리지 않았고， 이상이 ‘풍자적’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벨르이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풍자적이고 패러디적인 아
이러니를 면하기 어렵다

w 페테르부르그」의 그로테스크한 구조는 진실로 비극

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더 정확히 말해， 원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벌어지
는 모든 가면극의 작가， 연출가는 어설프게 폭탄을 등장시키는 카오스가 아니

라 벨르이 자신이다. ‘흰 도미노’가 인물들의 눈앞에 잠깐 떠올랐다가 곧 사라
져버리는 것과 달리 ‘흰 벨르이’(Iìe JlhIα) 는 모든 것을 조롱하고 압도한다. 음악
의 정선으로부터 비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벨르이의 ‘뇌의 유희’(‘M03rOBa5I

Hrpa ’)로부터 발라간이 탄생한다. 두 개의 동심원， 벨르이의 둥근 머리와 두개
골 속에 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창조적 에너지가 거세게 뿜어나

53) A. 5eJJblìí(198 1l

FneTep6yprjj ,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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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 것이다.

4.
블로크나 벨르이에게 연극성과 아를레킨은 자아상실의 산물이었다. 예술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 합일을 이루고자 했던 바램이 결국 삶을 예술로， 연
극으로， 분신들과의 가면극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인식에서 그들은 민중적 삶

의

CTHXHjf

속으로 들어서서 고통 받는 자가 됨으로써 예술가-인간이 되거나

혹은 슈타이너(R. Steiner) 의 인지학에서 새로운 표점을 구했다.
이와 달리

예브레이노프 (H. EBeHHOB) 의 연극론은 상징주의

연극 토론과 연

관하여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바
노프가 주장한 (그리고 블로크나 벨르이가 애초엔 찬성했던) TeaTp-XpaM론에
대해 예브레이노프는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 연극은 신화를 재현하고 카
타르시스적 선화 재체험을 통해 집단적 민중의 몸속에 개체를 완전히 용해시

키는 디오니소스적 신비의 제식이 되어야 한다는 이바노프의 연극론은 근본
적으로 연극의 탈연극화， 극장의 탈극장화， 삶의 재(再)제식화를 의미했다. 이
같은

TeaTp-xpaM ,

신비극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블로크와 벨르이는

곧 깨달았다. 인간과 삶을 완전하게 변용시키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기능을
갖는 선비극이 동시에

예술형식， 연극형식으로 가능하다고 그틀은 보지

않았

다. 그 결과는 삶과 예술의 완전한 융합이 아니라， 신비극이 몽환극으로 변질

되거나 삶이 발라간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연극이 돼버린 삶

은 그 자체

재앙이었지만，

연극성을 찬미하고 삶의

예브레이노프에게는 축복이었다.

연극화를 주장했다. <ArroJJon쩌

예브레이노프는

TeaTpaJJbHOCTH

연극

성의 옹호 >(908) 에서 그는 극장을 거리로， 일상적 삶으로， 세계 전체로 확장
시 킨다:

“ nO .a

TeaTpaJJbHOCTb lO,

MOHCTpaUHIO jfBHO
Tea Tpa

, O.aHHM

TeH .aeHUH03HOrO

TepMHHOM ,

JJerKO , pa .aOCTHO

, .aeKOpaUHH
H

jf

rrO .apa3yMeBa lO

XapaKTepa , KaKOBajf ,

BOCXHTHTeJJbHblM lI< eCTOM

C03 .a aeT rrO .llM OCTKH
-

KaK

, O.aHHM

.aa l <e

3CTeT Ii'-I ecKylO

B.a aJJH OT

3 .a aHHjf

KpaCHBO rrpOTOHHpOBaHHblM CJJOBOM

H OCBOÕO l <.a aeT HaC OT OKOB

.aeßCTBHTeJJb-

BCeHerrpeMeHHO."( 연극성이라는 용어로써

HOCTH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경향적 성격을 갖는 미적인 시범이다. 이 미적 시범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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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단 하나의

매혹적인 제스츄어와 한마디

의 아름답게 울리는 말로써 무대와 장식을 창조해내고 우리를 현실의 족쇄로
부터 해방시킨다， 가볍고 즐겁고 확실하게.)“ 54)

물론 이바노프도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바노프가 디오니소스극으로 돌아감으로써

