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학과 윤랴의 드라마투르기: 

톨스토이의 윤리적 비판에 대한 체호프의 예술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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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체 호프(1860- 1904)는 희 곡 『숲의 정 령 .JJ (J1e빼ì!， 1889)을 쓰고 나서 8년 후 이 

희곡을 『바냐 아저씨 .JJ (nJllU/ BaHJI , 1897)로 개작한다. 이 개작 과정에는 당대 

유행하던 인기 사상인 톨스토이즘과 연관된 미학과 윤리의 상관성에 대한 작 

가 체호프의 오랜 고심이 기저에 깔려 있다 체호프가 『숲의 정령 』괴. Ii'바냐 

아저씨 』를 쓰던 1890년대는 예술가에서 사상가로 변한 툴스토이(1828-1910)의 

가르침이 널리 유행하던 시기이다1) 당시 러시아에는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톨스토이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유행하던 사상 톨스 

토이즘은 체호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2) 톨스토이는 예술가라기보다 

사상가로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윤리 

적 회심 이후 톨스토이는 점차 예술적인 활동 속에서 윤리적인 선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톨스토 

이는 윤리 사상가로서 『참회 .JJ (HcnoBellb, 1882), Ii'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JJ (TaK 'lTO lI<e HaM lleJlaTb, 1887) 둥의 윤리 지침서를 쓸 뿐 아니라 미학 

자로서 『예 술 이 란 무 엇 인 가.JJ (4TO TaKoe HCKyCCTBO, 1898), r 셰 익 스피 어 와 드라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07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 균관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1877년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한 이후 툴스토이는 1881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 

는가~， 1882년에 『참회』 동을 발표하면서 윤리적 회심의 길을 걸어， 1883년 6월에 

는 투르게네프로부터 문학으로 돌아오라는 충고가 담긴 펀지까지 받는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1880년 대의 회심의 길을 거치면서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완고한 사상 

가로 변모한다. 이 글에 서 주목하는 툴스토이 는 바로 이 지 점 에 있는 톨스토이 이 

다 그래서 이 글은 툴스토이를 어 느 정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2) ll. Pe l!φHJln(2oo5)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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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 관하여 J (0 UleKCnHpe H 0 llpaMe , 1903)와 같은 미학 에세이를 쓰게 된다. 

툴스토이가 예술가에서 사상가로 변하던 시기에， 체호프는 『전쟁과 평화.!l ， 

『안나 카레니나』의 작가 툴스토이와 『참회 』 ， 『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톨 

스토이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된다. 톨스토이의 예술가와 사상가로 

서의 간극은 작가 체호프에게 문제였던 것이다. 체호프의 희곡 『숲의 정령』과 

『바냐 아저씨 』는 이러한 고민을 함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톨스토이의 

체호프 비판의 근간이 되는 미학과 윤리의 상관적 차원을 톨스토이의 예술관 

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숲의 정령 』에서 『바냐 아저씨』로의 개작 

과정을 분석하여 작가 체호프의 톨스토이즘과 연관된 미학과 윤리의 상관성 

에 대한 고심을 해석하고자 한다. 톨스토이즘에 대한 예술적인 반응인 두 희 

곡의 차이는 현대극의 기원으로 평가받는 체호프 드라마투르기의 독창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톨스토이의 윤리적 비판: 톨스토이와 채호프의 만남 

체호프의 희곡들은 톨스토이의 혹평을 받는다. 특히 『바냐 아저씨 』가 그러 

했다. 툴스토이는 1900년 1월 24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체호프의 

희곡 『바냐 아저씨 』를 보고 나서 이틀 뒤인 26일자 일기에 애바냐 아저씨』를 

보고 왔다. 아주 불쾌했다(B03MYTHJlC .SI ) . 희콕 『송장』을 완성해야 하겠 

다"(T20:124)라고 쓴다.3) 여기서 톨스토이가 “아주 불쾌했다”라고 말한 것은 

즉홍적인 인상이 아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이 단어 하나에는 톨스토이의 체 

호프에 대한 벼판 일반과 톨스토이 자신의 예술관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 툴스토이가 언제나 체호프를 혹평한 것만은 아니다. 체호프의 예술적 

