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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리스와 그리슈까 오뜨레삐예프에 대한 희극〉과
〈보리스 고두노프〉와의 차이*
최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뿌슈낀 (AneKcaH~p

배시절(1 820 년 -1824 년)을 끝내고 어머니의

1824 년 8월부터

머무르면서 1824 년 12 월에

CepreeBH4

영지인

선**

nYWKHH) 이 남부 유

북부 미하일로프스꼬예에

시작하여 1825 년 11 월 7 일 끝낸

총 25 장면으로 되어있는 수고(手橋) 완성본 <보리스 황제와 그리슈까 오뜨레

삐예프에 대한 희극>이 1831 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때는 제목이

<보리스 고두노프>로 바뀌었고 세 장면이 빠졌으며 군데군데 삭제 또는 수
정되었다. 이렇게 된 곡절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주원인은 1825년본이 황제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고 당시 뿌슈낀은 황제의 제의를 받아틀여 원고를 수정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1831 년 황제의 허락아래 이 작품을 출
판할 당시에는 이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독자에게
얽혀지는 드라마로서의

기능을 더

고려했음에

틀림없다j) 관객에게 좀더

확

실하고 친절하게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나 대사， 지문들
을 뺀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 작품이

전달하

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뿌슈낀 사후에 이 작품은

*
**

본 논문은 2001 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φOMIi4eB.
JIyHOB J} •

C. A.(995) “TBop4eCKa~ Ii CTOpli~ nbeChl'’, nyWK Ii H, A. C.(996)
CaHKT neTep6ypr: AKaneMli4eCKI써 npoeKT , C.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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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제목의 1831 년 출판본에

1825년본의 세 번째 장면을

첨가하여 23 장으로 출판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보통 23 장
으로 얽혀지고 해석되었다. 러시아의 뿌슈낀 연구소에서는 1993 년에 “보리스
황제와 그리슈까 오뜨레삐예프에

대한 희극 1825"2) 를 제목으로 하여

1825 년

본대로 25 장으로 출판하였고， 1996 년에는 1831 년본을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제목에

비극이라는 부제를 붙여

당시처럼 22 장으로 출판하였다.3) 본 논문에

서는 25 장으로 된 1825 년본을 출판한 것과 22 장으로 된 1831 년본을 출판한
것을 비교하여 (23 장으로 된 사후 출판본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들 중에서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틀을 고찰하며 생각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우선 25장으로 된 1825 년본으로 읽은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여

23

장 및 22 장으로 된 판본들과의 차이를 일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4)

1598 년 2 월 20 일. 텅 빈 끄레블린 궁전을 지키고 있던 세습귀족 슈이스끼와
보로띤스끼는 페오도르가 죽자 그의

처남인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것을 못

마땅해 하지만 보리스가 옥좌에 대한 야심으로 이미 6 년 전에 페오도르의

이

복동생이었던 어린 황태자 드미뜨리를 시해한 것을 알고 있는 슈이스끼는 보
리스가 등극하리라고 생각한다 (제 1 장). 백성들은 의회 서기의 말에 따라 (제
2 장) 영문도 모르는 채 눈물을 짜내며

엎드리고 보리스에게

라고 간원한다 (제 3장) . 보리스는 황제로 등극하여 자신이

황제가 되어

백성에

달

의해 뽑히

고 죽은 황제들을 잇는 정통성이 있는 신성한 황제임을 강조한다 (제 4 장).

16

03 년， 추도프수도원에서 19 세의 그리고리 오뜨레빼예프는 살해된 황태자의 이
야기를 수도승 역사기록가 삐벤으로부터 자세히 듣는다 (제 5 장) . 승복아래 세
속에 대한 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그리고리가 수도원 담장에서 사악한 수

2) nyW I<I1 H, A c.(1993)
PI1*

-

rKO /otel1HJl 0 uape 50pHce H 0 rpHDlKe OrpeJTbe8e

1825.1 , na-

neTepõypr: rp*eõ I1 Ha-HoTaõeHe

3) nywK I1 H, A. c.(1996) r50pHC ronyH08J , CaH I< T-neTepõypr: A I<a/leMI1'1eC I<I1μ npoe l<T.
4) 출판된 우리말 번역들은 23장으로 된 사후출판본을 원문으로 하고 있다. 논문안
에서 인용된 대사들은 논문의 저자가 번역한 것으로 역서는 인쇄중이다.

〈황채 보리스와 오뜨빼|예프에 대한 희극〉과 샌리스 고두노프〉와의 째

도승에

의해

직접적으로 참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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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받는다 (제 6 장). 그리고리가 도주한

사실이 수도원장과 대주교에게 알려지나 그들은 보리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제 7 장). 한편 보리스는 그가 엄격하고 현명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통치했으
나 백성들의

배은망덕만이 그 보답인 것을 느끼고 자신은 가족의 불행과 양

심의

시달리며

가책에

점쟁이에

둘러싸여

산다

그러던 터에

죽은 황태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환영에 시달린다 (제 8 장). 국경을 넘어가 (제 9 장) 폴란
드에서

황태자로 자처하여

보리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위장 드미뜨리인

그리고리 (제 10 장， 제 11 장)를 통해 폴란드 지배층은 모스크바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장악하려고 한다. 참칭자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명예로
래의

시인에게는 그의

영토를 약속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산다 (제 12 장). 황후가 되고자 하

는 폴란드 귀족 므니세끄의
있는 사람들에

쓰며

직업을 칭송하며 까자끄인에게는 원

둘러싸여

있으며

(제 13 장) 아버지의

(제 14 장)

마리나와의

딸 마리나는 그리고리가 참칭자라는 것을 알고
의상실에서

옷치장을 하고 다이아몬드관을

희망대로 그를 결정적으로 유혹하려고 마음먹는다

밀회장소에서

참칭자는 사랑의 열정

때문에 진정한 감

정으로 충만하여 마리나에게 자기의 설체를 알린다 그러나 그녀가 황후가 되

고 싶을 뿐 그가 진짜건 아니건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황태
자로서의 위염을 보이며 출정을 결심한다 (제 15장). 그는 진격하며 자신이 조
국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어전회의에서

대해 내면적인 갈등을 느낀다 (저1116장) . 모스크바

총주교는 드미뜨리의

유골을 가져다가 끄레블린의

아프한겔스

끄 수도원에 보관하여 소문을 없애자고 하니 슈이스끼는 백성의 소문을 냉정
히

대하고 군중을 엄하게 다스리자고 하고 보리스도 이에

죽은

황태자가

기적을

행한다는

(제 17 장). 보리스가 죽은 황태자의

말을

듣고

보리스는

동의한다

강한

영혼을 달래고 대성당에서

들은 드미뜨리황태자가 살아있다고 여기며

그리고리

충격을

여기서
받는다

나오는데

백성

오뜨레삐예프를 이단이

라고 하는 성직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곳에서 보리스는 소년들에게 놀림을

받는 바보성자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듣지만 그를 벌하지 않고 그에게 동전을
준다

(제 18 장)

위장

드미뜨리는

세베르스끼-노브고로드전투에서

승리하고

(제 19 장) 세브스끄까지 진격했다가 (제 20 장) 패배하여 말까지 잃고 어떤 숲에
서 잠이 든다 (제 21 장). 승리한 보리스는 참칭자가 다시 군대를 모아 반격할
것을 알고 있다 보리스는 귀족출선이 아닌 야심찬 바스마노프가 그에게 충성

하리라 여겨

전쟁지휘권을 넘겨주고는 갑자기 쓰러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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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죽는다

그의 유언을 보면 그는 통치자의 자리가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통치자에게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인간

적으로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2 장) . 여론을 의식한 뿌
슈낀이 바스마노프에게 보리스의 아들 페오도르보다는 위장 드미뜨리에게 복
무하라고 협박하고 회유한다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스마노프는 갈등하다가 권력욕 그리고 죽음에

백성틀의

여론을 고려하여

페오도르를 배반한다 (제 23

장). 뿌슈낀에 의해 부추겨진 백성들은 ‘드미뜨리 황제 만세!’를 부르며 한 남

자가 연단에 올라가 ‘보리스의 개새끼를 묶으라’고 소리지른다 (제 24 장) . 보리
스의 집 앞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귀족들과 소총병 3 명이 보리스의 집안으
로 들어가자 비명소리가 나고 귀족 모살스끼가 나와 ‘보리스의 아내와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자 침묵이 깔렸다가 “드미뜨리

이바노비치

황제 만세”라고 부

르라는 모살스끼의 말에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 한다 (제 25장)

3.
1831 년본이 1825 년본과 다른 점 들은，

1) <황제 보리스와 그리슈까 오뜨레삐예프에 대한 희극>이라는 제목이 <
보리스 고두노프>로 바렘.

2)

‘니꼴라이 미하일로비치 까람진에 대한 / 러시아인들의 소중한 기억에/

그의 천재성에 의해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

다/ 알렉산드르 뿌슈낀’이라는 헌사를 붙인 점.

3) 1825 년본의 제 3 장， 제 6 장， 제 13 장이 빠짐.
4) 1831 년본 제 7 장 0825 년본의 제 9 장) 제 16 행에는 미사일의 대사가 끝나고
나오는 지문에 바를라암이 부르는 노래가 1825 년본의 “그대， 지나가네， 사랑
스런 여인아 ”대신 “옛날에， 도시에， 까잔에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도시

까잔에서 이반 뇌제가 따따르를 물리친 것을 기리는 노래이다 1825 년본에 들
어

있는 “그대 지나가네， 사랑스런 여인아”는 1831 년 당시 출판이 금지된 노

래였는데 그 내용은 젊은 수도승이 승방 곁을 지나가는 여자에게 자신의 답
답한 처지를 노래하며 그녀에게 자기의 두건과 승복을 벗기고 내 심장이 뛰
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 처녀는 나중에 노인이 된 수도승을 동정하여 승방

〈황채 보리스와 오뜨혜삐(빼프때 대한 희극〉과 〈보리스 고두노프〉와의 차01

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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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를 잊으라고 말한다는 내용이다 .5)

1831 년본에는 제 7 장 제 34 행의 지문 ‘마시고 노래한다’에 이어 1825 년본에

는 없는 ‘젊은 수도승이 삭발을 했다네’라는 노래 구절이 있다.