극장을 사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고 말하는 것과 달리 예브레이노프는 비극장적 공간을 극장화 할 것을 주장
한다. 삶 전체가， 세계 전체가 연극이 되고 극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
극성은 극장 건물에 국한되지
서

연극성은 소여로 주어져

<TeaTpaJUl3 aUH~

:l<H3HH

않고， 연극성의 장소는 삶 자체다. 이 관점에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삶의

연극화 >(908)55) 에서

연극

예브레이노프는

유토피아의

명제를

‘연극성’과 ‘변용’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우선， 연극성은 무엇보다 인간이 타고나는 ’본능’이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
을 바꾸어 보려는 본능적 욕구 (HHCTHHKT TpaHC~OpMaUHH) 를 지니며， 이 본능적
차원에

비하면

연극성의

미적

차원은 이차적이다 (npe3CTeTH3M TeapanbHOCTH

34; npell-HCKYCCTBO , 37).56)

이 연극성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다른 삶
을 창조하고(“TBOpHTb CBo6011HO llpyry~ 째 3Hb" ， 34) , 다른 사람이

되 고 ("CTaTb

llPyrHM" , 34; "6bITb He co6o~" ， 36) , 다른 것 을 하는 것 (" llenaTb llPyroe" , 34) ,

연극의 이 변형적 힘， 생창조적 잠재력을 예브레이노프는 ‘변용’ (npe06pa:l<eHHe ， 32 ,

35) 개념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것은 예브레이노프 고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
러나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이 높은 신적 권력과의 조화 속에 신의

이름으

로 변용을 추구하는 데 반해， 예브레이노프와 같은 연극적 생예술가들은 자신

을 독자적인

창조주，

데미우르고스로 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선다. 연극성은 지루하고 우중충한 셋빛 삶， 자연적 삶의 모습을 과감하
게 바꾸어 놓는다. 여기서 연극화의 행위는 자연에 대한 본능적이고 선(先)미

54)

H. EspeHHos (1 923) "AnoJJO ，H꺼 TeaTpaJJbHOCTψ ，

FTeilTp KilK

55) H. EspeHHos(1923) , FTeilTp KilK TilKOBOHJ , c. 32-73
56) 니체도 “속이기， 아첨하기， 거짓말과 사기， 등뒤에서

TilKOBO찌， BepJJHH , c. 28

말하기， 체면차리기， 휘황찬란

하게 꾸민 삶， 가면 쓰기， 은폐의 관습，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기”를 자

기보존을
Wahrheit

위한
und

인간의
Lüge

본능적
im

수단으로 설명한다. F. Nietzsche (1973) , "Über
aussermoralischen

GesamtausgabeJ , III-2, Berlin , S. 370.

Sinne “,

아Verke.

Kri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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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문화의 승리를 의미하며 인간에게 자연과 자신에 대한 권력을 부여한
다. 연극적

인간은 주어진 ‘나’와 연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를 숨기려 들지 않는다. 이 간격이야말로 자연과 자신의 운명을 굴복시키
는 연극적 인간의 권력을 증명하기
렴하는 주인이

되고 자신의 삶의

때문이다터)

인간은 자연과 운명위에 군

연출가가 된다: ‘때 TeaTpaJHl 3yeT 째 3Hb ， H

OHa nOJlyqaeT LlJlSl HerO nOJlHhIH CMhICJl, OHa CTaHOBHTCSI ero :l<H3HblO.'’(“그는 삶
을 연극화한다. 삶은 그에게
”니y* aSl

H HenOHSlTHaSl,

:l< H3Hb

완전한 의미를 획득하며

CBoeH'’(“낯설고 불가해한 삶이
자신의 삶이 된다."

그의

삶이

된다."