인 독창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예술적 독창성이 특정한 윤 

리적 전망에 종속되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두 작가의 첫 만남 때 톨스토이는 

3) 여기서 언급한 『송장J (Tpyn)은 『살아있는 송장~ ()f(HBOA Tpyn)을 가리킨다. 이 희곡은 

툴스토이 가 1897년부터 쓰기 시 작했으나 쉽 게 완성 하지 못하여 타계 한 후인 1911 
년 유작으로 세상에 발표된다 톨스토이의 인용은 JJ . H. TOJlcToA(1960-1965) Co6pa

HHe CO~HHeHHR B ßBaßuaTH TOMax, MOCKBa: Xy~o*eCTBeHHa.Sl J1HTepaTypa에 따르며， 이 

선집에서 인용하는 툴스토이의 글은 대문자 T와 함께 권과 연을 본문의 괄호 안 

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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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적인 평가를 일상어로 표현한다. 

1895년 8월 툴스토이와 체호프는 처음으로 만난다. 이 첫 만남 직후 톨스토 

이는 자신의 영지 야스나야 폴랴나를 방문한 체호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체호프-인용자)이 마음에 든다. 그는 매우 재능이 있고， 선량한 성품 

을 지닌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4) 이 첫 만 

남의 인상에는 ‘재능이 있다’는 긍정과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부정의 평가가 

공존한다. 

톨스토이의 체호프에 대한 첫 언급은 긍정의 평가였다. 툴스토이는 체호프 

를 직접 만나기 전인 1889년 3월 15일 일기에 처음으로 체호프를 언급하면서 

“체호프의 훌륭한 소품들(xopOllleHbKHe Be뻐UhI)을 읽었다"(T19:363)라고 적는 

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평가는 체호프의 새로운 표현법과 형식에 관한 것으 

로 체호프가 타계한 직후의 톨스토이 언급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04년 7월 15일자 『루시~ (PyCb)지 212호에 실린 “툴스토이를 방문하 

여”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다. 

OH 6 b1J1 “CK p eHHHM, a 3TO BeJl씨<oe 1l0CTOHHCTB。 ’ OH nHCaJl 0 TOM, '1TO BHlleJl 

H Kal< BHlleJl . H 6J1arOllapJl HCKpeHHOCTH ero, OH C0311aJl HOBble, COBep띠eHHO 
HOBble, nO - MOeMY, llJlJl BCerO MHpa φOpMbI nHCbMa, nOll06HblX KOTOp꾀M JI He 

BCTpe'laJl HHrlle! Er。 꺼 3 b1K - 3TO He06b1'1Hblll Jl 3μK. 꺼 nOMHI。’ Korlla JI ero B 

nepBblll pa3 Ha'la Jl '1’naTb, OH MHe nOKa3aJlCJI TaKHM CTpaHHblM, ‘HeCKJlallHblM’, 

HO KaK TOJlbKO JI B'IHTaJlCJI ’ TaK 3TOT Jl 3 b11< 3aXBaTHJI MeHJI. 

lla HMeHHO 6J1arOllapJl 3T。μ HeCKJlallHOCTH HJlH, He 3HalO, KaK 3TO Ha3BaTb, 
OH 3aXBaTblBaeT He06μ'1allHO H, TO 'lHO 6e3 BC Jl KOll BOJlH Ba띠ell ， BKJlallblBaeT 

BaM B llYwy npeKpaC Hble XYllOll<eCTBeHHble 06pa3 b1. 

51 nOBTOpJlIO, '1TO HOBμe iþOPMμ C0311aJl 4eXO B H, oT6paCbIBaJl BC JlKylO JlOll<HylO 
CKpOMHOCTb. yTBepll<llalO, '1TO no TeXH싸<e OH, 4eXO B, rOpa3110 BblWe MeHJI! 3TO 

ell“HCTBeHHbIll B CBOeM pOlle nHC aTeJlb.5) 

그(체호프-인용자)는 진실했다. 이건 위대한 장점이다. 그는 무엇올 보고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 썼다. 그의 진실성 덕분에 그는 새로운， 내 생각으로 