6) 1825년본의 제 11 장의 처음부분 제 11 행까지가 빠졌다. 여기는 끄세니야가
죽은 약혼자의 초상화를 틀고

그대의 두 입술
왜 말하지 않나요?

그대의 밝은 두 눈
왜 보지 않나요?
그대의 두 입술
막혀 버렸나요?
그대의 밝은 두 눈

꺼져 버렸나요?

라고 노래하며

동생인 페오도르에게 내 그립이 죽은 왕자님과 비슷하냐고

묻자 페오도르가 “정말 비슷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7) 1825년본의 제 12 장 끄라꾸프에 있는 비슈네베쓰끼 저택에서 제 72-3 행이
“보리스는 나와 그대에게 죄값을/ 치루리라. 모스크바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

느냐?" 인데 1831 년본에는 제 72 행이 “보리스는 모든 죄값을 치루게 되리라”이
고 이후 제 94 행까지 빠져있다 즉 제 73 행을 비롯한 다음의 부분이 빠져 있다.

흐루시효프

그곳엔 모든 것이 아직 조용하나이다 허나
백성들은 이미 황태자의 구원을 알게 되었나이다，

어디서나 폐하의 글을 읽고 있나이다

모두들 폐하를 기다리나이다

열마전

식탁에서 폐하에게 몰래 건배했다고
보리스가 두 세습 귀족을 처형했나이다
참칭자
오 선량하고 불행한 귀족들이여

5)

φOMWleB ， C.
ßH~

A.(993) “HeH3BeCTHall

nbeCa

80

A.

0 uape DOpHCe H 0 ípHmKe OrpenbeBe

HO Ta 6eHe , c.

248-249

C nYWKHHa" , nYWKHH

1825J ,

A. c. (1 993) rKOMe

napH* - neTep6ypr: fp*e6H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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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에 는 피 로다! 고두노프에 게 고통 있으라!
그에 대해 뭐라 하는가?
흐루시효프

그는 홀로 비참하게
자기 황실에 들어박혀 있나이다

그는 험악하고

침울하나이다. 모두들 처형을 기다리오나
우울이 그를 감나이다. 보리스는 겨우 목숨을 유지해가고
그의 마지막 순간이 이미 가까웠다고
생각들 하나이다.
참청자
관대한 적으로서
나는 보리 스에 게 빠른 죽음을 바라노라
악당에게 그건 불행이 아니노라

헌데 그는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심산인가?

90

흐루시효프

그는 자기 생각을 밝하지 않사오나
어린 아들 페오도르를 우리에게

황제로 선포할 속셈인 듯 하옵니다
참칭자
아마도 그는 계산을 잘못하는 게로다.

이 부분은 좀 더 사건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하며 참칭자의 언행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을 잘못하는 게로다’， ‘그에 대해 뭐라고
들 하는가?’하는 대사가 들어 있다.

8)

1831 년본에는 위의 장면 제 116 행 뒤에 지문 ‘혼자서 읽는다’가 없고 제 11

7 행부터 저11119 행까지 빠져 있다. 이는 다음의 부분이다
흐루시효프
(뿌슈낀에게 조용하게)

이 사람이 누군가?
뿌슈낀
시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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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루시죠프
그의 칭호가 뭔가?

뿌슈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러시아 말로 -

악사

또는 유랑광대라네
참칭자
멋진 시로다 1

이 부분은 귀족들의 시인에

시나 시인에

대한 무관심

내지

경멸적인 태도 및 참칭자가

대해 진정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시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보

여준다.

9)

1825 년본의

제 14 장 ‘불 밝혀 놓은 방들， 음악’이 1831 년본에는 제 11 장으

로 제목이 “삼보르에

있는 므니세끄의 성”이고 장변지시가 ‘불 밝혀 놓은 방

들， 음악’이다. 1831 년본에는 1825년본의

제 12 행인

“그가 나오오 ... 마리나양

과 1" 가 빠졌다.

10)

1825 년본의

제 15장의

다음 부분이

1831 년본에는 약간 차이가 나게 변

해 있다.

참청자
(혼자말로)
분노의 폭발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간 건가|

그렇게 힘들여 만들어낸 행운을

110

나 아마도 영원히 망쳐버렸나 보다
미친 놈， 무슨 짓을 한 건가?- 얄겠소， 알겠소

황태자와의 사랑이 아니어서 창피해 하는구려
그러니 운명의 한마디를 내게 들려주오

지금 나의 운명은 당신 손안에 있소‘

결정하시오，기다리오
(무릎을 꿇는다)
마리나
일어나요， 가련한 참칭자
제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연약한 계집앤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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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는 것으로 허영 높은 내 심장을
달렐 수 있다고 착각한 게 아년가요?
잘못 아셨네요

여보세요， 내 발아래

120

기사플과 지체 높은 백작들을 수없이 보았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애원을 차갑게
거절한 대가가 도망친 수도승 따위하고

.

참청자
젊은 참칭자를 그렇게 멸시하지 마시오
그 사람 속에 모스끄바의 제위에 어울리는
그대의 고귀한 손에 어울리는
용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

..

변화된 점은

.,

1831 년본에는 제 109 행의

참칭자의

대사 ‘분노의 폭발이 나롤 어디까지

끌고 간건가!’바로 전에 나오는 지문이 ‘혼자말로’가 아니라 ‘조용하게’이다
L

1831 년본에는 제 112 행에서 ‘미친 놈， 무슨 짓을 한 건가?’ 다음에 ‘소리

내어’라고 지문이 되어 있다.
c. 1831 년본에는 제 124 행 ‘젊은 참칭자를 그렇게 멸시하지 마시오’ 바로 전

에 ‘열어선다’라는 지문이 있다.

11)
12)

1825 년본의 제 18 장， 제 19 장의 순서가 1831 년본에는 바뀌어 있다.
1825 년본의 제 18 장의 제 16 행에서 제 20 행까지 바보 성자가 부르는 노래
달이 떠가고

고양이가 운다，
바보여， 일어나

자장， 자장， 자장
하느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1831 년본에는

라

기

느

다 나돼

가녁 께

고 운 어

싸

님

‘이 여
이，야。보

탈 고 바 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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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825년본의 제 19 장의 제 30 행 다음의 지문 ‘러시아군은 또다시 도주한다’

가 1831 년본에는 ‘전투. 러시아군은 또다시 도주한다’로 되어 있다.

14)

1825년본의

제 24 장의 제 3 행에서 뿌슈낀이 등장했을 때

백성들이 ‘들어

보세 .. ’하는 대사가 1831 년본에는 ‘이리로， 이리로 .. ’로 되어있다.

15)

1825년본의

제 24장의

제 38 행에서

백성들이 ‘묶어라， 묶어라， 드미뜨리

만세!’가 1831 년본에는 ‘묶어라， 파멸시켜라， 드미뜨리 만서l! ’로 되어 있다.

16 )1 825년본의 제 25 장의 제 16 행에서 제 18 행
들어가 보세! 문이 닫혔군
여자의 목소리야

-

-

들리나? 비명!

비명소리는 멈추었어

-

소란은

계속되는데

가 1831 년본에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들리나? 비명

여자의 목소리야. 들어가 보세!

문이 닫혔군， 비명소리는 멈추었어

-

소란은

계속되는데，

17)

1825 년본의 드라마의 제 25장의 끝 부분 및 드라마의 끝 부분
모살스끼

백성들이여， 마리아 고두노바와 그의 아들 표도르는
음독 자살하였소.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그들의 시체를 보았소‘
(백성들은 경악 속에 침묵한다)

어째서 그대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외쳐라， 황제
드미뜨리 이바노비치 만세 1

백생
황저l 드미뜨리 이바노비치 만서l'

1825 년 11 월 7 일
보리스 고두노프 황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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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인물인
회극의 끝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있으라
아벤

이

1831 년본에는 ‘드미뜨리

이바노비치

황제

만세’라고 부르라는 모살스끼

의 말에 백성들은 ‘침묵한다’로 끝난다.

4.
위에서

열거한 차이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지문이

나 대사가 1831 년본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띠는 차이는 1825 년본에
서

백성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눈물을 짜내며

엎드리고 보리스에게

황제가

되어 달라고 간원하는 제 3 장， 수도원 담장에서 승복아래 속세에 대한 미련과

야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리고리가 사악한 수도승에 의해 직접적으로 참
칭의 사주를 받는 제 6장， 그리고 므니세끄의

딸 마리나가 그리고리가 가짜라

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옷치장을 하는 의상실을 나타낸 제 13 장
이 1831 년본에는 빠졌다는 점， 제 18장과 제 19장의 순서가 바뀐 점， 제목과 끝

부분이 바뀐 점， 제 12 장의 두 부분이 생략된 점이다. 이제 이러한 차이점들
이 함께 작용하여 보여주는 1825년본과 1831 년본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자.