43)

CTaHOBHTCSI qpe3 TeaTpaJlH3aUHIO 6JlH3KOH H nOHSlTHOH.
연극화를 통해 가깝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3)

예브레이노프의 연극론이 바로크의 세계극장론 (Theatrum mundi)과 구별되

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세익스피어를 비롯한 바로크 예술가틀 역시 세계와
삶을 연극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계연극은 전능한 연출가인 선에 의

해 조종되는 것이었고， 신의 손에서 인간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예브레이노프에게 이

연극의 연출자는 다름 아닌 인간이

다. 연극성은 예브레이노프에게서 생예술과 생창조의 원칙으로 부상하면서 문

화 일반의 기본 전제가 된다. 연극성은 결코 타락과 변질， 퇴화의 징후가 아
니며， 오히려 반연극성이야말로 사회의

타락과 신앙의 붕괴， 자살율의 증가

를 가져온다고 그는 주장한다.많) 연극성의 본능이 억압당하면 인간은 다른 방

57) 예브레이노프는 이같은 연극성이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 에게서 가장 철저하
게 실현되었다고 본다. 와일드는 삶의

연극화를 통해 스스로 예술작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caMoMy CTaTb npOH3se .a eHHeM HC l< yccTsa, 162"), 이 예술작품을 언제나
예술작품으로 관객들 앞에 전시했기 때문이다. 의상， 포즈， 제스츄어 등의 모든 행
위를 통해 와일드는 끊임없이 ‘나’를 연출하며， 나와 역할이라는 인간의 이중 존재

속에 들어

있는 ‘다른’ 인간을 무대에서

끊임없이 연기하는 생예술가로 추앙받는

다. O. Wilde 뿐만 아니라 데카당한 초기 상징주의자들， 떠들썩한 스캔들의 주인공
이결 좋아했던 포스트상징주의자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포즈를 좋아했던 인상파
와 미래파， 특히 검은 비로드같은 부드러운 재능을 감추기 위해 요란한 노란색 카
프탄을 입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연출했던 마야코프스키도 이같은 연극적

생예술가의

대표적인 경우다. 파스테르나크는 마야코프스키와 예세년에게서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난 삶의

연극화 경향(‘ 3pe.ll때Hoe nOHHMaHHe 6Horpa~HH’)을 시대의

일반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B. naCTepHa l<(l 983), <OxpaHHaJl rpaMoTa> , 댐0311YDlHble

nyTHd} , Moc l< sa, C. 262, 268, 270-273
58) H. EBpeHHoB(1923) "TeaTpa.llH3al씨JI *H3HH'’, c. 59, 65- 67 그에 의 하면 연 극성 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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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여， 이를테면 교회가 연극을 억압한 시대에 볼
수 있듯 교회의식 자체가 오히려 연극화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삶을 자발적으
로 포기하고 재미없어진 삶의 극장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이다. 자살은 삶의

연극화를 허용 받지 못했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연출하고 자신의 삶
을 예술적으로 종결시키는 최후의 연극적 행위가 된다. 삶에 대한 권력이 곧
죽음에 대한 권력을 의미한다면 자살자는 역(遊)으로 죽음에 대한 권력을 통
해 삶에 대한 권력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59)

삶의 연극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브레이노프는 기꺼이 발라간을 가지고

오고 아를레킨을 이상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의

모델로 삼는다. 블로크에게서

아를레킨이 자아상실의 산물로 생겨난 여러 인물 중의 하나에 불과했고， 벨르

이에게서는 카오스와 운명 (POK) 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
내는 것이었다면， 예브레이노프에게서

아를레킨은 연극성

그 자체의

체현이

며， 존재를 기호로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존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가능
성 그 자체이다. 발라간， 가면무도회는 삶과 예술， 존재와 의미가 교차하는 공
간이며， 운명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눈앞에 시연하는 공간이다. 이로써

예브

레이노프는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파악하는 꼭두각시극의 전통으로부터 벗어
나 인간을 삶과 죽음에의 승리자로 만든다. 예브레이노프는 죽음을 서구연극
에서처럼 삶을 그림자처럼 덮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거나， 블로크의

<

가설무대>에서처럼 마분지 형상으로 깎아내릴 펼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
은 죽음을 연극적 사건으로 연출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권력
을 획득하기

은 인간의
죽음에
신의

때문이다. 웃음은 죽음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이점에서 아를레킨

변형잠재력을 구현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웃음을 통해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다. 때문에

생예술의 모델로 삼는다. 삶의

예브레이노프는 아를레킨을 자

연극화에

모아놓은 'TeaTp KaK TaKOBOAJ 의 서문에서

관한 마니페스토적인 글들을

그는 ”연극성의

TeaTpaJIbHOCHI")60) 로서 스스로 광대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다:

러

형태가 아직

삶과

기사 "("pbluapb

“ Ha CTpaHHuaX

애호받았던 1860년대 러시아의 자살율은 1 백만명당 29 명을 넘지

않았으나 1891-1907 년에는 151 명으로 증가했다.