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그와 같은 것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글 

쓰기를 창조했다! 그의 언어는 평범하지 않다. 내가 그를 처음 읽었을 때 그 

는 내게 기이하고 ‘볼품없게’ 여겨졌는데 독서에 몰입하자 곧바로 그 언어에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한다 

4) P. Callow(1998), 242. 
5) K. 50raeBC KaJl ed.096이 ， 875 



88 러시아연구 채 18권 재 1 호 

바로 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볼품없음 덕분에， 당신들(독자-인 

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이하게도 당신들을 사로잡고， 당신들의 영혼에 

아름다운 예술적 형상을 주입한다. 

반복하건대， 체호뜨는 모든 거짓된 겸손올 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 

다. 확신하건대， 기교에 있어서 그 사람 체호프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유 

일무이한 작가이다 

이는 타계한 체호프활 기리는 미사여구의 찬사가 아니라， 체호프의 예술적 

표현에 매료된 톨스토이의 솔직한 평가이다. 

그러나 예술성에 대한 긍정적인 찬사가 체호프에 대한 톨스토이의 궁극적 

인 평가는 아니다. 톨스토이는 더 자주 단호하고 혹독하게 체호프를 비판한 

다. 앞서 인용한 첫 번째 언급 직후인 1889년 3월 17일자의 일기에 툴스토이 

는 이렇게 적는다. “체호프를 읽었다. 좋지 않다. 가치 없다. (4HTaJl 4eXOBa. 

Hexopo띠o - HH'ITO:!<HO)" (T19:363) 체 호프의 단편 「아가피 야J (Ar aiþbji)에 대 한 

툴스토이의 이 평가는 첫 만남 때 체호프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 

는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때 톨스토이가 혹독하게 비판하는 점은 체호프의 윤 

리적 세계관에 관한 것이다. 이후 체호프를 여러 번 만났지만， 톨스토이의 체 

호프 혹평은 계속된다. 다음에 인용한 글에서 톨스토이는 체호프 세계관을 더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J(~aMa c C06a'lKOR) 

을 읽은 톨스토이는 1900년 1월 16일자 일기에 이 렇게 기록한다. 이 글은 앞 

서 인용한 『바냐 아저씨 』에 대한 혹평보다 열흘 전에 남긴 기록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냐 아저씨 』 에 대해 간단하게 “크게 불쾌했다”라고 한 이유를 읽을 

수 있다. 

내naJJ < naMy C c06aKoA> 4eXoBa. 3TO BCe HHume. J1Hl,1lH, He Bhlpa60TaBmHe B 

ce6e JlCHOrO MHpOC03 epuaHHJI , pa3 ，1leJJJlHl띠ero ,1l06po H 3110. npe:l<,1le p06eJJH, 

HCKaJJH; Tenepb :l<e, ,11yMaJl, '1TO OHH no Ty CTOpOHy ,1l06pa H 3JJa , OCTaHlTCJI no 

CHl CTOpOHy, TO eCTb nO'lTH :l<HBOTHhle. (20:124)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읽었다. 온통 니체뿐이다.6)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세계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고 찾아 

내려고 하기 전에 우선， 생각해 보니， 그들은 선과 악은 저쪽에 치워놓고， 이 

쪽에만 머문다. 거의 겸숭 같다 

6) 톨스토이가 니체를 예술적인 해악으로 이해하는 점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다. (Tl5: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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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에 간행된 『러시아 사상~ (PYCCKaJl MbIC lIb) 12호에 실린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을 읽은 톨스토이는 체호프가 그린 구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 

의 은밀하게 계속되는 비합법적인 관계에 크게 화를 냈다고 알려진다(T20， 

481). 

툴스토이가 체호프를 만난 인상 체호프는 재능이 있지만 명확한 세계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처럼 톨스토이의 체호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상이한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다. 표현의 차원에서는 예술적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만 

내용의 차원에서는 윤리적 이지 못하여 분명한 세계관을 견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상반된 평가는 예술작품의 형성에 대한 긍정과 예술작품 

의 전망에 대한 부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체호프에 대한 평가는 곧 

톨스토이 의 예술관이자 세계관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흔히 작품의 내용이 도덕적인가(moral 

content)와 작품이 도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가(moral effect)의 문제를 혼동 

하기 쉽다.7) 이러한 혼란을 톨스토이의 미학은 특히 잘 보여준다. 