4. 1.
25 장으로 된 1825 년본에 서 는 장면들의
더

구성 이 다른 판본들에

비해

강하게 두드러진다. 이 작품을 23 장으로 본 경우에도 블라고이가 대칭적

구성에

6)

대칭적

대해

지적한 이후 이는 뿌슈낀 연구자들에

5J1 aroll , ll. 1l .(1950) rTBOptleCKHiI nyTb ny.ω깨'HHaJ
CC.
CC.

489-49 1;
102-125

5 J1 aroll ,

n. n. (1 979)

종종 주목되어

0813-1826) ,

왔다 6) 사

MocKBa , fleHHHrpa tI,

rO T KaHTeMHpa llO HaUJHX llHeildJ, T.

2,

MocK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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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판본인 23 장으로 볼 때 제 4 장과 제 20 장， 제 5 장과 제 19 장， 제 1 장과 제 23 장，

처음 3 개 장변인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과 끝의 3 개 장변인 제 21 장， 제 22 장， 제 2

3 장이 대칭을 이루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또 제 11 장 0825 년본으로 제 1
2 장)， 제 12 장 0825 년본으로 제 14 장)， 제 13 장 (1825년본으로 제 15 장)이 가장 가
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블라고이는 수고완성본의 마리나의
의상실 장면이나 사악한 수도승 장면이 빠져서

대칭적 구성으로 볼 때 완벽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므다. 25장의 1825 년본에서 대칭
적 구성이

오히려

거의

을 거울축으로 하여

빈틈이

없어

보인다. 작품의

한가운데

있는7) 제 13 장

마주보는 두 장면， 제 l 장과 맨 마지막 제 25장， 제 2 장과

제 24 장 등으로 대칭의

위치에

놓인

장면들의

연관은 매우 긴밀하다

그러면

전체 25 장을 이러한 연관 속에서 살펴보아 의미적 연결을 부각시켜보겠다.
제 1 장과 제 25 장: 끄레블린. 통치자는 전 통치자를 죽임으로써 통치자가 된

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새로운 통치자를 맞을 준비를
한다.

제 2 장과 제 24 장. 백성들 거리에서

서성이고 귀족 하나가 그들에게 새로운

통치자를 구하여 만세를 부르라고 사주한다.

제 3 장과 저1123장: 정치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여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제 4 장과 제 22 장: 끄레블린. 보리스 고두노프의 대관식과 죽음.
제 5 장과 제 21 장: 5 장에서 그리고리 잠에서 깨어나고， 21 장에서 패배하여 잠
c:

n

제 6 장과 제 20 장: 제 6 장 추도프 수도원 담장에서 그리고리가 사악한 수도승
으로부터

참칭의

사주를 받을 때 사악한 수도승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에

말한다

제 20 장 진영에서

백성들은 어리석고 쉽게

그리고리가 포로와

이야기하며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 묻는다. 포로는 백성들이 그리고리가 참칭자라

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두 장면에서 백성들의 견해가 중요한

7) 이 작품의 한가운데 있는 제 13장의 중요성은 이 작품에서 각 장면의 맨끝과 다
음 장변의
뚜렷해진다

맨 앞이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는 φpelí.'lKHH ， 10. J1.( 1979) “ o HeKOTOpwX oco6eHHOCT~X

KOMn03 때써 Tpare .'lHH nym때Ha <ÖOpHC rO .'lyHOB>" ,

pp.

27-44

rRussian Literature

J

, 7,

뿌슈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도 작품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제 5

장의 제 4， 5, 6, 7 연의 의미적 무게는 매우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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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수라는 것이 나타난다.
제 7 장과 제 19 장; 제 7장은 황제가 되겠다고 도주한 그리고리에 관한 수도원
장과 대주교의

대화로서

산문으로

되었고 우스광스럽다， 제 19 장은 외국장교

둘이 등장하다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성공하는 그리고리가 등장한다. 장
교들의 대화가 외국어로 되었고 우스팡스럽다

제 8 장과 제 18 장. 제 8 장에서 보리스는 자기가 죽이라고 시킨 환상의 아이를
보고 제 18 장에서 그는 아이들과 만나며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제 9 장과 제 17 장; 제 9 장에는 그리고리， 방랑수도승 미사일， 바를라암， 보초 1 ，

2,

여주인이 등장하고 제 17 장 어전회의에는 황제， 대주교， 바스마노프， 슈이스

끼， 귀족 1 ， 2 가 등장하는데 두 장면에는 그리고리

및 황제와 성직자들， 그외

여 러 사람이 등장하는 점에서 또 말하는 사람의 수가 같다는 점에서 공통적

이고 장면의 공간은 대조적으로 하나는 황궁이고 하나는 국경의 주막집이다.
보초 1 ，

2, 에 귀족 1, 2 가 대응한다.

제 10 장과 제 16 장: 제 10 장에서 보리스를 대하는 귀족들의 양면성을 볼 수 있
고 폴란드에

참칭자가 있다는 소문이

러시아로 알려지며

제 16 장에서는 참칭

자와 그에게 충실한 귀족 꾸릅스끼가 등장하고 러시아로 참칭자가 진격한다.
제 11 장과 제 15 장: 제 11 장에서

딸 크세니아， 아들 페오도르와 함께

상한 아버지로서의 보리스를 만나고 제 15 장에서

있는 자

참칭자가 마리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의 진정한 변을 보인다. 둘 다 내면적이고 내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 12 장과 제 14 장. 제 12 장에서 비슈네베쓰끼 저택에 있으며 상황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참칭자를 볼 수 있으며

제 14장 므니세끄의

집

파티에서

참칭자는

상황의 꼭둑각시이다
제 13 장. 마리나의 의상실

위에서 보았듯이 257R 의

장면들의

대칭적인 상응이

매우 두드러진다. 3 개

장면이 생략된 1831 년본이나 23 장으로 된 사후 출판본에서는 이러한 거의 빈

틈없는 마주 보는 두 장면의 대칭적인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제 18 장

과 제 19 장의
대칭관계에

위치가 1831 년본에서처럼
있는 제 8 장과 제 18 장

바뀌지

않았을 때 위에서 본 것처럼

제 7 장과 제 19 장이 의미적으로 긴밀한 연관

을 보인다8) 또 이러한 대칭구조는 작품의 제목과 이 작품의 맨 끝에 나오는
서술문의

유사관계(처음에

희극이라고

시작하고

끝에도

희극이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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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것)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어

위와 같은 정교한 대칭구성에서

있다.

제 13장이 가장 정점에 위치하여

대칭으로

만나는 두 장면을 서로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 장이 의미

적으로 중요한 무게를 지니게 됨을 말하고 이 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적 구
조는 두 인물의 등가적 관계를 증거할9) 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서 역사의 반복성， 순환성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4.2.
장면의

길이로 보자면 가장 짧은 장면은 24 행， 가장 긴 장면은 221 행이다.

각 장의 길이를 재어 장면들의 길이가 이루는 리듬을 살펴보자. 드라마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과정과 6 년이 지난 뒤 그리고

리가 삐멘으로부터

보리스의

황태자 살해사건을 전해듣고 참칭자가 되려고

국경을 넘어가는 첫 번째 부분은 9 개 장면(제 1 장부터 제 9장) , 드미뜨리가 폴
란드에 머물면서 러시아를 침공할 준비를 하여 러시아로 진격하는 시기를 다
루는 두 번째 부분은 7 개

장면(제 10장부터

저1116장)

그리고리가 참칭자로서

러시아로 들어와 황제자리에 오르는 것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 번째 부분은
9개

장면(제 17 장부터 제 25장)으로 첫 번째 부분과 장면의 수가 같다

22 장으

로 된 1831 년본의 경 우에 는 첫 번째 부분이 7 개 장면， 두 번째 부분이 6 개 장

면， 세 번째 부분이 9 개 장면으로 되어 있고， 23 장으로 된 사후 출판본의 경
우에는 첫 번째 부분이 8 개 장면， 두 번째 부분이 6 개 장면 세 번째 부분이
개

장면이다

장면의

수만으로 살펴볼 때 25 장으로 된 1825 년본에서

부분의 6 개 장변을 중심으로 앞뒤로 각각 9 개 장면이

9

가운데

대칭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부분이 포함하는 장면들의 길이를 살펴보면 (행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993 년에 처음으로 1825년본을 출판한 책에는 행수가 표시되어

1

있지 않은데다

가 산문으로 된 경우에 1996 년 재출판된 1831 년본과 달라서 1831 년본을 기준
으로 헤아렸다. 행수 옆에는 장소와 주요 등장인물을 간단히 표시하였다)

8)
9)

23 장으로 된 사후출판본에서는 오히려 차례가 바뀌었을 때 대칭을 이룬다
박현섭 (200이 “〈보리스 고두노프〉의 연극적 함축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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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94 행

끄레블린

제2장

25 행

붉은 광장，

귀족 (백성)

제 3장

29 행

노보제비치수도왼 앞뜰‘ 백성

제 4장

35 행

끄레블린，

백성， 귀족 하나
보리스， 대귀족， 대주교

제 5장

203 행

제 6장

30 행

추도프 수도원， 그리고리， 삐멘
수도원 담장，

제 7장

24 행

대주교의 저 태， 대주교， 추도프수도원장

저118장

59 행

황실， 보리스

저19장

159 행

리뚜아니아 국경의 주막， 그리고리외 여러사람들

그리고리， 사악한 수도승

제 10 장

109 행

슈이스끼집. 귀족들

제 11 장

168 행

황실.

