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홉 희곡에서의 극장적 요소에 관하여 

- 공간적 체험으로서의 연극 

박 현 섭. 

1. 서론 

서구의 근대 연극이 출현한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안톤 체흡만큼 동서양 

을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공연되는 경우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입센， 

스트린드베리， 하우프트만 같은 거장들이 동시대의 체홉과 함께 근대 연극의 

북두좌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체흡은 이들로부터 성큼 떨어져 홀로 북극성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은 시간의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잡아 

도 상관없다. “체홉은 극장이 (오늘날까지) 만났던 최고의 극작가 두 사람 혹 

은 세 사람 중의 하나로 자리 매 김 되 어 야한다"1)는 찬사가 스타이 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터이다. 과연 체흡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무지막지한 찬 

사를 하게 만드는가? 

체홉의 희곡 속에서 파우스트와 같은 심오한 사상이나 페드라의 무시무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체흡 드라마투르기의 독특한 의의로 

평가되는 점들 또한 그의 선행자들에 의해 준비되었고 그의 사후 한 세기에 

걸쳐 부단히 발전되어온， 엄밀한 의미에서 새롭지 않았거나 최소한 나중에 새 

롭지 않게 된 것들이다 예컨대 체홉의 반(反)아리스토텔스적(혹은 반(反)클라 

이막스적) 드라마투르기는 뚜르게네프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브레히트에 의 

해서 명석하게 완성된 덕목이다 등장인물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드라마 

투르기의 발명 또한 베케트나 핀터 같은 후계자들에 의해서 훨씬 결정화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평범한 주인공들의 비극은 〈세일 

즈맨의 죽음>에서 더 절실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체홉은 단지 이들 

* 상명대학교 유럽어문학부 노어노문학 교수 
1) j. L. Styan, “Chekhov ’ s Dramatic Technique" , A Chekhov Compαzion ， ed. by 

Toby W. Clyman, Greenwood Press, 1985,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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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루 갖추고 있음으로써 위대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위에 있으면서 이 

들을 작동해내는， 그리하여 그를 마침내 셰익스피어에 비견되게 만든 본질은 

무엇일까? 

체흡이 위대한 극작가일 수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그의 희곡을 여전히 읽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처l홉의 극장을 체험하기 때문이 

다. (사실 제흡극을 읽는 독자보다는 체홉극을 보는 관객이 훨씬 더 많을 것 

이다.l 일반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비평가와 극문학 이론가들에 의해 분석 

되는 체흡과 극장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처l흡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희곡의 평이한 독서가 텍스트의 글자들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느슨하게 

표상되는 과정이라면 관극은 글자가 인간의 육체로 살아나고 무대의 장경으 

로 설현되는 것을 생생하게 지각하고 체험하는 과정인 것이다2) 체홉의 희곡 

이 문예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을 던져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사색하는 것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벚꽃 동산>이 

한 극장에서 공연되는 두 세 시 간의 시공 속에서 무슨 일이 별어지는가를 관 

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세기 동안 문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드라마투르기의 

관점에서 체홉의 희곡이 연구되어 왔다면 이제 극장의 관점으로 체흡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극장의 사람이었듯이 체홉 또한 “천성적으 

로 극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극장적이고 무대적인 민감성은 그의 타고난 자철이었다 왜냐 

하면 안폰 빠블로비치는 천성적으로 극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 

보다도 극장을 사랑했고， 이해했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여러 연극에서 연기했던 경혐이며 그 서투릎 공연에서 별어진 재미난 일화 

들을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다， 그는 리허설과 공연 중의 

긴장된 분위기플 사랑했으며 무대장치가들과의 작업도 즐겼다. 또한 무대에 

서의 자잘한 일상이나 극장의 기숲에도 즐겨 귀뜰 기울이곤 했다 "3) 

2) “문학적 재료를 볼거리로 변용시키는 것은 개념적 내용의 공간화와 다를 바 없 

다 따라서 볼거리로서의 연극 수용은 “개념적 “상상적” 지각이 아년 “감각적 지 

각”이 되는 것이다 다음블 참조할 것 Tadeus Kowzan, Literature et Spectacle, 

Paris , Mouton, 1975, p. 161.(황훈성가호학으로 본 연극세계~， 신아사， 1998. 재 
인용) 

3) K. C. CTaHHc.naBCKf깨， “A. n l.JexoB B XytlO ll<eCTBeHHoM TeaTpe" , A. n. 1.JexoB B Bocno

MHHaHHJlX COBpeMeHHHKOB, M. , 1986, c.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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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체홉의 언어 텍스트가 어떻게 무대 위의 입체적이고 동적인 실 

체를 작통해내는가에 관한 시론이다 물론 훈련된 독자나 연출가는 희곡을 읽 

는 동안 이미 그런 일을 상상 속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새삼스러운 

시도가 아니다. 다만 유일무이한 한 차례의 독서나 한 작품의 공연을 위해 상 

상 속에서 리허설을 하는 것과 우리의 논의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체홉 

의 희곡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극장적 체험과 그 언술적 국면과의 관계에 대 

한 일반적 통찰을 얻고자 한다. 