톨스토이는 미학서 『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미학이라는 영역을 처음으로 정 

의한 바움가르텐을 비 롯하여 아리스토텔레 스， 칸트， 셀링， 헤겔， 스펜서 둥 기 

존하는 미학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글 가운데서 톨스토이가 직접 자 

신의 미학을 쓰기 위해 “힘겨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음"(T15， 176)을 고백할 

정도로 방대한 기존의 철학적인 경향들을 겹토하면서도 결국 그 특유의 기존 

하는 입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8) 그런데 실은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예 

술이 지닌 대단히 강한 감성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이다. 그래서 툴스토이는 

더욱 의도적으로 예술의 해악에 대해서 강조한다.9) “예술은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감염시키는 큰 위험이 있기에 모든 예술을 허락하기보다 차 

라리 추방하는 것이 인류가 훨씬 덜 잃는 것이다."(T15， 89) 자신의 이전 작 

7) A. Sheppard(987), 136. 
8) 슈클로프스키가 ‘낯설게하기’를 설명하면서 툴스토이를 예로 들고 있는데， 모든 기 
존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 표현법은 톨스토이의 일관된 사고방식이다. 이에 

관해서는 오종우(2α)():271-잃8)를 참조하시오. 

9) 이러한 점은 톨스토이를 플라톤과 유사하게 만든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도 톨 

스토이는 직접 플라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는데(1'15:96) ， 플라톤 역시 

그 누구보다도 예술적 감수성을 지난 시인의 속성을 내부에 지녔으면서도 자신의 

이데아를 위해 예술을 위험하다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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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을 포함한 많은 예솔작품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톨스토이는 사람들을 하나 

로 묶어내는 수단인 예술을 통해서 인류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은 언어와 유사한 전달의 기능을 통해서 

예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감염이론(3apa3HTeRbHOCTb) ’ (T15:179)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예술의 미학적 능력이 인류를 고양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감정 

들의 감염에 기여해야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한정한다. 톨스토이는 감염력 

을 지녔는가의 여부로 가짜 예술과 진짜 예술을 나누고， 진짜 예술을 다시 좋 

은 예술(xopowee HCKyccTBo)(T15:190)과 나쁜 예술(llYPHoe HCKYCCTBO )(T15: 

197)로 구분한다. 즉 효떡 (effect)의 차원에서 예술의 진위를 구분하면서， 내용 

(content)의 차원에서 좋은 예술을 선별해 낸다. 예술은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쁜 것도 잘 감염시키기에 도덕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미학적 속성 이 윤리성보다 더 포괄적임을 인정하면서도， 미학적 가치가 윤리 

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톨스토 

이는 예술의 무서운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만 한다고 도그마화 한다 10) 이렇게 툴스토이 는 효력과 내용을 혼용하여 자신 

의 예술관 즉 미학을 세운다.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 이후에 쓰 

인 미학 에세이 「셰 익스피어와 드라마에 관하여」이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드라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그것은 회심 이후 그의 

예술적 입장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장르로 드라마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본래 도덕주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Il) 또한 특유의 극적인 효과를 

통해 윤리적 이상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 

다. 드라마를 선명한 부조에 비유하여 ‘시간 속의 조각’으로 이해하는 톨스토 

이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선명한 세계관을 보여 줄 수 있는 장르로 드라마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선명한 세계관이 부재하여 셰익스피어의 드라마가 해악에 

가깝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에세이에서 툴스토이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10) 이는 이후 소비에트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의 프로파간다와 유 

사하다. 나아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지닌 예술이 사회의 올바른 건설에 

기여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술관과도 상통한다.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 

로 예술올 보는 마르크스의 입장처럼 툴스토이의 예술관도 이런 차원에서 이데올 

로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Sheppard 1987:142-143) 
11) 수잔 랭거도 지적하고 있듯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갈퉁과 대립 그리고 투쟁과 해 