제 12 장

132 행

끄라꼬프의 비슈네베쓰끼집

제 13 장

55 행

므네세끄 저택. 의상실， 마리나
므니세끄집 무도회

보리스
참칭자

저1114장

38 행

제 15 장

221 행

귀족

제 16장

33 행

제 17 장

137 행

제 18 장

39 행

모스크바 성당 암 바보성자， 아이들， 보리스

제 19장

37 행

북부세베르스끼 전투. 외국 장교들， 드미뜨리

제 20 장

48 행

셰프스끄

제 21 장

40 행

숲

밤. 정원， 분수. 참칭자， 마리나
리뚜아니아국경

참칭자， 꾸릅스끼

어전회의. 황제， 대주교， 귀족

참칭자 러시아인 포로

위장 드미뜨리， 귀족

제 22 장

136 행

제 23 장

65 행

모스크바， 황실
군영

보리스， 바스마노프 등 귀족

제 24 장

39 행

고대

제 25 장

27 행

끄레블린， 보리스의 집. 귀족， 백성

바스마노프， 귀족 뿌슈낀

백성， 귀족 하나 (뿌슈낀)

1831 년본 일 때 장면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에는 사후 출판본(총 23
장)일 때 장면의 차례가 표시되어 있다)

제1장

(1)

94 행

끄레블린， 귀족， (백성)

저12 장

(2)
(3)
(4)
(5)
(6)

25 행

붉은 광장， 백성， 귀족 하나

29 행

노보제비치수도원 앞뜰， 백성.

35 행

끄레블린，

제3장

제 4장
제 5장

203 행

24 행

보리스， 대주교， 대귀족

추도프 수도원， 그리 고리，

삐멘

대주교의 저택， 추도프 수도원장，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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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보리스

저16 장

(7)

59 행

서17 장

(8)

159 행

리뚜아니아 국경의 주막， 그리고리 외 여러사람들

제 8장

(9)
(1 0)

109 행

슈이스끼집， 귀족

157 행

황실， 보리스

제 9장

제 10 장 (11) 107 행

끄라꼬프의 비슈네베쓰끼집， 참칭자

제 11 장 (12)

므니서l 끄집 무도회， 귀족

37 행

제 12 장 (13) 221 행

밤. 정원， 분수，

제 13 장

(4)

33 행

리뚜아니아국경，참칭자，꾸릅스끼

저1114 장

어전회의

참칭자， 마리나

황제， 대주교， 귀족

(5)

137 행

제 15 장 (1 6)

33 행

북부 세베르스끼 전투， 외국 장교들， 드미뜨리

제 16 장 (17)

38 행

모스크바， 성당 앞 바보 성자， 아이들， 보리스

제 17 장

48 행

셰프스끄

40 행

숲， 위장 드미뜨리， 귀족 뿌슈낀

제 18 장

제 19 장
제 20 장
저121 장
제 22 장

(8)
(19)
(20)
(21)
(22)
(23)

136 행
65 행

러시아인 포로， 참칭자

모스크바 황실. 보리 스， 바스마노프 등 귀 족
군영， 바스마노프， 귀족 뿌슈낀

39 행

고대

26 행

끄레블린. 보리스의 집. 귀족， 백성

1825 년 본의 장면들의 길이를

앞 뒤 맥락 속에서

면

처。

하

셔E

그 이상을

뾰

중 장

160 행 이하를

백성， 귀족 하나 (뿌슈낀)

단

80 행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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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분은

제 5 장이 가장 길며 이 장을 축으로 앞뒤로 대칭적인 리듬을 보인다
/ 중단단단/ 장/ 단단단중/

제 2부분은

짧은 제 13 장을 중심으로 앞뒤 로 / 중장중/， / 단장단/을 이룬다. 제 13 장 앞

뒤에

위치한 세 장면에서

두 장면은 그보다 짧다，

각각 가운데 장변의

길이가 길고 그 앞뒤로 있는

러시아연구 채 12 권 채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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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중/ 단/ 단장단/

제 3부분은 짧은 제 21 장을 축으로 앞뒤로 / 중단단단/ 이 나타난다.

/ 중단단단/ 단/ 중단단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단단단/ 장/ 단단단중ν 중장중 / 단/ 단장단 ν 중단단단 / 단/ 중단단단/
장면의 길이가 보여주는 리듬을 고찰해 보면，

제 1 부분의

제 5장， 제 2부분에서

뒤로 유사한 리듬을 이루는 축이
품이

제 13 장， 제 3부분에서

제 21 장이

각각 그 앞

되논 장면으로서 의미적 무게가 실리며

시작할 때 4 개 장면과 작품이

끝나는 마지막 4 개 장변의

작

리듬이 /중단

단단/으로서 동일하다.

이러한 리듬은 사건의

전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제 1 부분에서 보리스

가 등극하는 것을 다룬 앞의 4 개 장면과 삐멘이 보리스의 실체를 얄리는 제 5

장을 축으로 보리스가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잃어가는 틈을 타서 그리고리가
참칭의

뜻을

품고

국경을

넘는

것을

나타내는

뒤의

4개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리가 폴란드에서 세력을 모아 러시아로 진격하는 것까지를 다루는
2부분의 축을 이루는 장면은 제 13 장이다

하게

행동하며

세력을 모으는 것이

제

제 13 장 이전까지는 그리고리가 기민

가시화되고 제 13 장 이후에는 그리고리가

가슴에 상처를 간직한 통치자로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리
가 참칭자로서

러시아로 들어와 황제자리에 오트는 것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 3부분에서 축을 이루는 제 21 장을 중심으로 제 21 장 이전에는 그리고리가 보

리스의 군대와 전투하고 제 21 장 이후에는 그리고리의
황제에 오르는 것을 보여준다.

1831 년본이나 사후 출판본에서는，

110 행까지를

단

주。

60 행까지를

전투와 관계없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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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 이상을

1831 년본의 제 1 부분은 제 1 장에서 제 7 장까지 7 개 장면으로

/ 중단단/ 장단단/ 장/
제 2부분은 제 8장에 서 제 13 장까지 6 개 장면은

/ 중장중/ 단장단/
제 3부분은 저1114장에서 제 22장까지 9 개 장면으로서 다음과 같다.

/ 장단단/ 단단장/ 중단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 중단단/ 장단단/ 장// 중장중/ 단장단 ν 장단 단/ 단단장/ 중단단/
이다.

1831 년본에서는 제 7 장 (혹은 제 4 장)만 제외하면 전체 22 장이 3 개 장변을 단
위로 리듬을 이루는데 길이가 긴 장변 하나에 그 보다 짧은 2 개 장면이 합쳐

서 3 개 장면으로 한 단위를 이룬다.
1831 년본에서 리듬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은 제 7 장 (혹은 제 4 장) 국경을 넘
어가는 선술집이다
작품이

시작할 때 3 개

장면과 작품이

끝나는 마지막 3 개 장변의

리듬이 /

중단단/으로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3 장으로 된 사후 출판본에 서 는 리 듬이 다음과 같다.

/중단단/ 단/ 장단단/ 장ν 중장중/ 단장단 ν장단단/ 단단장/ 중단단/

여기서는 제 4 장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장면과 제 8 장 그리고리가 국경을
넘어가는 장면이

전체 리듬에서

동떨어져

있고 역시

작품이

시작할 때 3 개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2 호

194

장면과 작품이 끝나는 마지막 3 개 장변의 리듬이 /중단단/으로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장면의 길이가 나타내는 리듬의 두드러짐만을 따져보자면 22 장으로 된

183

1 년본에는 출판본에서는 그리고리가 국경을 넘어가는 부분이 강조되고 23 장
으로 된 사후출판본에는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것과 그리고리가 국경을 넘
는 것이 두드러지고 25장으로 된 1825 년본에는 제 5장 삐벤의

역사쓰기와 그

리고리의 등장， 제 13 장 마리나의 의상실， 제 21 장 그리고리가 숲 속에서 잠드
는 장면이 두드러지며 이 장면들이 리듬의 반복의 축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부

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부분인 제 1 장에서 제 9 장까지의 길이의 리
듬은 제 5장을 중심으로는 앞 뒤 각각 4 개 장면의 리듬이 /중단단단/과 /단단
단중/으로 서로 대칭관계를 보인다. 게다가 제 5장과 제 21 장은 바로 제 13 장을
거울로 하여 서로 반사되는 대칭적 관계로 연결되는 두 장면이다.

또한 눈에

띠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제일

처음의 4 개 장면의 리듬 /중단단단/ 이 맨 마지막에서 그리고리가 황제에 오
르게 되는 과정을 다루는 4 개 장면의 리듬 /중단단단/ 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
보이며

볼 때도 25 장으로 된 1825년본이

재 5 장， 제 21 장 그리고

가장 빈틈없는 대칭구조를

제 13 장， 그 중에서도 제 13 장이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장이고 가장 무거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안드레이

따르꼬프스끼 (AHnpeα TapKOBCKH꺼)가 연출한 모데스트 무소르그스끼

(MoneCT MyccoprcKI깨)의 오페라 1872 본 〈보리스 고두노프〉에서도 ‘마리나의
의상실’ 장면의 합창이 전체 210분 가량의 길이에서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10)

또한 이러한 대칭구조는 처음 4 개 장변에서 페오도르황제가 죽고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는 과정， 마지막 4 개 장면에서 보리스가 죽고 그리고리가 옥좌에

오르는 과정이 다루어진 것과 같은 규모가 비교적 큰 내용의 반복뿐만 아니
라 백성들의 ‘황제 만세’와 같은 소규모의 대사들의 반복과 어우러져

역사가

반복된다는 의미를 생성， 강화하고 나아가 보리스와 그리고리가 똑같은 운명

을 겪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의 반복성의 한가운데 그것을 웅직이는 축은 무엇인가?