2. 극장의 발견 

극문학이 태어나기 이전에 극장이 있었다. 연극사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또한 희곡 이전에 항상 극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희곡과 극장 사이의 존재론 

적인 선후관계이다. 극작가는 일정한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 속에 놓인 극장 

을 전제로 하여 희곡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극장은 희곡의 상연에 

펼요한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 등장인물에게 육체와 영혼을 부여하고， 소 

도구와 무대장치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볍적인 공간이다. 이오네스꼬의 첫 희 

곡이 녹탕별 극장에서 시연되었을 때， 극작가를 전율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 

러한 극장의 마법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4) 자신의 텍스트가 관객의 의식에 

도달하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 특별한 시공간에 대한 날카로운 

지각은 극작가에게 있어 희곡의 집필 이전에 전제되어야할 근원적인 조건이 

다. 체홉의 연극 또한 여기서 시작한다. 체흡은 초기의 단막극들에서 바로 극 

장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5)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두 편의 

4) “(등장인물들에게) 생명의 혼을 불어넣고 살과 피를 가져다주는 것은 대단한 모험 

이다. 그것은 너무도 독특한 일이기에， 녹탕벌 극장의 무대 위에서 나의 첫 번째 

희곡이 시연되는 동안 나에게 생명을 벚진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나 

는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경악스런 체험이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자 

격이 있는가?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배우 니콜라 바타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마 

틴씨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 이건 거의 악마적인 경지다.’'(Eugene Ionesco, 
“Expe끼ence of the Theater'" , The Making o[ Theater, ed. by Robert W 

Corrigan, 1981 , p. 18.) 
5) 까따예프와 같은 운헌학자는 스물 한 살의 대학생 체홉이 쓴 〈뿔라또노프(TIJlaro

HOB)>0881 )에서도 굳이 체홉적인 것을 찾고 싶겠지만 진정한 체홉의 연극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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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극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 (0 Bpelle Ta6aKa)>0886)와 <백조의 노래 (JJe-

6ellHHa~ necH~)>(1887)를 살펴 보도록 하자.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는 이반 이바노비치 뉴힌이라는 자가 시골 공회당 

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너저분한 신변잡 

기를 늘어놓는 것이 그 내용이다 빈 공간에 홀로 맹그라니 놓여진 강사는 보 

이지 않는 청중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이틀의 주의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나 강연의 내용 자체가 영터리인 데다가 강사 스스로 거 

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강연은 시종일관 거북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강사는 가정에서의 부끄럽고 내밀한 고민을 청중 

에게 토로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극적 사건도 없다. 그러나 이 짤막한 일인극 

은 자연인으로서의 뉴힌과 강사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긴장 

을 통해서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는 

배우의 이중적 존재6) ， 보이지 않는 주인공7) ， 보이지 않는 액션(혹은 간접 행 

동)8)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서는 

극장의 공간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자. 

무엇이 이 희곡의 긴장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뉴힌이 누군가에게 주시되 

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의 강연에 대한 청중의 말없는 주시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관객의 주시이기도 하다 한 쪽에서는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한 쪽에서는 

이를 조용히 듣고만 있는 이런 기묘한 소통 상황이야말로 전형적인 극장의 

상황인 것이다. 

실제의 관객이 시종일관 극중의 청중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는 명백히 이중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극중극의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처l홉의 시대에 극중극 자체가 새로운 

형식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래 전에 셰익스피어는 이미 여러 작품들 속에 

배의 해독에 관하여 (0 spene TaõaKa)>(1886)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까따 
예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 5. Karaes , 지'HTepa TypHbIe CBJ/3H l{exoBa, M., 
1989, c. 114-121. 

6) 다음을 참고할 것 박현섭체홉 ‘희극’의 성격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1997, 
32-40쪽. 

7) 다음을 참고할 것 박현섭안톤 체홉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J，러시아연구~， 제 

8권， 제 l 호， 1998. 
8) 다음 을 참조 할 것 D. l\lagarshack. Chekhov The Dramatist, N. Y.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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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장치를 즐겨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극에서 셜정되어 있 

는 관객들은 명 백하게 그 극 내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거나，(<햄릿>， <한 

여름 밤의 꿈>이 그러하다) 아니면 ‘관습적으로’ 실제 관객과 부합하고 있음 

으로써(<말괄량이 길들이기>와 부분적으로 〈한여름 밤의 꿈〉이 그러하다) 

극형식에 대한 반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담 

배의 해독에 관하여>는 그와 다르다. 보이지 않는 청중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제약하고 급기야 그의 자아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배우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객석의 이 낯선 에너지는 온전히 

체홉의 발견이다. 요컨대 체흡은 이 희곡에서 관객 또는 객석을 문제화함과 

동시 에 ‘극장’을 장악하는 어 떤 마법 적 인 힘 의 장(fieldl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이 

다9)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에 뒤이은 <백조의 노래〉에서 체흡은 일인극으로 

또다시 극장에 대한 질문을 했다10) 이번에는 진짜 배우가 등장하여 한 밤중 

의 극장에서 빈 객석을 향해 공허한 연기를 한다. 흥미롭게도 앞의 일인극의 

상황은 여기서 역전되어 있다. 즉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에서 가상의 객석 

을 채우고 있던 청중이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빈 객석， 그러나 진짜 극장의 객 

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의 빈 무대와 함께 무대의 

뒤쪽까지도 보여진다. 

lleRcTBHe npOHCXOilHT Ha CueHe npOBHHUHaJl bHOrO TeaTpa, HO 'lblO, noc Jle 

cneKTaKJI~. 

nycTa~ CueHa npOBHHUHaJlbHOrO TeaTpa cpeilHeR pyKH. HanpaBO p~il HeKpa

weHMX , rpy60 CKOJlO'leHHMX ilBepeμ ， BeilYII\HX B y6opHMe; J1eBμR nJlaH H r Jly6HHa 

cueHM 3aBaJleHμ XJlaMOM. nOCpeilH CueHM OnpoKHHyTMR Ta6ypeT. - HO 'lb. TeMHO 

사건은 어느 날 밤， 연극이 끝난 후， 지방 극장의 무대에서 일어난다. 지 

방 이류 극장의 텅 빈 무대 오른쪽에는 칠이 안된 채로 아무렇게나 붙여놓 

9) 그것은 심지어 관객도 없는 빈 무대 위에서까지 우리뜰 압도하는 힘이다 이에 대 
해 에슬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대 위에 올라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설흑 그것이 빈 극장 안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위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취하는 모든 동작이 의미있게 된다는 이상한 감정을 경험한다 