소를 담고 있어서 도덕주의와 쉽게 연결되는 장르이다(S . Langer 1981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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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선을 위해 예술적 기교가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톨스토 

이는 체호프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 냉담한 객관 

성"(T15:344)을 비판하연서 체호프를 시사한다 12) 

1900년 l월에 공연된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바냐 아저씨 』 의 조연출자 알렉 

산드르 사닌(연출은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 톨스토이는 “그것이 무슨 드라마 

냐(rlle llpaMa?!)"13)라고 하면서 체호프의 드라마투르기가 선과 악에 대한 분 

명한 입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한다. 처음에 인용했던 “아주 불쾌 

했다”는 툴스토이의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3. 채호프의 예술적 해명 r숲의 정령』에서 『바냐 아저씨』로 

3.1. r숲의 정령 』 

톨스토이의 혹평을 반았지만 사실 체호프는 톨스토이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체호프가 고향인 타간로그의 김나지움을 마치고 1879년 모스크바대학 

교 의학부에 진학하던 시절에 톨스토이는 이미 자신의 대표적인 작품인 『전 

쟁과 평화』 ， 『안나 카레니나』 둥을 발표한 문학계의 거장이었디 14) 체호프 역 

시 톨스토이를 문학의 거장으로 대했고， 이러한 점은 그의 초기 작품들에 적 

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890년 3월 16일자 편지에서 체호프는 “러시아 예술 

에서 레프 툴스토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P4: 

39)면서 톨스토이의 예술적 권위를 높이 산다 15) 이러한 평가는 체호프의 작 

12) 푸슈킨， 오스트로프스키，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희곡은 거론하면서도 체호프를 거론 
하지 않는 것은 톨스토이가 체호프의 드라마투르기를 아예 무시했기 때문이다. 톨 

스토이는 체호프의 드라마를 혹평하면서 동시에 그가 의사라는 점 역시 못마땅해 

한다. 과학적 객관성을 내세우는 체호프에게 윤리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 

기 때문이다(A. Wilson 1989:468). 
13) 5oraeBCI<aJl (1960), 873. 
14) 톨스토이는 그래서 체호프를 만날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대 
했다(5. }JaI<mIlH 1975:15) 

15) 체호프가 러시아 작가들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1886년 한 
잡지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다 가장 높은 위치에 툴스토이와 곤차로프를 놓 

고， 다음으로는 살티묘프-시체드린과 그리고로비치를， 그 다음으로는 극작가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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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에 일정 부분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16) 

희곡 분야에 있어서 툴스토이의 영향이 두드러진 작품이 『숲의 정령』이다. 

희극 『숲의 정령 』은 이후에 쓰인 다른 희극들 『갈매 기 』나 『벚꽃 동산』과는 

달리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 막에서 여섯 명의 남 

녀는 세 쌍으로 행복하게 결합한다. 젊은 부인 엘레나는 늙은 교수 세레브랴 

코프에게 돌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짐하고， 흐루쇼프는 자신을 사모하는 

소냐에게， 표도르 이바노비치도 자신을 사모하던 율랴에게 청흔하며 행복한 

결합을 예고한다. 3막까지 진행되던 암울하고 어둡던 분위기가 4막에서 갑작 

스럽게 일소되는 것이디. 이 갑작스러운 일소는 『숲의 정령 』보다 3년 전에 발 

표된 톨스토이의 희곡 『어둠의 힘 (BJ1aCTb TbMbI) .1J (886)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 

시키며 툴스토이의 영향을 강하게 시사한다 17)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평가받는 『어둠의 힘 』은 아주 강렬한 윤리적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지며 대단 

원을 맞는다 ~어둠의 힘 』에서 어두운 악의 연속적인 고리에 연결되었던 아들 

니키타의 참회를 위해 아버지 아킴은 종교적인 사랑에 의한 선의 의지를 설 

파한다. 이처럼 『숲의 정령 』에서 아킴과 유사한 인물 오를로브스키는 인물들 

간의 행복한 결합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웅변한다. 첫 번째 인용은 『숲의 

정령 』의 오를로브스키의 대사이고， 두 번째 인용은 『어둠의 힘』의 아킴의 대 

사이다. 