10)

1990 년 마린스끼
1993 년

극장의

공연을

BBC

텔레비션과 왕립오페라하우스가 녹화하여

Decca Music Group에서 만든 필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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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에

위치하는 저1113 장의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또 이 옷을 갈아입는 방은

국경

가까이 존재하는 도시 산보르， 그것도 집의 내부 깊숙이 있는 공간이다. 이곳

에서 마리나는 참칭자의 정체를 모두 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다이아몬드 관
을 쓰고 옷치장을 하며 진상을 알아보고 자신의 욕구， 참칭자를 유혹하여

황

후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느냐인 것이다.
또 리듬적으로 두드러지는 제 5장 그리고리가 잠에서 깨는 장면과 제 21 장의

그리고리가 잠에 드는 장면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그리고리의

행위는 마리나

의 의상실과 인과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시적- 병행적 의미 연관 속에서 작품
전체의 의미구조의 중추를 이룬다.

5.
그렇다면 그리고리의 정치적 상승과 옷갈아입기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드
라마에서

황제되기와 옷갈아입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

제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는 점이다. 황제의 옷을 누가 입든

지 옷을 걸치고 옥좌에 앉으면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뿌슈낀은 깊이 생각
해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에

대한 문제， 통치자에

대한 문제는 작품 집필 당시 뿌슈낀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문제였다. 알렉산드르 1 세가 옥좌에 오르려고 아버지를 살해시
켰으리라는 소문 (뿌슈낀은 그것을 시

<자유>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이

아직 떠돌던 시기， 또 당시 젊은이들과 함께 진보적

정치사상을 논하며 이상

적 정치형태에 대한 모색， 통치자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강하던 시기였다. 뿌
슈낀은 펼시 까람진의
건의

역사서를 이러한 관점에서 읽었을 것이다. 뿌슈낀이 사

진행을 따온 까람진의

『역사 ~(HCTOpH~ rocynapcTBa pyccKoro

1816-1829

년 사이 출판)는 1818 년 제 9 권이 출판된 이후 제 10권과 제 11 권이 1824년 출판

되었다. 뿌슈낀은 까람진의 역사 제 10 권 제 3 장， 제 11 권 제 1 ，

2, 3 장에 쓰여진

바 1598 년 1 월 7 일 표도르가 사망하자 백성들은 그의 영혼이 유약했던 것을

잊고 그가 통치하던 시절의 행복한 나날에 대해 감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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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며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옥좌가 주인을 잃고 비어있게 되자 황후 이리나

는 남편의 유언인지， 자신의 의사인지， 아마도 보리스의 생각인지 왕좌에 오
르려고 하지 않았고 후계자가 될 드미뜨리 황태자를 예전에
리스는 이미 다 자기 사람들을 곳곳에

이미 살해한 보

배치하여 그들은 보리스의 뜻대로 움

직였으며 이리나는 수녀원으로 들어갔고 보리스도 같이 들어갔는데 2 월 17 일
전 러시아인의

대표가 보리스를 황제로 추대하기로 결정했고 2 월 20 일 통보

했으나 보리스는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왕관을 받아들여 통치를 하던 중 위장

드미뜨리가 나타나 폴란드와 카톨릭세력을 업고 러시아를 침공하고 1605 년
모스크바에 나타나 보리스의 아들을 죽이고 황제로 모셔지는 것까지를 자신
의 드라마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또 1825 년을 전후하여 뿌슈낀은 세익스피

어문학에 심취하기 시작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역사물들을 읽으면서 그는 역시

통치자의 문제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
를 비롯한 역사물에서 찬탈자-왕을 다루었듯 뿌슈낀은 이 드라마에서 찬탈자
황제 보리스와 위장 드미뜨리인 그리슈까 오뜨레삐예프를 다루었던 것이다 12) 실

상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왕의 실체와 외형의 괴리， 나아가
정치적인 무대에서 인간의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 드라마는

제 1 장에서부터 비어있는 옥좌에 오르는걸 번거롭다 마다하며 연극을 하는 보
리스를 보여주며

시작하며

귀족틀은 속으로는 반란을 꾀하면서도 겉으로는

신하의 역할을 한다. 제 2 장에서는 옥좌에 오르게 하는 거대한 연출이 준비되
고 제 3 장에서는 백성틀이 연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는 옥좌에 오르면서

연극을 하고 이

제 4 장에서는 보리스

장은 사태를 파악한 슈이 스끼 의

안면바

꿈으로 끝난다. 제 5 장에서 삐멘이 이야기하는 대사 중에는 왕관이 무거워지면

수도복을 입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친위대원까지 두건을 쓰고 수도복을 입
는 실체와 외형의

괴리가 언어화되고， 제 6장에서

그리고리에게

하라고 사주하는 사악한 수도승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며

11) KapaM3HH , H M.(824) r /fCTOpHJl rOCYllapCTBa
Xl, r JlaBa 1, II , IU , nylll재H ， A. C (1996) 댄OpHC
lleMH1.I eCK 싸 npoeKT ， CC. 369-445.
‘

직접

참칭을

제 7장의 수

POCCHμCKoro，g， T.
rOIlYHOBJ

X, r Jl aBa III, T
, CaHKT-neTep6ypr: AKa-

12) 두 작품을 비교한 논문은 Moon , H. K . Sun , Choi (999) “‘ Untenanted Throne
npeCTO Jl 5e3B Jl aCTHbIH ’ and ‘BOlTowed Robes"’ r러샤아연큐J , 저19권 제 2호，
201-223 쪽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말로 1999 년 11 월 27 일 한국슬라브학회 주

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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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런 총주교와 수도원장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

각하고 겉에 보이는 엄숙한 자태와는 전혀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게 된다. 제 8장에서 보리스의 양심의 오점에 대한 독백은 통치자의 외형과 내

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제 9 장에서 평민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황제가
되려는 계획을 비수처럼 옷 속에 감춘 그리고리나 수도승 주정뱅이들은 실체
와 이름 및 외형의 괴리를 희극적으로 보여주며 보초 또한 본연의 자기의 임

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 10장에서 귀족들의 하인이 스파이인 것이 드러

나고 슈이스끼의 축배가 거짓인 것이 드러난다. 제 11 장에서는 ‘무거워라， 황제
의 왕관이여’ 또 ‘실체 없는 이름， 그림자가 -

이 설마 내 자색 옷을 벗기겠

는가? 이름 소리가 내 자식들의 제위를 빼앗겠는가?’ 와 같은 독백에서 외관
이 지배하는 것이 현실정치라는 것을 알기에 보리스가 참칭자를 그토록 두려

워함을 알 수 있다. 제 12 장에서도 카톨릭신부가 속세 앞에

위장하여

세인을

속여야 하는 필요에 관해 이야기한다. 드미뜨리로 가장한 그리고리가 제 12 장
에서 ‘옷을 보니 고국의 것이로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가 자신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의 외관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장면에

있는 ‘시인 (그리슈까의 옷자락을 붙잡고)’ 라는 무대지시에서 우리는 시인이
참칭자의 실체가 그리고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를 황태자라고 부르는 느낌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리슈까의 옷자락
다는 사실이다

참칭자의 외관이 현실정치를 지배한

져113 장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의상실， 이곳에서

역사는 이루

어진다. 제 14장은 그 자체가 가장무도회이고 가장하는 마리나를 비롯하여 가
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진다. 제 15 장에서는 실체와 외관， 가장과 진실한 감정사
이의

갈등이

표면화된다. 마리나는 외관만을 중요시하며

외관의 괴리를 모든 사람이 알면서

드미뜨리는 실체와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16 장은

가장과 실체 사이 가책을 느끼는 참칭자를 보여준다. 제 17 장에서는 귀족 모두
들 보리스의 내변에 대해 알고 있으나 가장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제 18
장에서는 국외자인 철모를 쓴 바보성자만이 진실을 말한다. 저1119 장에서는 병
사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이

표현되 어

있고 제 20장에

등장하는 포로의

대사에서 참칭자의 실체에 관해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그를 통치자로 기대한
다는 것이 지적되며 제 21 장에서 전쟁이 패한 후 위장 드미뜨리가 잠이 드는

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각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 22 장에서 보리스의 유언은 현실정치에 있어 실제와 외관에 관한 정

치적 감각을 보여준다

제 23 장의 아파나시 뿌슈낀의 적법한 황제 및 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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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황제에

관한 언급은 그가 황제의

적법성이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제 24 장에서 각본대로 그리
고리는 황제로 선포되고 제 25 장의 마지막 부분은 외관과 실체의 괴리가 당연

시되어 있고 연극의 연출 같은 정치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한 백성들을 보
여 준다. 그러나 그틀의 행위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귀족들이 꾸며놓은 각
본대로 ‘드미뜨리 황제 만세!’를 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 전체에 실
체와 외관의 괴리는 정치적인 무대에서는 전제된 사실이며 통치행위는 짜여
진 연극이라는 메시지가 배어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

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서두부터 빈 옥좌에 오르는 문제와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의 자격시비， 그리고 통치자가 될 사람의 위장과 연극에 대한 말이
전면에 부상됨을 알 수 있다. 보로띤스끼가 슈이스끼에게 이

소동이

어떻게

끝날 것 같으냐고 물었을 때， 슈이스끼는 서슴치 않고 이 모든 것이 연극이며
모두가 그 안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밝힌다.

어떻게 끝나냐구? 그거야 뻔한 일이오

백성들은 좀더 통콕하며 울부짖을 것이고，

보리 스도 술잔을 앞에 놓은 술꾼처 럼
아직은 약간 더 얼굴을 쩡그렬테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비를 베풀어 공손하게

왕관을 받아틀이는 것에 동의할 것이오.
그리곤 그 자리

-

그 자리에서 이전처럼 우리를

지배할 것이오.