Martin Esslin, The Field of Drama, Methuen, 1996, p. 39. 
10) 엄멸하게 말해서 <백조의 노래〉는 일인극이 아니지만，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프 
롬프터가 극의 후반에 등장하는데다가 극히 부차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설켈적으로는 일인극의 형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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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장실 문들이 있고 무대 왼쪽과 뒤 무대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 무 

대 중앙에는 걸상이 옆어져 있다. 밤 어둡다11) 

마치 극장을 종단면으로 절개해 놓은 듯한 이 무대 설정은 현대 연극에서 

도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고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무대를 보는 관객은 자 

신이 다름 아닌 극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 (게다가 

주인공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진짜 관객들을 무시한 채， 객석이 비어 있다 

고 말하지 않는가!) 극장은 이제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에 함축되어 있는 

추상적인 논변을 떠나 생생한 실체로서， 하나의 오브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 

이다. 

(rJI5!띠T Bnepetl ce6J1.l OtlHaKO CJIY*HJI JI Ha cueHe 45 JIeT, a TeaTp BH

*y HOl!blO, Ka*eTCJI , TOJIbKO B nepBblil pa3... lla, B nepBblil pa3... A Betlb Kypbe3-

HO, BOJIK ero 3aeWb ... (nOtlXO마iT K paMne.l HHl!erO He BHtlaTb ... Hy, cyφJIepCK)'l。

6ytlKy HeMHO*KO BHtlHO... BOT 3Ty JIHTepHylO JIO*y, nlOnHTp... a Bce OCTaJIbHOe 

TbMa' 4epHa껴 6e3tlOHHaJl JlMa, TOl!HO MOrHJIa, B KOTOpoil npJll!eTCJI caMa 

cMepTb ... 5pp! XOJIOtlHO' 113 3aJIbI tlyeT, KaK H3 KaMHHHOil Tpy6b1 ... BOT rtle ca

Moe HaCTO꺼lI\ee MeCTO tlyXOB BbI3b!B aTb' :KyTKO , 4epT nOtlepH ... nO CnHHe MYpaw-

KH 3a6eraJIH 

(암올 바라본다) 그런데 45년 동안 무대에 서면서도， 한밤중에 극장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갇아 . 그래， 처음이야 ... 정말 이상하군， 이런 빌어먹 
을 ... (각광 쪽으로 다가간다.l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흠， 프롬프터 박스가 
좀 보이고. 특별석 그리고 악보대 . 나머지는 칠흑처럼 컴컴해! 밑바닥이 
없는 심연， 꼭 무덤이군， 죽음이 숨어 있는 ... 부르르! 추워! 벽난로 굴뚝에서 
부는 것처럼 객석에서 바람이 부는군 ... 여기가 영혼들을 부르는 바로 그 곳 
이야! 제가랄 소름이 끼치는군… (1 1, 208) 

공연이 벌어지는 극장이 살아 있는 극장이라면 공연이 끝난 뒤의 빈 무대， 

빈 객석의 어두운 극장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에 스베뜰로비도프는 

이 곳에서 죽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극장이 생명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극장의 순 

수한 현전(現前)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스베뜰로비도프는 배우이기에 

11) A. n. 4exoB, nOJIHOe C06pJHHe CO IfHHeHH.η H nHceM B 30 TOMJX. CO IfHHeHHJI, T. 11 , M. 

1986. c. 207 이후 체홉 희곡의 인용은 위 전집 작품편의 권수와 쪽수만 본문 속 
에서 관호 안에 표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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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속에서 생활하며 항상 극장을 본다. 그러나 예전에는 극장을 보면서도 

자신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배우로 한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마치 세상에 태어나 처음인 듯한 시선으로 

극장을 보는 스베뜰로비도프의 모습은 풋내기 극작가 체홉의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체흡은 스베뜰로비도프를 통하여 연극사상 최초로 낯설고도 

순수한 극장의 모습을 본 극작가가 된 것이다. 체홉 드라마투르기의 혁신성은 

바로 이 순간에 그 근원적인 동력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홍미롭게도 체홉은 

<백조의 노래〉에 “연극적 습작품(llpaMa TWæC KH때 3TlOll)"이라는 부제를 붙임으 

로써 그 실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후의 희곡들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메타예술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다12) 즉 극장의 공간에 대한 체홉의 

자각은 이후의 희곡틀에서 그 자체로서 실험성을 띠고 부각되기보다는 실천 

적이고 기능적인 층위에서 개별 연극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극장은 두루뭉실하게 빈 공간이 아니다. 극장은 무엇보 

다도 3차원적인 입체이며 따라서 섬도를 갖고 있고， 안과 밖이 구별되는 공간 

인 것이다. 각각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3. 공깐화의 제요소들 

3.1 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극작가들도 무대장치를 활용한다13). 동시대의 

12) 4대 후기 장막극의 첫 작품인 〈갈매 기 (lJal\I<a)>0896)는 다분히 ‘연극에 관한 연극’ 

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실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험성은 〈갈매기〉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드라마’의 힘에 

압도되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햄릿〉에서의 극중극과 연극에 관한 담론 

이 〈햄릿〉을 실험극으로 부르게 만틀 수 없듯이 〈갈매기>는 이미 실험이 아년 

완성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3) 이는 근대극에 이프러서 그러하다， 근대 이전의 희곡에서는 아예 무대지시가 존재 
하지 않거나， “엘시노어성 “폴로니어스의 집” 등으로 극소화된 정보만이 밝혀질 

뿐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런 식이었지만， 오스뜨롭스끼에 이 

르러서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의 후기 희곡들에서 소도구에 관한 지시는 그 특 

정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변말하며(가령， “번듯하지만 품위가 없는 가구들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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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가운데서 가령 입센과 같은 경우도 장면의 사실성을 구축하기 위해 

가구의 상태나 위치와 같은 자질구레한 디테일을 무대지시에 적어놓고 있다. 