트로프스키， 이어서는 레스코프와 시인 폴론스키를 놓았다(pe때HJ1lI 2005:206). 체호 

프의 인용은 A. n. 4exoB(l974-1988) nOJ/Hoe coφaHHe CO~HHeHHn H nκeM BTpHl!ua

TH TOMaκ MOC KBa: HayKa에 따르며 ， 이 선집에서 인용하는 체호프의 글은 작품의 

경우 대문자 S, 편지의 경우 대문자 P와 함께 권과 연을 본문의 괄호 안에 표기한 

다 
16) 특히 1886년과 1887년에 발표된 체호프의 단편들 거지 J (HH뻐ll) ， r 선 량한 사람들」 

(XopOWHe JlHllIH), r 만남J (BcTpe4a), r카자크J (Ka3aK), r 편지 J (매CbM이 둥은 톨스토이 

의 영향을 크게 보여 준다. 그 가운데 r영영일J(HMeHHHbI)은 가장 톨스토이적인 작 

품으로 평가받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A. 니YlIaKoB(1980:167-198)를 참조하시오. 

17) 기록에 의하연 체호프는 프리셀코프의 저태에서 공연된 아마추어 배우들이 꾸민 

『어둠의 힘 』 에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다(J1aKwHH 1975:20). 이러한 점은 체호프가 톨 

스토이의 회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숲의 정령 』은 

체호프의 여느 희곡과 달리 툴스토이의 희곡처럼 인물의 변화에 따라 장을 구분하 

고 있다. 이는 툴스토이가 미학 에세이 「셰익스피어와 드라마에 관하여 J 에서 인물 

들의 선명성을 강조한 것과도 연결되는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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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JlOBCKI깨 BLlpyr CJle3bl Ôpbl3HyJlH μ3 r Jla3 , 3aWaTaJlC!I H Kp싸<HyJl Ha Bec b 

LlBOp, liTO eCTb MOliH: < llpy3b!l MOH, J1IOLlH LlOÔpble , npOCTHTe MeH!I paLlH 

XpHCTa!> B Ty )j(e caMylO MHHyTy CTaJlO Ha Llywe y MeH!I liHCTO, J1aCKOB。’

TenJlO, H C Toll nOpbl, Llywa MO!l, BO BceM ye3 L1e HeT CliaCTJlHBeμ MeH!I 

lieJlOBeKa. 11 TeÔe 3T0 caMoe HaLlO CLleJlaTb. (S12:193) 
오를로브스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와， 온 마당을 비틀거리며 눈물에 젖 

어 외쳤지 . “내 친구들， 선량한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 

시오 1" 그 순간 내 영혼은 깨끗하고 온화하고 따뜻해지더군， 그 이후로 온 

마을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 자네도 그럴 필요가 있네. 

AKHM: (B BOCTOpre) 50r npoc깨T ， LlHT!lTKO pO매Moe. (OÔHHMaeT ero) Ceô!I 

He nO)j(aJle Jl, OH TeÔlI nO)j(aJleeT. 50r-TO, ÕOr-TO! OH BO! ... (1'11 ‘ 118) 
아킴 : (환회에 젖어) 하느님이 용서하실 거다 내 아들아. (포옹한다) 자신 

을 아끼지 않았으니， 하느님이 널 돌봐주실 거다. 하느님， 하느님! 그분은 여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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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한 아들 표도르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는 오를로브스키가 주위 사람 

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심지어 보이니츠키의 자살의 원인이 된 이기적인 

세레브랴코프에게 하는 위의 대사 이후 『숲의 정령 』 의 모든 갈등들은 순식간 

에 사라지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속죄하는 아들 니키타를 격려하는 아킴 

의 위의 대사는 곧바로 희 곡의 모든 ‘어 둠의 힘들’이 물러나는 대단원을 의미 

짓는디-

대단원뿐 아니라 인물들의 설정 에 있어서도 『숲의 정령 』과 『어 툼의 힘 』은 

유사하다. 위에서 비교한 아들들의 갱생을 유도하는 아버지 오를로브스키와 

아킴뿐 아니라， 세상사에 달관한 인물 자진과 미트리치가 그러하다 w숲의 정 

령』에서 대단원의 해피 엔딩을 유도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 자진은 4막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위의 인물들을 타이른다. 이 는 세상 풍파를 겪고 인생에 대 