슈이스끼의 다음의 대사에서

솔직이 말하면 그때 보리스는 나를
태연함과 예기지 않은 뻔뻔스러움으로 당혹시켰소
그는 죄없는 사람처럼 내 눈을 들여다보았소
이리저리 캐묻고 상세한 사항으로 들어갔소.
그리고 나는 그가 내게 속삭여 주는

헛소리를 그 앞에서 그대로 되풀이 했소.

우리는 보리스가 자기자신의

죄를 감추고 효과적으로 옥좌에

오르기

위해

서 연극을 하는 사람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극을 하도록 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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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이스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다

가올 위험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함께 연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슈이스끼는
보리스가 도살자의 사위이며

도살자라고 말하며

훨씬 더

보리스 자신도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

그가 옥좌에

앉는 것보다 자신들이

옥좌에

몰라도

앉을 권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보리스가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그들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가 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뿌슈낀은 정통성이 통치자와의 혈연관

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바 군주로서의 자질인 공포
와 애정으로 백성틀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질과 능란한 거짓말과 위선으로서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대담한 사람이 옥좌에 오른다는 것을 보로띤스끼

와 슈이스끼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극의 끝에 그리고
리 가 옥좌에 오름으로서 그 정 당성 이 증명 된다.

제 l 장에 서 제 4 장까지 보리 스

가 계속 옥좌에 오르기를 거절하고 백성들이 애원하고 결국 보리스가 받아들
이는 사건은 전체가 연극적인 성질을 띄고 있는데 이는 극 전체의 음조를 지
배하고 있다. 보리스나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위장 드미뜨리나
모두 거대한 드라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권력을 위하여 황태자를 살해한 이후 보리스가 옥좌에 오르기를 거절하

고 사양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정통화의

전략이

다. 그의 거절은 백성들에게 옥좌에 오를 것을 애원하게 만들고 그에게 그가

백성들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추대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스에게 울고 불며

애원하는 백성들을 그린

제 3 장은 0831 년본에

는 없는 장면) 특히 이러한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미도 모르는

채 게임에
질러

참여하느라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어머니， 또 양파를 눈에 문

눈물을 짜내려는 사람들 ... 모두가 연극을 한다. 제 4 장에서 보리스는 귀

족들 앞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들 앞에 내 마음을 다 보였소
그대들은 내가 두려웅과 겸손한 마음으로

위대한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소

그러나 이

대목의 아이러니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 연극의 세계에서는 아무

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에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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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해지는 곳，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곳은 혼자 있을 때이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한다. 이때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하고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그는

정치무대 위의

그와는

전혀

다르다.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마스크 뒤에 감추고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하는 것은 슈이스끼도 마찬가
지이다. 그도 정치적으로 능란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실， 충성， 의무， 정직은 통치자에게나 귀족
에게나 백성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슈이스끼는 백성에 대해서 말한다.

아시는 바이오나， 우매한 천민들은
변덕이 심하고 반항적이며 미신을 믿으며
헛된 희망에 쉽게 몸을 바치고
순간적 인 사주에 복종하나이 다
그들은 진실에는 귀멀고 무관심하며
꾸며낸 이야기를 먹고 살아가옹니다

마키아벨리가 간파한 백성들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 이 말은 1831 년본에
는 생략된 제 3 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지넌 백성
이

작품의

제 3 장이

맨 끝에

삭제된

‘드미뜨리

것처럼

되었다 13) 침묵 속에서

작품의

황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1831 년본에서는

끝도 백성들이

끝까지

침묵하는 것으로 처리

이제껏 영문도 모르고 연극의 기획에 따라 함께 연극

을 했던 그들은 이제 모든 옥좌는 비어있는 옥좌이며 모든 옷은 원래 임자가

13)

‘침묵하다’라는 단어는 까람진의 역사서에 여러 가지로 쓰였다. KapaM3 배， H.
FHCTOPHJI rOCYßapCTBa

POCCH.지CKorOj}， T.

X, r Jl aBa III ,

T.

M.(824)
XI , r Jl aBa 1, II , III , nywKHH

A. C(]996) 댄OpHC rOJ1YH。이 , CaHKT neTepGypr ‘ AKa i\ eMH4eCKHli npoeKT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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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깔

로프가 보리스룹 추대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거나 침묵할 엄두를 못내었
다”

c. 369‘ 황제가 죽어가며 보리스에게 시선을 향하며 보리스의 속삭임을 들을 때
“귀 족들은 말이 없었다 ”

c.

378 보리스에게 등극하기를 청하려고 모였을 때 “백성뜰 말없이 광장에 모여

있다”

388:
c. 404:
c.

보리스가 총주교로부터 관을 받을 때 “백성은 침묵 속에 공경하였다 ”
“백성들의

침묵은 황제에게는 분명한 비난으로서 러시아인들의 심장 속에

중요한 변화를 선언하였다
c.

385:

“보초병들은 아무데서도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데서도 말

발굽소리가 들리지 않아 초원의 침묵 속에서 졸고 있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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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연극과 가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자

신들도 그것의 일원이었다는 것도 깨달으며 권력층에 대해 무언의 반항을 하
는지도 모른다. 또 독자는 이러한 침묵 속에서 강한 충격과 함께 자기 성찰의
계기를 얻게

되는 지도 모른다. 어쨌든 침묵하다가 다시

부르는 1825년본의

마무리가 백성들이

정치적인

세계에서

시키는대로 만세를
아무런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말 할 수 있다.

가장이 지배하는 정치무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보리스는 실체가 아니라

외양이， 내변의 진실보다 바깥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정통성 자체보다는 정
통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통치자이다

고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변에서 그리

훌륭한 군주란 권력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권력에

이르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다. 진실이나 덕을 지니는 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게임을 잘하는 것이며 그 게임의 룰을 이해
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보리스 뿐만 아니라 그리고리도 통치자의
자질을 잘 알고 있으며

백성들의 속성도 잘 알고 있고 귀족들의 속성도 잘

알며 여폰을 의식하는 점도 그러하다， 0825 년본 제 12 장에서 그리고리의 이러
한 점을 보여주는 대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두 군데나 삭제되어

상기해 보면 25장으로 된 1825년본에 통치자의

있는 점을

정체의 문제가 좀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1825년 9 월 13 일 바챔스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뿌슈낀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리스를 보았다’ 14) 고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정
치적 인물로서의 보리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역사적인 충돌의 시기에 여
러 가지

과정에

계층적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구제도를 파기하고 신제도를 도입하는

처한 유능한 정치가로서의 보리스를 바라본 것이다. 뿌슈낀은 까람진

이 이반 4 세의
으며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치하고 순진하다고 보았

살해도 정치 적 투쟁의 일환으로 보았다. 타키투스가 전제군주 티 베리우

스를 단죄적으로 묘사한 것에 그가 불만을 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15) 또 그는 보리스가 아들에게 옥좌를 넘겨주는 장변에서도 통치 수단

14) nywKIIH , A, C,(996) 'BOPHC rOß.yHOB,} , CaHKT-neTep6ypr ‘ AKalleMlltteCKI새 npoeKT ,
C,

15)

459 ,

ny뻐J< IIH ， A, c ,(996) 'BoPHC rOß.yHoB~

159

, CaHKT-neTep6ypr: AKalleMlltteCKllíí npoeKT , C

리지아 로트만 (JJlIll깨 JJoTMaH) 은 주해에서 통치자 보리스 고두노프의 마키아벨리

즘에 관해 주목하면서 그가 마키아벨리적 의미에서 매우 우수한 군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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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마키아벨리적인 것의 필요불가결성을 숙지한 유능한 통치자를 보여주
고 있다. 보리스는 아들에게

그러나 이것이
권력유지에

정통성이

있는 옥좌를 넘겨주는 것을 강조하고

반역과 반란을 막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경고하고

대한 충고를 한다. 그는 아들에게 슈이스끼를 고문으로 추천하고

유능한 바스마노프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라고 유언한다. 보리스가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슈이스끼， ‘공손하면서도 대담하고 교활한 자‘
(제 11 장)인 슈이스끼의 자질을 높이 사서 일 처리에 있어 믿을만하고 냉철하
며 좋은 가문의 노련한 사람을 쓰라는 말하는 것은 그가 인격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나타나는 특정을 높이 사며 즉 현실정치의 능력을 보며 그것만이 중
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뿌슈낀은 이러한 현실정치적인 감각을

지닌 보리스가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은 찬탈자로서의 정통성의 부재가 원인
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통치자로서의

상실을 스스로 부채질한 데 있다고

자아정체성을 상실하였고 또

이러한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리의 경우에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옷갈아 입기가 계속된다. 수도승

의 두건 아래서 황제가 되려는 꿈을 꾸었으며 평민의 옷을 갈아입었다가 황
태자의 외관을 갖추며 드디어 황제의 옷을 입게 된다. 어전회의에서 대주교는
그리고리가 황태자의

이름을 훔쳐

입은 옷처럼

입었다고 말하며

그 옷을 찢

기만 하면 실체가 드러나리라고 말한다.
그는 파렴치하게도 황태자의 이름을

50

훔쳐 입은 옷처럼 입었나이다

그러나 옷을 찢기만 하면

-

그 스스로

별거벗은 채로 창피를 당하리이다.

그러나 옷 자체는 아무나 결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이미 보리

스의 경우를 통하여 알고 있다. 둘의 경우 모두 외관과 실체사이의 분열이 나
타난다. 사랑에 빠진 그리고리가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는 곳은 마리나에게 사
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이다. 그는 모든 자신의

감수하고 위장과 연극을 벗어 던진다.
나는 세상을 속였소. 그러나 마리나， 당신은
나를 벌 하지 못하오. 난 당선 앞에 정 당하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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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나는 당선을 속일 수 없었소.
당신은 내게 유일하게 신성한 것이었소

그 신성한 것 앞에 난 감히 가장할 수 없었소.