그러나 체흡처럼 공간의 심도에 대한 정확한 자각 속에서 이를 실현하는 경 

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nOJJe. CTapa꺼， nOKp“BHB띠aJl CJI ， tIaBHO 3a6pOilleHHa꺼 '1aCOBeHKa, B03JJe Hee 

I<OJJOtIe l1, 60JJbillHe KaMHH, KOrtIa -TO 6 b1BillHe , nO-BHtIHMOMY, MOrHJJbHblMH nJJHTaMH, 

H CTapaJl CKaMbJl. BHtIHa tIOpOra B ycatIb6y raeBa. B CTOpOHe, B03BblillaJlCb, TeM

He~T TOnOJJH: TaM Ha'lHHaeTCJI BHillHeBblH CatI. BtIaJJH p꺼tI TeJJerpa~HblX CTOJJ60B, 

H tIaJJeKO- tIaJJeKO Ha rOpH30HTe HeJl CHO 0603Ha'laeTCJI 60JJbill。η ropOtI, KOTOpblH 

6b1 BaeT BHtIeH TOJJbKO B O'leHb XOpOilly~ ， Jl CHy~ norotIY. CKOpO CJltIeT COJJHl1e 

들. 오랫농안 할보지 않은 채 내버려진， 기둥이 굽은 낡은 예배당. 그 옆 

에 우물. 예전에는 틀림없이 비석이었으리라 짐작되는 커다란 돌 낡은 벤치. 

가예프의 저택으로 통하는 견이 보인다. 한쪽에는 우뚝 속은 포플라나무들이 

검게 벚나 보이고 거가서부터 벚꽃 동산이 시작되고 있다 별리 전주들이 줄 

지어 늘어서 있고， 그보다 더 멸리 까마득한 지평선상에 대도시의 윤곽이 희 

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맑게 캔 날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곧 해가 

지려한다. 03, 215) 

<벚꽃동산(B뻐HeBb띠 ca.ll)>에서의 이런 무대지시는 단순한 배경의 묘사가 

아니다 예배당에서 벚꽃동산으로， 전주들로， 더 멸리 지평선상의 대도시로 이 

어지는 원근법적인 배치는 바로 그 순서대로 라네프스까야 일가의 운명을 나 

아가 러시아 사회의 운명을 공간적으로 도시하고 있는 것이다.<세 자매 (TpH 

ceCTpbl) > 0890-91)의 3막에서는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상황은 등 

장인물들의 설명적인 대사보다 오히려 역동적인 장면 구축을 통해서 더욱 생 

생하게 강조된다. 즉， 막의 처음에 무대 뒤의 경종 소리만으로 전달되던 화재 

의 분위기는 안피사와 올가의 대사가 나온 뒤， 열린 문 사이로 화염에 붉게 

물든 창문이 보이면서 급격하게 고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대 장치가 

극중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극의 동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예들은 이 

진 방(KOMHaTa ， Me6JJHpOBaHHa쩌 C rrpeTeH3HJlMH, HO 6e3 BKyca)" 같은 식 으로) 배 경 의 

경 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지 참금 없는 신부(5ecrrpHtIaHH뻐a)> (l878) 

의 3막에서 까란드이셰프의 벽에 걸린 총이 플롯 구성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은 잘 열려진 얘기이다. 그런가 하면 뚜르게네프나 레프 똘스또이의 

희곡에서 무대지시는 여진허 전시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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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갈매기(니해Ka)> (1896)의 경우만 

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극중의 가설무대를 중핵으로 한 공간의 

심도는 1막의 전체에 구조적으로 관칠되어 있다. 

〈갈매기>의 1막은 쏘린의 영지에 있는 정원에서 시작된다. 넓은 가로수길 

이 객석으로부터 정원 안쪽의 호수로 통한다. 처음에는 뜨로피모프의 가설무 

대에 가려져 호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설무대는 일꾼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 없는 평면적인 무대 장치처럼 보인다. 메드 

베젠꼬와 마샤의 우스광스러운 대화에 이어， 연극에 대한 쏘린과 뜨레플료프 

의 대화， 니나와 뜨레플료프의 밀회， 뿔리나와 도른의 대화가 전개되며 이유 

고 모든 관객이 도착하기까지 극은 가설무대 앞쪽에서 진행된다. 즉 실제 무 

대가 가섣무대를 경계로 하여 구분된다고 할 때， 무대 뒤편은 완전히 무의미 

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뜨레플료프의 연극이 시작되면서 이 

공간의 판도는 일변한다 

nOIlHHMaeTC 5I 3aHaBeC; OTKpbIBaeTC 5I BHIl Ha 03epO; JIyHa Hall rOpH30HTOM, 

OTpa*eHHe ee B BOlle; Ha 60JIbIIIOM KaMHe CHIlHT HHHa 3ape'lHa5l, BC 5I B 6eJIOM 

막이 오르고 호수의 경치가 펼쳐진다. 달이 수평선에 걸려있고， 그 그림자 

가 물위에 떠 있다 커다란 바위 위에 흰옷을 입은 니나 자레치나야가 앉아 

있다. (13, 13)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꾼들이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던 둔탁한 구조물은 막 