59)

f 악령』의 키릴노프백치』의

은

구체적인

예들을

이폴리트 등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이에 대해 많

제시한다.

I. Papemo(997), 연uicide as a Cultural
Institution in Dostoevsky's Russia.JJ,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 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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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OR KHHrH BbI yBH.llHTe MeH .lI HeJ 3MeHHO C pyrropoM , KperrKO
H aK pa띠 eHHLIM

ryóaM , yBH.llHTe O.ll e TbIM B

HenpHBLIqHO- .lI PKHα

rrpHlI< aT꾀M

K

Hap.ll.ll, 3BeH.lIDl Htí

óyóeHuaMH , H ‘Me ll<.lly CTpOK ’ 3aMeTHTe ClIe .llLl MOHX BeCe lILIX HOr , HCKyweHHLIx B
HCKyccTBe nlI.lI CKH , uepeMOHHhlX nOK lIOHOB , H He Me.lllI.lIDlHX C nHHKaMH rro a .ll pecy
Tex ,

KTO ClIHWKOM r lIyrr H cKyqeH .

Baweìí COÓCTSeHHOìí

lI< H3HH.

.51

TPYÓlIlO BaM rrpH3LIB Ha rrpe .ll CTaBlIeHHe

Tpa-Ta-Ta!. .. 3SeHHTe , MOH óyóeHqHKH!. .. "(“이

책의

페이지에서 여러분은 빨강게 칠한 입술에 고깔 나팔을 꼭 갖다대고 있는 나
를 볼 것이오. 눈을 찌르는 별난 색깔의 옷을 입고 방울소렬 내는 나를 볼 것

이오. 또 ‘행간’에선 춤에 도통하고 점잔을 부리는 인사에도 능한， 하지만 너
무도 멍청하고 따분한 자들에겐 발길질도 서슴치 않는 내 즐거운 두 발의 자
국을 알아채게 될 거요. 나팔을 불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의
공연에 초대하겠소. 트라-타-타 I

딸랑딸랑 울려라， 내 방울아! ...)61)

광대 모자를 쓰고 딸랑이를 흔드는 예브레이노프는 자신의

‘삶의

연극화’

이론을 퍼포먼스화한다 삶이 연극이 되듯 책 또한 광대 예브레이노프의 무대
가 된다.
예브레이노프가 <연극성의 옹호〉와 거의 동시에 쓴 단막극 <BecelIa .ll CMepTb
즐거운 죽음>(1908)62)은 삶과 죽음의

연극화를 통해 죽음의 공포와 죽음 자

체를 이긴다는 유토피아적 연극관을 과시하면서 연극의 본질을 다루는 메타
극이다. 막이 오르면 아를레킨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다. 잠시 후 피에로가 각
광쪽으로 걸어나와 프롤로그를 옳으면서 점쟁이가 아를레킨에게 노는 것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 날에 죽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고 말한다. 피에로는 아를레
킨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풀기로 하고 그의 삶을 연장시켜주기 위해 시계바늘

을 뒤로 돌려놓는다. 바로 이 순간 아를레킨이 깨어나고 진짜 연극이 시작된

다. 첫 장면은 의사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를레킨은 의사
를 놀리기만 한다. 이 장면에서 환자와 의사의

역할이 뒤바뀌는데， 아를레킨

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사에게서 삶의 기쁨을 앗아갔다고 가르쳐준다. 의사
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로 하고 아를
레킨의

집을 떠난다

다음 장변에서

아를레킨과 피에로는 식사 준비에 바쁘

다. 그러나 손님으로 오게 되어 있는 죽음대신 피에로의 아내이자 아를레킨의

60) H. EspeHHos(1923) , FTearp KaK raKOBOHdJ, C. 2 1.
6 1) 같은 책， 23-24쪽，
62) H. EspeHHos(1914) , <Bece Jl a.ll cMepTb> , 띠[paMarHlfeCKHe

CO IfHHeHH.IldJ,

T. 2 , cn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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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콜롬비나가 나타난다. 그녀가 아를레킨과 밀회를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에로는 복수를 결심하고 시계바늘을 앞으로 되돌려 놓은 다음， 두
사람이 비파를 연주하며 즐기는 모양을 지켜본다

다. 죽음이

갑자기 비파의 현이 끊어진

온 것이다. 여인의 모습을 하고 온 죽음을 아를레킨은 품위있게

맞는다. 그는 죽음에게 죽음의 무도를 청하고 죽음은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마침내 시계가 울리고 죽음이 자신의 흰 옷으로 아를레킨을 덮는
다.