그러나 저1113 장에서 보듯 황후가 되려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차갑고 계산

적인 마리나는 그가 실체를 내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게임의 법

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외관이지 그의
그리고리가 우려했던

었다. 그리고리의

대로 그녀는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정체가 아니다.

옷을 선택한 것이

없는 것은 마리나뿐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의 외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이익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드미뜨리이건 아니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요?

나는 반목과 전쟁의 구실일 뿐이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뿐이오，

그리고리가 옥좌에

오르는 것은 어떤 영웅적

행위에

의해서

일나는 일이

아니다. 그가 옥좌에 오르는 것은 그가 기회를 포착하고 연극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연출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제 21 장

에서

잠이

든다

이제 펼요한 것은 그리고리가 황제로 선언되는 절차뿐이었

다. 정통성의 외관을 부여하고 허구를 사실로 만들고 참칭자를 황제로 변하게
하는 성공적 연기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극중에 나오는 귀족 뿌슈낀은 이려한

계기를 만들어

낸다. 그는 그리고리를 황제로 선언하고 그리고리는 몇 마디

말과 몸짓으로서 참칭자에서 황제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종교
는 권위의

정통성을 위해 쓰여지고 그리고리는 정통성의 피를 갖는 신이 인

정한 군주가 된다.
폐하를 노엽게 하지 말며， 신을 두려워할지어다.
적볍한 황제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시오.
순종하라， 그리고 당장 대주교의 처소로
드미뜨리 황태자께

귀족， 서기，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를 보내라
아버지 군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라

이제 보리스가 잠시 차지했던 옥좌는 다시 그리고리에게로 넘어가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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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빌려

입었던 옷은 그리고리가 입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연극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다. 작품의 제목이 ‘황제 보리스와 그리슈까 오뜨레삐예
프에 대한 희극’이듯이

이 작품에는 두 명의 통치자의 유사성， 그들이 이루어

가는， 또 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이러니칼한 웃음을 보내는 뿌슈낀
의 시선에 의해 포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맨 끝 부분인
보리스 고두노프 황제가

제일 인물인
희극의 끝.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있으라
아멘

에서 이 희극의 제일 인물이 보리스 고두노프 황제라고 언급한 것은 그리

고리가 황제의 옷을 입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리고리도 옥좌를 차지했다가
는 비워 놓을 똑같은 운명에

처했으나 그 운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더더욱 과감한 것은 그리고리의

어난다는 점이다

옷갈아입기가 바로 삐벤의

또 삐멘은 왕관이

대한 이야기와 친위대원까지
그가 군주와 수도승의

일

무거워지면 수도복으로 갈아입는 왕들에

두건을 쓰고 수도복으로 갈아입는다고 말한다.

옷갈아입기가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 역도 가능하다

고 보는 것은 아닐까? 삐멘은 가장과 투쟁의
떨어져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마키아벨리적인

세계에서

멀리

그는 이러한 세계에서 물러나 수도원

으로 등어온 사람으로 그리고리가 보기에 그는

그의 높은 이마와 시선 어디서도

그의 숨은 생각을 읽을 수 없으니，
언제나 겸허하고 위엄 있는 저 모습이네

명령을 받들며 백발이 된 관정서기처럼
연민의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없이
선과 악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옳은 자들과 죄진 자들을 대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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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모습으로 세상일을 판단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삐벤

자신이

언급하고 있듯이 그 속에서는 아직 세속에

대한 미련이 꿈속에 나타

나며 그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지나간 것 중에서 그가 기록하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그의 역사관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그는 황제가 신 바로 아래 존재하
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사람이며 그의 인격은 신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
다.

아들아， 위대한 황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그들위에 누가 있나? 유일하신 하느님뿐이네， 감히

그들을 누가 거스리리? 아무도 못하네

헌데，

종종 그들에게 왕관이 무거워졌다네
그들은 왕관을 수도승의 두건과 바꾸었다네.
이반 황제께서도 수도승의 고행을 따라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하셨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삐멘은 군주가 옷을 벗고 수도승의 옷을 입을 수 있

으며 군주와 수도승은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만한 총신들로 가득 찬 그의 궁전은
수도원 같은 새로운 모습을 띄었네

고행자의 옷을 입고 두건을

쓴

100

친위대원들은 충직한 수도승의 모습이었고
무서운 황제는 온화한 수도원장 같았네.

그는 이반 뇌제가 수도원장 같은 모습이고 이반 뇌제의 악명 높은 친위대

원들이 수도승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긍정적인 시선에서 평가한다. 자신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리로 하여금 수도승복을 평민 복장으로

또 황제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사람도 바로 그다
제를 훌륭한 황제로 보고
그의 아들， 페오도르는 어댔냐고? 그는 옥좌에서

침묵교파 수도승의 평화로운 삶을
동경하였네

그는 황제의 궁전을

기도를 위한 승방으로 변모시켰네

그 안에서는 힘든 군주의 근심들도

또 그는 신심이 깊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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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성스러운 영혼을 괴롭히지 못했네

130

하느님께서는 폐하의 온유함을 어여삐 여기셔

페오도르 시대에 러시아는 반란없는 평화를
누리었고

-

그가 임종을 맞을 때에는

전대 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네.
그의 침상으로 황제의 눈에만 보이는
신비하게 빛을 말하는 남자가 다가왔고
황제께서는 그와 말을 나누었으며
그를 대주교라고 부르셨네

그때

황제가 앞에 보는 성스런 주교는
건물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140

천상의 환영이 나타난 걸 알아채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네.
그리고 황제께서 임종하셨을 때

궁전은 그유한 향기로 가득 갔고，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을 말했네

라고 하며 지나간 황제들과 달리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리스를 악당으

로 여긴다. 여기서 우리는 군주의 권위와 통치자의 정통성이 신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군주관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삐멘이 그리고리를 참칭자로 변하게
하는 것은 그의 군주관에

정연으로 위배되는 모순적인 행위이다. 그도 실제와

외형의 괴리가 지배하는 정치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세속에서

승방이

떨어진 수도원의

현실정치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직자가 의식했건 하지 않
았건 종교가 정치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텍스트의

이것 저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극의 시작에서 보리스가 수도원에 틀어박혀 옥좌에 오르기를 거절하

는 것이나 아들에게 성당의 계율을 수호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세력이

정

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리스가 참칭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할 때 대주교는 드미뜨리의 유골을 끄레블린으로

옮기자는 말을 했을 때 슈이스끼는 그것이

종교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것을

간파한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는 대주교 스스로가 종교를 권력유지의 수단으

로 삼으려는 일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 및 성직자와 정치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메시지는 1831 년본에 생략된 제 6 장에서 사악
한 수도승이 직접적으로 그리고리에게 참칭을 사주하는 것을 보면 더욱 뚜렷

하게 전달되어 온다. 홍미로운 점은 까람진의 역사서 제 11 권 제 2 장에서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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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자를 라트비아로 국경을 건네주며

제 11

권의 주 207에서 끼예프의 수도원장 삐멘에게 그 참칭자가 자신이 드미뜨리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16)

이와 같이 까람진의 역사서에서 삐멘은 그리고리가

국경을 건너가 참칭을 하도록 하는 인물의 이름이고 또 참칭자로부터 자신이
드미뜨리라는 고백을 듣는 수도원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뿌슈낀은 이러한 인
물인 삐멘을 역사를 기록하는 은둔자로 설정하였는데 그는 잠잠해진 바다 같

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역사쓰기만을 본분으로 알고 진실을 말한다

고 자처하나 시야의 한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역사의 소용돌이의

태풍의 눈이 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1831 년 출판본에는 생략된

제 6 장의 수

도승의 옷을 입었으나 황제가 되어 참칭을 하라고 그리고리를 사주하는 사악

한 수도승은 그래서 삐벤의 분신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31 년본에는 없고 1825년본에만 있는 장면 및

대사， 또 제목과 끝처리， 장면들의 대칭구조， 장면들의 길이가 이루는 리듬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해 볼 때 22 장으로 된 1831 년의

비해

수고완성본에서

25 장의

1825 년

두드러지게

강하게

첫 출판본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치무대에서의 실체와 외관의 괴리이다， 1825 년본에 그려진 정치무대란 통치
자， 귀족， 백성， 성직자까지 모두가 실체와 외관의

괴리를 보여주는 아이러니

칼한 세계， 희극적인 세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극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는
점， 이 희극적인 세계 한가운데 옷갈아 입는 공간이 위치한다는 점을 뿌슈낀
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nyWK뻐， A,

c,(996)

rsopuc rOPyHOBJ

,

CaHKT-neTep6ypr ‘ AKaJl eMHtjeCKlül npoen , c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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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Me

<KONeAH~

Pa3HHQa Ne*AY

0 Qape BOpHCe H rpH.Ke

OTpenbeBe> H <BOpHC rOAYHOB>

qe , COH

Ha OCHOBe CpaBHeHH꺼 -

B OCHOBHOM CpaBHeH bI 6 b1J1 H BblK Jl10 1.I eHHe CueH H CJl OB

H3MeHeHHe Ha3BaHI쩌 H KOHua IlpaMbl , 0 1.l epellb CueH H KOMn03HUH .lI pκaHTOB HCTOpH 1.I eCKOH IlpaMbl nylllKHHa 0

,

060HX Ba-

50pHCe rOllyHoBe , <0 Uape 50pHCe H

rp뻐 Ke OTpenbeBe> , HanHCaHO B 1825 r , H ony6 J1 oKoBaHo B 1993r. , H <50pHC
rO IlYHOB> , ony6J1싸<O BaHO B 1831 r. H B 1996 r. , MO%HO rOBopHTb , 1.I TO B <0 Uape
50pHce H rpHIIIKe OTpenbeBe> HHTeHCHBHee Bblpa%eH bI

MaKHaBe JlJl HeBCKHH nO Jl H-

TH 1.I eCKHH MHP , oc06eHHO np06 J1 eMa J1 erHTHMaUH “, 3aKOHHoro npaB Jl eHH 찌 H 3aKOHHOCTH KaK TaKOBOH. B Ha1.l a Jl e nbeChl 50pHca npOC .lI T npHH .lI Tb 3aKOHHoe npaB Jl eHHe

,

Il Ba y3ypnaTHpbl

OCTaBa Jl HCb B Te 1.l eHHe Bcero CBoero npaB Jl eHH .lI J1 erHTHMHblMH.