이 오르는 순간 가운데가 투명한 액자로 변화하여 무대 뒤편의 풍경을 담아 

낸다. 가설무대는 예술적 액자로서의 추상성을 얻음으로써 그 뒤의 의미 없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세계를 여는 신비스러운 문이 되는 것 

이다. 여기서 무대 뒤의 풍경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장치되었는 

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허구 속의 또 다른 허구임으로 해서 기묘한 현저 

성을 얻게 되고 따라서 사설성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지각을 흔들 터이기 

때문이다. 연극은 아르까지나의 악의적인 방해로 갑자기 끝나고 서둘러 막이 

내려진다. 그리고 잠시 동안 열렸던 또 하나의 공간도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가설무대의 막이 오르고 내리면서 벌어지는 이 공간의 변화는 <갈매기>의 

무대에 단지 원근법적인 심도만을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체홉은 공간의 

차원(dimension)에 대한 유희를 통하여 고도의 기하학적 쾌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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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대 공간의 분절성 혹은 영역화 

체홉의 희곡이 분위기의 극이며 거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식의 널리 알려진 시각은 체흡 드라마투르기의 다면적 특성 가운데 한 국 

면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안이하게 이해될 경우， 그 

의 연극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 체 

홉의 희곡 속에는 항상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생활 영역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갈등이 그것이다.<바냐 아저씨(ll.lI.ll.ll BaH.lI)> (897)에서는 보이니쪼끼 일가의 

목가적인 공간 속에 도회지의 사람들인 써1 레브랴꼬프 부처가 비집고 들어오 

면서 일대 혼돈이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쏘냐의 영지를 빼앗으려는 쩨레브 

랴꼬프의 시도는 - 비록 우스광스럽게 끝나기는 했지만 - 총격전을 야기하 

기에 이른다.<세 자매>는 대도시에나 어울릴 교양 있는 귀족 처녀들이 모스 

크바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며 시골에서 시들어가다가 마침내 그 지방 출신인 

천박한 시누이에게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드라마로도 읽힐 수 있다. 또한 

<벚꽃 동산(BHlUHeBbl찌 ca.ll )>0903-4)의 중심 사건이 영지의 매각이라는 사실 

은 더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영지나 저택익 소유권을 둘랴싼 갈등， 작게는 집안에서의 거주 공간을 둘러 

싼 갈등이 체홉의 희곡에서 왜 이처럼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대 공간에 대한 체홉의 연극적 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체홉은 ‘극적 갈등’ 

이라는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연극 요소가 무대 위에서 얼마든지 ‘물상 

화’될 수 있음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세 자매>의 경우를 보자. 1 

막에서 저택의 주인은 명살공히 세 자매들이었다. 이들은 주인답게 이리나의 

명명일 파티를 베풀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대받은 ‘손님’인 장교들도 오고 초 

대받지 않은 ‘손님’인 나따샤도 온다. 이들은 제부뜨이낀올 하숙인으로 두고 

있는 소위 ‘주인집 사람들’이기도 하다. 2막의 무대는 1막과 마찬가지로 응접 

실이다. 하지만 저택의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응접실의 지배권은 이 

미 세 자매를 떠나 있다. 새 식구로 들어온 나따샤가 밤중에 춧볼을 켜고 사 

방을 돌아다니며 마치 여주인차럼 각방에 불이 켜졌는지 아닌지 살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나따샤는 남편 안드레이에게 이리나의 볕이 잘 드는 따뜻한 

방을 자기들의 갓난아이릅 위해 내어달라고 조른다 3막의 무대는 자기 방에 

서 쫓겨난 이리나가 언니 올가와 같이 살고 있는 방이다. 방은 옹색하게 칸막 



체흡 희곡에서의 극장적 요소에 관하여 63 

이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에는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다. 게다가 마을에서 일 

어난 화재로 인하여 집안 곳곳에 이재민틀이 들어차 있다. 나따샤가 예의 춧 

불을 들고 말없이 방을 가로질러 간다. 요컨대 세 자매는 타인들이 자신의 집 

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W4막의 무대는 집 

앞의 정원이다. 이제 자매들은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 

다. 단지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러하 

다. 올가는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기거하고 있는 처지이고 이리나는 집을 떠 

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식으로 체흡은 세 자매와 나따샤와의 갈등을， 나아가 이를 통해 

암시되고 있는 세 자매와 속악한 주변 세계와의 불화를， 세월과 함께 쇠잔해 

지고 삶의 중심으로부터 자꾸만 밀려나가는 섬세한 영혼들의 운명을， 무대 공 

간의 변화 추이를 통해 생생한 ‘연극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소절의 문제를 보다 미시적인 국면에서 사고해 보자. 수히흐는 체 

홉의 희곡에서 “모든 등장인물이 자기자신의 드라마를 갖고 있다"15)고 말하 

는데， 나는 이를 “모든 등장인물이 무대 위에서 자기자신의 존재론적 영역을 

갖고 있다”고 바꾸어 말하고 싶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 상황에 

함축된 조형적 측면이다. 주지하다시피 체흡극에서 등장인물들은 상대방의 말 

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의미에서 

독백에 가까운 대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등장인물간의 ‘의사소통의 단 

절’로서 처l 홉극의 중요한 특징으로 수없이 거론되는 문제인데， 이를 단지 의 

미론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도대체 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쌍 