이 연극에서 피에로는 극중 인물 피에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피에로를 연

기하는 배우다. 콜롬비나의 실제 남편인 그는 극중에서 콜롬비나가 바람피우
는 것을 현실과 혼동하고 아를레킨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피에로는 연극과 현

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현실의 행위규범을 연극 속으로 연장시킨다. 그러나 아
를레킨에게는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도 역시 캐릭터이자 동시에 배

우이지만， 그에게 이 이중존재성은 삶과 연극의 혼동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
함을 과시하게 하는 전제다. 삶에서나 연극에서나 그는 언제나 연극을 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다

의사에게 환자 역을 맡길 때， 콜롬

비나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무엇보다 행복하고 유쾌한 역을 연기한다는 것을

즐거워 할 때， 죽음과 대면하여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고 연기하고 구경할 때
그는 배우를 넘어서서

이상적

관객이자 무대감독이자 연출가이다. 한 마디로

아를레킨은 예브레이노프에게 연극성 그 자체를 상정하며， 예브레이노프가 연

극과 연결시키는 모든 것， 예술형식과 인생철학이 아를레킨에게서
“ M051 <(BECEJIA5! CMEPTb~.

>.

구현된다:

51 ApJle밍‘KH
짜
IH H 깨
y~l‘M‘!py 때
Ap
띠Jle
밍K“뻐
H{

나는 아를레킨이고 아를레킨으로 죽을 것이다.)없)

아를레킨은 무대위에서도 시민적 도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에로와 달

리 어떤 도덕성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세계에 존재한다. 그는 이같은
도덕성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악하지 않다. 그는 ‘선악의 피안’에 존재하며， 오

로지 ‘연기’로 이루어진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역’이
것’ 자체다. 아를레킨에게

삶은 기호체계이며， 기호의

아니라 ‘연기한다는

지시관계는 그 자신이

‘창조’한다. 그는 의사를 바보로 만들고 피에로의 드센 마누라를 아름다운 정

부로 만들며 죽음을 발라간의 여주인공으로 만든다. 사람， 사물， 현상에 부과
되어

있는 실제적， 자연적

기능은 아를레킨에

의해 변화되어 새롭고 미적인

63) H. EBpeHHoB(923) , "TeaTpa Jl bHble HHBeHUHH" , 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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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부여받는다.<즐거운 죽음〉은 이 같은 역할 연기 자체를 더 훌륭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바로 이점에서

예브레이노프의

아를레킨은

그 역시 조건극 (yC JlOBHblH Te aTp) 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을 운명 앞에 무력한 존
재로 묘사하는 메이에르홀드의 꼭두각시극과 대비된다. 메이에르홀드의

연출

이 교조적 상징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데 반해， 예브레이노프가 배우들에게 보

다 큰 자유를 주었던 것은 그에게 배우는 다른 삶， 창조적 삶의 모델이기 때
문이다. 여기에 그의 아를레킨이 갖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인간을 운명 앞에 무력한 꼭두각시로 보느냐 또는 광대를 운명을 지배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보느냐 하는 점에서

<lKH3Hb

4e JlOBeKa

안드레예프(끼eOHHll AHllpeeB) 의

드라마

인간의 삶 >(906)64) 과 예브레이노프의 <즐거운 죽음〉은 서

로 엇갈린다. 가난하나 야망에 불타는 젊은 시절을 거쳐 성공의 절정에 오르
지만 다시금 가난과 불행으로 떨어지고 마침내는 초라한 여인숙에서

죽음을

맞는 인간(니eJlOBeK) 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그린 <인간의 삶>에서도 주

제는 운명과 인간의 관계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켜져서 죽는 순간에 꺼지
는 춧불을 들고 무대 한켠에 서있는 ‘회색옷을 입은 어떤 자’ (HeKTO B CepOM)