3 1l eCb MbI MO%eM

H B KOHue

.lI CHO

nbeC bI rpHropHH

npOB03r Jl allleH

3aKOHHblM uapeM

BHlleTb , 1.I TO Me%IlY 1.I e Jl OBeKOM H TeM , 1.I TO OH CHMBO Jl H3HpyeT , CYlllecTByeT

npOTHBOpe 1.l He. 3TO pa3 J1 H1.I He Me%lly ny6 J1 H1.I HOH ~HrypoH uap .ll H ero J1 H1.I HOCTb lO
nOIlHHMaeT Bonpoc 0 npHpOlle 3aKOHHOH BJl aCTH. MHe Ka%eTC .lI, 1.I TO nylllKHH ocnapHBaeT B3r Jl.ll ll Ha uapCTBOBaHHe KaK CB .lI띠eHHoe ， ellHHoe H HeocnopHMoe , KOTOpμ꺼
Bblpa%a lO T nHMeH H KapaM3HH. 3TOT B3r J1.l11l ocnopeH 1.I epe3 06pa3bl Olle .ll HHH , “ lle lO

“ 6e3B Jl aCTHOro

TpoHa" H npellCTaB Jl eHHe 0 MHpe nO Jl HTHKH KaK cueHe , Ha KOTO-

pOH J1 IOIlH Hrpa lO T CBOH pO Jl H. ny빠(HH ， Ka%eTC .lI, rOBopHT HaM , 1.I TO uapCTBOBaHHe
caMO

no ce6e He Be Jl HKOe , HeOT 1.I Y*llaeMoe npaBO , llaHHOe

60%beMy H36paHHHKy ,

a pO Jl b , KOTOpylO Ka%1l에 H MO%eT B3 .l1 Tb Ha ce6 .l1, npHCBOHB BHeWHHe CHMBO Jlbl BJl aCTH
-

TaKHe , KaK

uapCKoe

n Jl aTbe , KopOHa

HJlH TPOH.

B 3TOM CMblC Jl e HHKOMy He

npellHa3Ha 1.l eHO CYllb60H HOCHTb UapCKylO Olle%llY, μ Bce TpOH bI H3Ha 1.l a Jl bHO nycTbI.
rOCYllapb KaK nO JlHTH 1.I eCKOe CYllleCTBO npO IlOJl %aeT %HTb , eC JlH 3Ty pO Jl b HCnO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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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I eT Jl1060꺼 aKTep , KOTOpbI꺼 npOCTO nO Jl*eH HaneTb COOTBeTcTBylO my lO One*ny H
KOpOHy. TaKHM 06pa30M , nO Jl HTHKa CTaHOBHTC 5I B nO Jl Hoìí Mepe 06 Jl aCTb lO TeaTpa Jl bHoìí HrpW H B 3TOM KOHTeKTe y3ypnaUH 5I MO*eT nOTep 5l Tb
XOBHh따

CBOη

HCXOnHbI꺼

rpe

xapaKTep H CTaHOBHTC 5I eCTeCTBeHHbIM 3 Jl eMeHTOM B 60pb6e 3a BJl aCTb.

nyWKHH nO Jl ara Jl,

l! TO

Ba*HO He TO , B KaKOìí CTeneHH 3aKOHHa BJl aCTb , a TO , Ha

CKO Jl bKO ycnewHo npaBHTe Jl b MO*eT npHnaTb eìí 3aKoHHylO CH Jly. TaKOìí B3r Jl5l n
BnO Jl He OTKpWTO BWpa*eH B TeKCTe. C caMoìí nepBoìí CueHW nyWKHH nOnpWBaeT
BC 5I Ky lO

H JlJl103H애，

l! TO

TaKHe nOH 5I TH 5I, KaK HCTHHa , BepHOCTb , 3aKOHHOCTb H ec-

TeCTBeHHb때 nOp 5l nOK onyweB Jl5llO T (06pa3YIOT) MHp nO Jl HTHKH. BMeCTO 3TOrO MHp
nO Jl HTHKH eT ,

l! TO

3TO MHp npHTBOpCTBa , MHp TeaTpa Jl bHOìí HrpbI , rne

3TO HMeHHO TaK. Bce -

CBOH pO Jlκ 3TO nOKa3bIBaeT ,
3HaTHoro

npo “ cxo*neHH 5I

l! TO

He

uapbI.

60 5l pe ,

Ka*nbIη

HapOn H na*e MOHaXH -

C03Ha
Hrpa lO T

HH MOpa Jl bHOe HeCOOTBeTCTBHe , HH OTCyTcTBHe

51B Jl5l IOTC 5I

npenn 5l TCBH 5I MH

B nOCTH*eHHH

BJl aCTI’,

nycToìí TpOH He HMeeT 3aKOHHOrO C06CTBeHH씨<a H MO*eT 6bITb npHCBOeH Ka*nhlM,
y KOrO Ha 3TO nOCTaHeT XHTpOCTH. CIO*eT nbeCbI , KOTOpa51 3aKaH l! HBaeTC 5I KOpO
-HOBaHHeM rpHrOp “ 51 CaM03BaHua , nOnTBep*naeT 3TO. He HCTHHa , a 6aCHH , npHnyMaHHble HCTOpHH , BOT
paCCKa30B H

nOBeCTe 인，

pea Jl bHOCTb , HO

l! TO

Tpe6yeTC 5I, H HCTOpH 5I B HeKOTOpOM pone eCTb UHK Jl

KOTOpble BKpaTue nO Jl*HbI 6bITb pa3brrpaHbI Ha CueHe. He

BμnHMOCTb ，

BHeWHee , nOKa3HOe , a He BHyTpeHH 5I5I HCTHHa , npo-

uecc Jl erHTHMaUHH , KOTOpW꺼 npHnaeT BJl aCTH BHnHMOCTb 3aKOHHOCTH , a He CaMa
3aKOHHOCTb HMe lO T 3Ha l! eHHe. rpHrOpHìí , non MOHaWeCKOìí p5l CO 꺼 cKy l! a 5l Cb , 3anyMaB
CTaTb uapeM no CJlOBy 3 JlOrO MOHaXa Ha orpane
。 ne*bI

Toro ,

(one*ny npOCTO JllO nHHa , a
l! T06bI

MOHaCT삐pKO찌，

3aTeM n Jl aTbe

nepeOneBaeT pa3Hble

nOXOpOHeHHOrO

uapeBH l! a

n Jl 51

B KOHue KOHUOB HaneTb uapCKH꺼 Hap 5l n). To*e MapHHa , nepeone

BaBWHCb H HaneBa6wH

‘a JlMa3Hblìí BeHeu ’ B y60pHo때， He XO l! eT npaBnbI.

nJl 51

Hee

He HMeeT 3Ha 니 eHHe ， ne 엄 CTBHTe Jl bHO Jl“ OH uapeBH l! HJl H CaM03BaHeu , KO Jl b CKOpO
OH npOnO Jl*aeT yMe Jl O HrpaTb CBOIO pO Jl b.
HeBa*HbIM , KeM

B neìíCTBHTe Jl bHOCTH

K TOMy

51B Jl5l eTC 5I

*e He TO Jl bKO MapHHa HaXOnHT
rpHrOpH 꺼.

Bce

OCTaJl bHble ,

KTO

CK Jl OH 5I IOTC 5I nepen HHM , CTapa 5l Cb Cne Jl aTb ero uapeM , BCe OHH 3HalO T 0 CaMO3BaHCTBe rpHrOpH 5I. Bce OHH Ha CueHe. 11 BOCXO*neHHe rpHrOpH 꺼 Ha TpOH He
3aBHCHT OT BWHrpWW Cpa*eHH 5I. OHO 60 Jl ee 3aBHCHT OT yMeHH 5I BOCnO Jl b30BaTbC 5I
npenOCTaB Jl eHHblMH

B03MO*HOCT 5I MH , yCTpaHBaTb

3arOBOpbl H HrpaTb pO Jl 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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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xonHMO BCerO RHWb ny6RHYHO npOB03rRaCHTb llHMHTpκ51 uapëM. llpyrHMH CROBaMI
H)'*Ha He BOeHHa J! no6ena
3aKOHHOCTH

,

,

a yMeRa J! nOCTaHOBKa CUeH

bI,

KOTOpa J! naëT BHnHMOCTb

YTo6 b1 npeBpaTHTb BblnyMKy B ~aKT ， CaM03BaHua B uap J!. llByM J! CRO-

BaMH , nepeOneBaHHe B y60pHOH CaMOe Ba*HOe B nORHTHyeCKOM MH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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