방간에 말 또는 의사를 교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선과 몸짓이 교환되 

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과정에서는 대화 쌍방간에 의미론적인 관계 

가 형성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두 사람의 육체 사이에는 모종의 조형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즉， 서로 말이 통하는 두 사람은 한 개의 통일적 공 

간을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반면에 서로 딴 소리를 하는 두 사람은 각각 두 

14) 물론 스토리상으로만 본다면 이재민들은 마음 착한 자매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 
이며， 나따샤는 오히려 이재민들을 쫓아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간적인 시각에서 

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재민들이나 나따샤나 세 자매의 주거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H. A. CyxHX, “<<B때HeBb때 cat!>> A. n 니eXOBa" ， AHaJTH3 apél.Mél. TH'leCKOrO npOH3BeaeHHJI, 

JJ. , 1988, 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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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고립적인 공간 단위룹 고수하게 된다는 얘기다16) 소설과 희곡에서의 대 

화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사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진다. 소설은 

등장인물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독특한 상황을 결코 연극과 같은 방식 

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각자 무대 위에 할당된 자신의 공간에서 중얼 

중얼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현대인의 정신적 고럽에 대한 심오한 상 

징으로 숙고되기 이전에 당장 눈으로 ‘체험되는’ 체흡 연극의 조형적 풍경이 

다. 

〈서l 자매>의 마지막 장변을 상기하자. 세 자매가 서로 꼭 붙어 서서 미래 

의 생활에 대한 애달픈 의지를 다지는 동안 꿀르이긴은 싱글벙글 웃으며 아 

내의 외투와 모자를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오고， 안드레이는 보비끄를 태운 유 

모차를 빌고 가고， 제부뜨이낀은 그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문을 읽는 

다. 각 등장인물들은 - 꼭 붙어서 하나가 된 세 자매를 제외하고는 - 마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장(field)을 자기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신의 의식이 표상하고 있는 

세계에만 푹 잠겨 있는 이 장(field)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가이한 풍경을 

상상해 보라. 체흡 연극에서의 미장센(mise-en-scene)이란 이처럼 등장인물들 

의 육체와 의식이 복잡하게 교차하떤서 축조되는 조형물이며， 또한 무대의 공 

간적 국면과 언어적 국면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기묘한 몽타쥬이자 볼협화 

음인 것이다. 

3.3 안과 밖 

집과 토지와 국토 등 인간에 의해서 의미화된 모든 공간은 물리적이든 관 

념적이든 일정한 경계를 가지게 되며， 그 경계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갈린 

다. 그리하여 무릇 안에 있는 자는 밖을 의식하며， 보지 않더라도 밖이 있다 

는 것을 알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구가 세상(그리고 우주)의 전부 

이며 태양은 가장 큰 별이고 다른 별들은 모두 이 지구의 하늘에 매달려 있 

는 작은 등불이라고 여겼던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인간들에게 참된 의미에서 

의 ‘바깥’이라는 개념이 이해될 수 있었을까?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모습을 내 

16) 희곡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들이 대화도중에도 흔히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거나 다 
른 곳을 향해 서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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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다 본 유리 가가린의 체힘을 힘께 나눌 수 없었던 고대의 인간들에게 있어 

이 세계는 어쩌면 ‘안’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체홉의 극장에서 우리는 안파 밖의 범주에 대한 날카로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근대 이전의 관객들이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서만 틀을 수 있었던 

무대 밖의 세계를 연극적으로 체험하게 해 준 최초의 극작가이다. 무대 위에 

당장 가시 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홉의 극장의 전부가 아닌 ‘안쪽의’ 세계일 뿐 

이다. 아르까지나 저택에 있는 가설무대의 액자가 뜨레플료프의 비경(秘境)으 

로 가는 문이었듯이 〈갈매기〉가 상연되는 무대는 체홉의 예술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우리는 극장에 앉아있음으로써 예술적 공간의 가시적 영역 

과 비가시적 영역의 경계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체흡은 각광과 

배경 화면으로 경계지워진 안쪽의 세계가 모종의 바깔 세계에 에워싸여 있음 

을 수시로 상기시켜준다. 그 바깔 세계는 물론 현살의 공간(가령， “문예회관 

대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숭동 거리” 같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 

공들의 대사에 담긴 서사적인 정보플 통해 관객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떠 

올릴 수 있는 밟고 성긴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밀 

도 감은 공간이다. 

에릭 벤툴리가 “<바냐 아저씨>의 기볍”에서 경탄해마지 않았던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17)는 그에 암선 작품인 <갈매기>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 

로서 체흡의 연극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야 

경꾼의 딱딱이 소리는 <갈매기>에서의 멸리서 개 짖는 소리， 목동의 피리 소 

리， 그리고 모든 후기 장막극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대 밖의 음악소리들18)과 

함께 연극의 전반적인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배경음향에 가까 

운 역할블 한다El) 한편으로 플롯 라인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소리들， 예컨 

대 <갈매기>의 대단원에서 들리는 뜨레플료프의 총 소리，<바냐 아저씨>에 

서 쩨레브랴꼬프 교수의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틀은 희곡의 구체 

17) E. Bentley, “Craftsmanship in ‘Unc1e Vanya’", Critical Essays on Anton Che 

khov , Boston, Messachusetts, 1989, p.179 
18) 체홉극의 음악적 요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따마를리의 3장을 참고할 것. r. H. 