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힘，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운명을 상정한다. 두 작
품 모두 주인공의 죽음， 춧불(또는 램프)이 꺼지는 것으로 끝나고， 죽음의 무
도가 마지막 장면에서 펼쳐지지만， 본질적 차이는 분명하다. 안드레예프의 드

라마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해 창조하는 삶은 환상의 연속일 뿐， 유일
하게 실재적인 것은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출생， 죽음，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은 그 점에서 모두 동일하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될 펼요도 없

다.<인간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인간

보편적인 삶의 공식을 요약한다. 이 공식을 벗어날 수 있는 삶， 창조적 삶이
란 허상이며， 이상적인 삶이란 없다.<즐거운 죽음〉가 삶의 모댈을 제시하고
있다면， <인간의

삶〉은 삶의 사실과 공식을 보여준다.<즐거운 죽음〉에서

모든 현실은 아를레킨의

64)

역할 연기를 위한 재료로 존재하지만，<인간의 삶>

<lI<lI 3Hb qe JlOBe Ka>, 까'eOHHI1 AlilIP eeB. nbeCbI. DH6JlHOreK a. 껴pa.Ma. ryprHH.g,

J1. AHDpeeB

(959)

MOC I< Ba , C.

89-15 1.

극단적인 상징주의극으로， 또는 네오리얼리즘극으로 해석되어온

이 드라마는 1907 년 2 월 Me꺼epXOJlbD 연출로 페테르부르그 KOMHccapll<e BC I< aji 극장에
서 공연되었고， 같은 해 12월엔 CTaHIIC Jl aBCKlllí 연출로 MXAT 에서 공연되어 일대 센
세이션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 안드레예프는 rpll6oeDOB 상과 OCTPOBC I< Hl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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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에겐 운명에 의해 정해진 불변의 기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연극적 기호와 연극성의 부정은 ‘HeKTO

프롤로그에서부터 요구된다: “ CMOTpHTe

np때 eamHe c~na ßA~

3a6aBhl

BOT npOßneT nepen BaMH BC~ *H3Hb 니 eAOBeKa ， C ee TeMHblM Ha'l aAOM

H CMeXa.
H

H cAymaßTe ,

CepOM’의

B

TeMHblM

KOHQOM.

(..J

11

Bhl ,

np뻐eamHe

C~，lla 띠~

3a6aBhl ,

Bbl ,

06pe 'l eHHhle

CMepTH , CMOTpHTe H cAywaßTe: BOT naAeKHM H npH3pa 'l HhlM 3XOM npOßneT nepe ,ll

삐기
위해 여기CKop6~MH
온 그대틀이여，
H panOCT~1
보고 들을지어다! 그대들 앞에 어둡게 시작하여

BaMH , C ee

어둡게 끝나는 인간의 삶 전체가 지나갈 것이다. (...) 그리고 오락을 위해 여
기 온 그대들， 죽을 운명을 지닌 그대들이여， 보고 들을지어다. 덧없는 인간의

삶이 그대들 앞에 허깨비같이 메아리치며 고통과 기쁨과 함께 소란스레 지나
갈 것이다 .)65) 관객은 극장에서 재미있고 멋진 저녁을 보내리라는 오락에

대

한 기대를 단념해야 한다. 그는 ‘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연극’을 보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자신의 삶과 대면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 같은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의도는 예브레이노프에게서
완전히 뒤집힌다.<즐거운 죽음>의 프롤로그에서 피에로는 연극을 실제 삶과
연관시키지 말도록 주의를 준다

"Tcc ... T뻐 e!

nOCTapaηTeCb

nOMeHbWe pa3rOBapHBaTb H

Koro

H

H3

BaC

3aTa띠HA

c~na

npOCTO

3aßMHTe 6e3wyMHo

BepTeTbC~

nymHhl꺼

Ha cTyAe

3HaKOMhl꺼，

a

,

Ba뻐
TaK

CaMH

cepbe3Hhl , 'I T06μ HHTepeCOBaTbC~ KaKOß-TO apAeKHHanOß , TO , npaBO
HaMeKaTb 06 3TOM ny6AHKe , KOTOPOß , B cymHocTH , HeT HHKaKoro