TaMapnH , n03THKJ apJMJTyprμH A. I7. !.{exOBJ, POCTOB-Ha -lloHY, 1993. 
19) 그렇다고 이것이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non-diegetic sound(플롯과 무관한 

음향이나 음악)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처l 홉 희곡에서의 모든 소리는 극공간 

안에 실재하는 사볼에서 나오는 소리들， 즉 diegetic sou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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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건과 그로부터 촉발되는 무대 위의 액션을 설명해주는 음향으로 역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소리들이 무대 안쪽의 언술적 

의미장(場)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대 바깥 세계의 독특한 의미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Ol 특히 뒤의 두 희곡 〈세 자매>와 〈벚꽃 동산>에 

서 그러한 경향은 짙게 나타난다 

<세 자매>의 3막을 보자. 무대 위에서 발설되었던 베르쉬닌의 “트람-탐

탐”은 무대 밖으로 fade-out되면서 단지 마샤를 유혹하는 한 남자의 소리를 

념어서는 마술적인 주문으로 바뀌어 세 자매의 집을 에워싼다. 잠시 마샤의 

것이었던 “트람-탐 탐”은 결국 그녀를 떠나갈 것이다. 또한 세 자매 중 어느 

누구도 “트람-탐-탐”으로 상징되는 안온한 에로스의 세계와 무연한 삶을 살 

게 될 것이다. 한편， 4막에서 저 멀리 결투장으로부터 들리는 “Ay! ron-ron! 

(어어이! 어어이!)"는 뚜젠바흐를 불러내는(그리고 언젠가는 이 연극 속의 모 

든 등장인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인간들을 불러내게 될) 명계(횟塊)의 

메아리처럼 들린다211 

<벚꽃 동산>의 마지막 장변에서 무대 밖의 메아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되 

풀이되고 있다. 4막에서 벚꽃 동산이 팔리고 이제 모두가 집을 떠나야 할 때 

가 되었을 때，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정든 벚꽃 

동산과 작별음 나눈다. 그 동안 이 미 집 밖으로(즉， 무대 밖으로) 나간 가족틀 

이 안에 남아 있는 두 사람을 부른다. 

Jllo6oBb AHlIpeeBHa. 0 MO꺼 MHJJblil, Moil He :l<Hblil, npeKpaCHbI때 call’ .. M051 :l<H3-

Hb, MO쩌 MOJJOllOCTb, C'IaCTbe MOe, npOlllail... npOlllail. ’‘ 
rOJJOC AHH (seCeJJO, npH3버salOllle): <<MaMa! .. >> 

rO기OC TpoφHMosa (seCeJJO, s036Yll<lIeHHO): <<Ayl .. >> 

B rrOCJJellHH iI pa3 S3rJJ꺼HyTb Ha CTeHbl, Ha OKHa ... nO 3TOil KOMH aTe JJI06HJJa 

20) 위에서 말했던 ‘실체화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가령 시각장애자가 
체흠의 극장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무대 밖의 소리를 통해 그곳의 세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드라마는 바로 이런 청각적 상상의 가 

능성윤 극대화하고 있는 장표이다 윌론 일반적인 관객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 

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시각과 청각의 총체적 경험 속에 있으며， 동시에 양 

자의 날카로운 경계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21) 결투장의 입회인닫이 외치는 이 소리는 마샤와 체부뜨이낀의 마지막 대화， 쏠료느 

이와 체부뜨이낀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이리나와 뚜젠바흐의 작별 장면에서 세 

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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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llHTb nOKoAHaJl MaTb .. 

raeB. CeCTpa MOJl, CeCTpa 1010꺼! 

rOJlOC AHH: <<MaMa! ,,)) 

rOJlOC TpoIfJHMOBa: <<Ay! ,,)) 

nm60Bb AHapeeBHa. Mμ HlIeM!" 

YXOllJlT 

류보피 안드래예브나: 오 나의 사랑스런 동산이여，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동산이여’. 나의 생명， 나의 젊음， 나의 행복이여， 안녕! 안녕’-

(아냐의 쾌활하게 재촉하는 목소리， “엄마! .. " 

뜨로피모프의 홍분하여 재촉하는 목소리， “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벽이며 창문들을 보자꾸나".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방을 즐겨 거닐었었지 . 

가예프: 내 동생， 내 동생， 

(아냐의 목소리， “엄마， " 

뜨로피모프의 목소리， “어이!，，") 

류보피 안드래예브나: 그래 나간다’" 

(퇴 장) (1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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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를 채웠던 사람들이 이 제는 모두 무대 밖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 

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아직 연극이 끝난 것은 아니며， 잠시 뒤에 이 빈 무 

대 위로 잊혀진 피르스가 등장하고 나서야 대단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의 

등장 이전까지 텅 빈 무대가 한 동안 지속되면서， 문마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 

리， 마차가 떠나가는 소리，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가 무대 바깥으로부터 차례 

로 들려온다. 체홉은 마치 연극이 끝난 뒤에도 무대 밖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되고 있음을， 즉 무대 위의 사실과는 별도로 그 바깥에 ‘이미’ 존재하는 한 세 

계를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그곳은 어떤 세계일까? 2막과 4막의 유명한 

줄 끊어지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또한 인간의 언 

어적 상상을 넘어서는 공간이다. 우리는 다만 소리를 통해서 그 세계의 ‘그림 

자’를 ‘틀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 역의 의미에서， 체홉은 우리가 무대 위 

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그 바깥 세계의 시각적 ‘그림자’였음을 보여주는 

듯 하다22) 

22) 필자는 1995년의 논문에서 이 빈 공간의 장변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빈 무대 위의 침묵과 소리들에 관심을 국한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 