MeCTa H

KaK

,

eCAH

Bbl

CAHmKOM

*e ,

H3AHWHe

neAa

,llO BaWHX

AH'IH없 BKyCOB. K TOMY *e ApAeKHH cnHT ... Bμ BHnHTe! Tcc ... (...) H Korna nHTC~
KOAOM6HHa , He annAonHpyßTe eß , KaK cyMacwenwHe , TOAbKO H3 *eAaHH~ nOKa3aTb
CO
야
cen~
째
M ’ '1밖
{πTO

아요

뻐
B bl C Heß

3HaKO
아야애
M‘4뻐
{κb삐

될 수 있으면 얘기도 하지 말고 의자에서 몸을 비틀지도 말아요. 웬 촌

스런 야는 사람한테 끌려 여기 오긴 했지만 워낙이 점잖은 양반이라 이런 광
대극엔 눈꼽만큼 관심

없다 해도 그런 걸 꼭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용 없

잖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야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 따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게다가 아를레킨이 자고 있는 거 ... 보이죠! 윗 ...

(..J

그리고

콜롬비나가 등장하면 그녀와 아는 사이라는 걸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65)

같은 책， 93-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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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달이 나서 미친 사람처럼 박수쳐대고 제발 그러지 마시오 (..J )66)

이 프롤로그는 관객에게 보여줄 것은 실제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락적

연극이며， 극장은 그저 극장일 뿐이라고 극장적 상황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
극적 기호는 오로지 연극적 기호이며， 현실 속의 실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예브레이노프의 연극무대

는 관객을 위한 모델， 삶의 모델이 된다. 삶에 대한 모든 기호적 관계를 다
털어내고 오로지 자기자신을 가리킬 뿐인 연극적 삶은 실제 삶보다 훨씬 매
력적이며， “삶과 자연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의식하고 있다 "67)

아를레킨

의 끊임없는 역할놀이는 보다 매력적인 삶， 우월한 삶을 실천한다. 극장은 오

로지 극장이어야 하고， 사원도 학교도 거울일 펼요도 없으며， 교사의 강단이

어서도 안 된다는 예브레이노프의 연극론은 역설적으로 무대를 삶의 모델로
만들고， 연극을 삶을 위한 학교로 만든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사는 다름 아
닌 아를레킨이다.

5.
세계의

양극성을 화해시키고 예술과 삶을 합일시키고자

상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세계와 삶을 분열로부터

했던

신화시학적

구해내는 구세적

기능을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화시를 가지고 삶 속으로 틀어감으로써 이 신성
한 과제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열망했던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이루

어질 수 없음， 도달할 수 없음을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함께 이상세계의

무가치함 또는 냐아가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희극
적으로 해석하였다. 조화와 합일을 육화한 존재이고자 했던 신화시인은 자신
이 분선틀과 함께 유희하는 어릿광대가 되어버렸음을 인식한다. 아를레킨， 발
라간， 연극성은 예술이 되어버린 그들의 끔찍한 삶， 자아상실의 산물을 가리
키는 부정적 개념이었다. 설령

이상세계를 끌어내림과 함께 지상세계 -6b1T 의

그로테스크한 위치상승이 병행한다 해도 블로크에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극

66) H.
67) φ.

EBpeHHoB (l 914) <Bece .n a Jl CMepTb> , C.

178

57.

Co .noryõ (l 99 1l "I1Ck yCCTBO Hame꺼 JlHe꺼
’꺼CKyCCTBO

FTBOpHMaJl π'ereHIJajj. KH.

’

2,

MocKBa , C.

Hameß JlH eß C03HaeT CBoe npeBOCXO JlCTBO Ha Jl *1 3HblO H Ha Jl npHpO Jl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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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체험이었다. 벨르이에게서도 인간은 운명 (POK) 과 카오스의

가면극에

동

원된 마스크라는 풍자적이고 아이러니한 인식이 앞섰다.
반대로 예브레이노프에게 연극성은 자아상실의 산물이 아니라 자아를 비로

소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연과 운명에 대한 권력을 의마했고， 적
대적이고 낯선 삶을 냐 자신의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창조적
의미했다. 삶의

주어진 기호관계를 연극적

능력을

기호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에게 연극은 삶의 모

델이 되며， 연극성 그 자체의 체현인 아를레킨은 삶의 교사가 된다. 삶은 연
극화되어야 했고， 인간은 삶을 연출하고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야 했