서는 이 빈 무대가 함축하는 의미가 위에서처럼 대단히 복합적임을 깨닫는다. 박 

현섭 (1995)음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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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흡이 자신의 마지막 희곡에서 빈 무대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영혼을 볼리뜰이는”건) 마법적 공간으로서의 극장에 대한 발견 

이 진정한 체흡 연극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벚꽃 동산>에서 작가는 이 빈 

무대를 남기고 자신의 모든 등장인물뜰과 함께 극장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이 논문은 전통적인 극문학 이론의 기술 방법으 

로는 좀처럼 포착되기 힘든 제흡 희곡의 독특한 연극적 가능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체흡의 희곡은 문학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서는 예술의 언술적 국면과 

공간적 체험의 국면이 교직된 초문학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고 

전 희곡들이 문학 이론가의 서재에 쌓인 채 무대에서 잊혀져가는 동안에도 

체홉의 연극이 끊임없이 공연되는 이유는 말할 나위 없이 그 고갈되지 않는 

극장적 가능성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는 체홉의 희곡이 단지 연출가의 작업 

을 통해 시청각 예술로의 장르 변환을 기다리는 탁월한 대본(script)이라는 것 

과는 의미가 다르다. 체홉의 희곡은 그 자체에 이미 극장을 끌어안고 있음으 

로 해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출가의 과잉 해석 

이 종종 체흡 연극의 민감한 구조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90 

년대 중반 러시아 무대에서의 희극적인 체흡 해석 붐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24) 

한편， 체흡 희곡에 대한 재독의 파정 속에서 펼자는 논문의 내용과는 별도 

로 극장에서의 시간적 처l 험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후기의 장막극들 

23) <백조의 노래〉에서의 스베뜰로비도프의 대사， “ BOT !"'l]e CaMOe HaCTOJllllee MeCT。

nyxoB B“3BaTb l" (1 1. 2ù8) 
24) Richard C. Borden, “The comic Chekhov on the Russian stage 1993-94", Che 

khov Then and Now , N. Y., 1997, pp. 93-102. 보든은 이 시기의 러시아 연극이 
체홉의 연극에 내한 총체적인 인식이 결여된 채 지엽적인 희극성만을 과장하고 있 

다는 점을 비판한다 보든은 이 공연 리뷰를 쓰면서 당시에는 아직 리허설 중이었 

던 마르끄 자하로프 연출의 <갈매기〉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지만， 펼자가 1996년 가 

울에 렌꼼극장에서 관극했던 이 공연 또한 체홉극에 대한 거친 해석 (vulgar inter 
pretationl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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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인공들이 현재 속에서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과거의 삶에 짓눌려 있 

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들이 이 백년 후， 몇 천년 후， 혹은 몇 

십 만년 후의 미래를 느끼고자 갈망한다는 점은 체홉 희곡에 있어서의 시간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뒤범벅되는 혼돈의 시간 구조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25) 이밖에도 시간을 빨아들이는 듯한 빈번한 ‘정적 (naY3a)’의 기능， 전반 

적인 템포와 리듬의 문제 등은 흥미로운 주제들이다. 그러나 시간과 관련된 

극의 요소들이 서사체적 분석의 관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한 그 본질상 물체의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공간적 관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고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아직 명쾌하게 정리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25) 혼돈의 시간은 곧 제의 üitual)의 시간이며， 이는 연극의 제의적 기원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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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I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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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eaTpaRbHYX 3ReUeHTaX 

B nbeCaX A. n. qexoBa 

-- TeaTp KaK nepe*HBaHHe npOCTpaHCTBa 

naK XëH Con 

50nbwe BeKa, nbeChl 니eXOBa nOCTORHHO nOKa3bIBalO T Ha MHpOBbIX CueHaX. 3TO 

03Ha4aeT , 4TO OHH He TOnbKO nHTepaTypHaR KnaCCHKa, HO H HeyBRllalOllJ,ee 

COKpOBH띠e MHpOBOrO TeaTpa 

~aHHaR pa60Ta nOCBR llJ,eHa aHanH3y TeaTpanbHOrO nOTeHUHana 4eXOBCKOH 

llpaMaTyprHH. 

C TO니KH 3peHHR CueHH3aUHH CnOBeCHOrO TeKCTa 4eXOBCKμe nbeCbI OT nH 

4alOTCR CnellYIOllJ,HMH OC06eHHOCTRMH 

1) 4eXOBCKHH TeaTp 4epe3 pa3Hble cueHH4eCKHe MeTOllbI nOKa3blliaeT 60raT 

CTBO H rπy6HHHOCTb npOCTpaHCTBa. 

2) B 4eXOBCKOM TeaTpe peanH3HpyeTcR pa311enHTenbHOCTb npOCTpaHCTBa. 

311eCb npOCTpaHCTBO pa311enReTCR ellHHHuaMH, B 3aBHCHMOCTH OT ceMaHTH4eCKHX 

CBR3eH nepCOHa%eH. npH 3TOM c0311aeTCR nnaCTH4ecμ깨 06pa3 cueHbI. 

3) 니eXOBCKO인 TeaTp OTÆ씨aeTCR TOHKHM 4yBCTBOM “BHyTpeHHeH H BHeWHeH 

4aCTH npocTpaHcTBa". He3aBHCHMO OT Be띠e끼 Ha cueHe , 3a cueHO꺼 cyllJ,eCTByeT 

llpyroH Mμp. 

TaKHM 06pa30M 4eXOB ~aCWHpReT B03MO%HOCTH Boo6pa%aeMOrO npOCTpaHCTBa, 

KOTopoe nOpO%llaeTCR 4epe3 ero Tea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