다.
바로 이점에서

예브레이노프는 축제적

혁명극， 혁명적 군중스펙타클， ‘삶의

건설’ ()((H3HeCTpoeHHe )68) 기획에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좌파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를 교육해내고 건설하고자 했다. 예브레이노
프가 연극성을 내세웠다면， 이들은 ‘진정성’ (HCKpeHHOCTb) 과 함께 ‘건설’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앞세웠지만， 둘 다 ‘새로운 인간의 창조’라는 공통된 목표
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건설’이 반연극성을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것은 연극성의 이면을 겨눈 구호였다. 다시 말해， 예브레이
노프의 생예술이 자연성과 연극성， 나와 역할， 육체와 기호， 얼굴과 마스크 사
이의

차이를 과시하고 그것을 미적 원칙으로 끌어올린 데 반해， ‘삶의 건설’

예술가들은 이 차이를 지워버리려 했다. 포즈를 부정하고， 역할이 자신의 폼
에 배게끔 함으로써 스스로 역할이 되고자 했고， 마스크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그러나 실상 이

같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성， 진정성은

‘연출’된 것이며， 선택된 ‘포즈’였다. 1920년 혁명 3주년 기념일을 맞아 예브레

이노프가 총지휘를 맡았던 군중 스펙타클 <B3~THe

3HMHerO nBOpua

동궁점령

>은 삶의 연극화와 삶의 건설 사이의 친연관계를 드러낸다. 일 만 명의 병사
가 동궁점령

전투를 재연하고 십만의

군중이

광장을 메웠던

이

스펙타클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스펙타클로 ‘연출’된 실제 사건이었다.69 ) 혁명

68) "3TO HaWa 3ITOXa B뻐BHHyJl a

J103yHr:

HCKyCCTBO , I<a K )((H3HeCTpOeHHe." H. 4 Yl1<aK (1 929)

"JIJ.n epa Typa )((H3 HeCTpoeHIU" , rIlHTepa Typa φaKTa. nepBbllt C60PH，μK MaTepHaJI0B pa60THHKOB
J빼a.) ， MOCKBa , C.

“

60.

69) <B3 J1 T e 3HMHero ~Bopua> 에 관한 자료는 B.n. TO Jl CTOil(1984) 1917-1932. A대TaUHOHHO
-MaCCOBoe HCKyCCTBO. FCψopW1eHHe npa311HeCTB !f, Mo cKBa , Ta6J1 HUbI 194-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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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화’， ‘삶의

혁명적

건설’로 확장되었고， 연극은 삶과 육체(기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간을 교
육해내는 매체로 자신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이바노프의 연극론도 작용하고 있다. 민중축제적인 스펙타클
을 통해 광장과 거리로 옮겨진 TeaTp-xpaM 에서 모든 개체의 몽이 하나의 옴

으로 용해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의 체험，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

운 삶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신화화하기 위한 연극형식의 찬탈， 이것은 이바
노프의 신비극 이론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또 다른 논문의 흥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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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ity and Harlequinade
: a Form of Creating Life

Kim ,

Hee-Sook

Mythopoetic symbolists attempted to conciliate the world ’ s polarity and
to unify art and life. They put up their mythopoesie into life to carry out
messianic role of saving the world and art from disunion - failed though.
This was interpreted comically as well as tragically: they could not
complete nor reach to the holy mission not only because they possessed
no inherent truth , value and meaning but because the 'ideal ’ world came
toward the nothingness. Mythopoets wanted to be incarnated in harmony
and union but merely found themselves to be Harlequin(Pierrot) playing
with doubles. They conceived Harlequin , balagan and theatricality as
negative conceptions revealing their miserable life was art itself and the
product of self-doubt. Even though the ideal world is devalued and the
earthly world(byt) is grotesquely overseated, it was a tragedy for Blok.
Belyj also had an ironic tendency to view human beings as ridiculed
masks cast into fate and chaos' masquerade. For Evreinov , however ,
theatricality is not the product of self-doubt , rather it makes 'self ’ be sel f.
Theatricality means the power over nature and fate - the ability to tum
strange and hostile life into one ’ s own

and the possibility to create more

attractive new life by changing the given semiotic relations into the
theatrical.

In this mood , theatre becomes a model of life and Harlequin a

teacher of life. Life should be theatricalized and men , as actors playing
roles , should stage life: this is what Revolution ’ s theatre and revolutionary
public spectacle are based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