해서 달관한 『어 둠의 힘』의 미 트리치처럼 윤리적인 파국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진은 방황하는 엘레나에게는 특별한 행복을 찾아봐야 소용없으니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타이르고(S12:181)， 사랑에 불안한 율랴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 "(S12:185)라고 위 로하며 ， 서 로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 

은 “좋지 않다(HexopOlllO )"(S12:187)라면서 평 화로운 파국을 유도한다. 급박한 

파국의 동인을 미 트리치처럼 자진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를로브스 

키와 자진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 역시 툴스토이적인 가치를 설교한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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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냐 아저씨 』 의 소냐보다 더 이지적인 여인으로 등장하는 『숲의 정령 』의 소 

냐는 4막에서 자신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행복은 잊고 다른 사람들 

의 행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희생올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S12: 

189)라며 이기심을 극복한 윤리적인 삶의 가치를 설파한다. 이러한 설교적인 

대사가 타인을 위한다는 윤리적인 선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마침내 세 

쌍의 행복한 결합으로 마감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쌍의 결합 이후 『숲의 정 

령 』은 환호성과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자진의 마지막 희열의 대사 “황흘하군， 

황홀해 !(3TO BOCXH깨TenbHO! 3TO BOCXH깨TenbHO!)" (S12:201)로 막을 내린다. 

『숲의 정령 』에서는 3막까지 서로에 대한 불신， 증오， 그리고 이기심 주장 

둥으로 온통 권태롭고 불안한 시골 생활이 이어진다 18) 활기라고는 전혀 없이 

나태한 삶은 그 원인이 상호간의 불신， 미움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집안은 불행합니다， (..J 한마디로， 모두가 서로 대립하는 전쟁입니다 

(S12:151) “이런 분위기에서는 숨도 쉴 수 없어요， "(S12:155) “당장이라도 서 

로를 잡아먹고야 말 겁니다，"(S12:171) 그러디가 급기야는 보이니츠키가 타인 

으로 인한 자신의 불행과 인생의 파멸을 호소하면서 3막 마지막에 무대 밖에 

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3막까지 지속되는 이런 암담한 분위기 때문에 4막 

의 대단원은 더 갑작스럽다.19) 

그러면서 『숲의 정령 』은 이러한 불안정한 삶에서의 탈출은 결코 특정한 이 

데올로기나 사상에 의해서 이뤄 질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미움의 원 

인이 특정한 사상적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소냐가 2막에서 인민 

주의니 민주주의니 하고 사상으로 타인들을 재단하자 흐루쇼프는 타인들한테 

“꼬리표 (jl pnbIK)"를 붙여 평가하려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S12:157)라고 웅대하며 사상에 의한 편견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 

런 가르침은 4막에서 소냐가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온갖 사 

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은 4막의 윤리적 종결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숲의 정령 』은 불신과 증오가 팽배해 불행한 인물들이 행복한 결합을 통해서 

18) 4막과 달리 3막까지 r숲의 정령 』은 지루할 정도로 신변잡기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 

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시 말리극장의 연출가 렌스키는 r숲의 정 

령 」과 관련해서 체호프에게 연극무대와 연극형식을 모독하지 말라고 일갈하기도 

한다(Callow 1998:135-136) , 

19) 체호프는 톨스토이가 관객에게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서 윤리적 삶올 설파하는 것 
을 이렇게 반영했다고 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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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오를 

로브스키의 윤리적 충고를 갑자기 받아들인 인물들은 윤리적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4막에서 행복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증오 불신 동의 사악한 마 

음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결합하면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다는 톨스토이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브레드니코프는 1880년대 전체에 걸쳐 체호 

프는 온갖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을 겸고 이로부터의 탈출을 툴스토 

이의 사상에서 발견하고 1880년대 말에 그의 윤리적 경향성을 『숲의 정령 』 에 

담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0) 

개작한 『바냐 아저씨 』가 일반적인 체호프 작품의 특성처럼 특정 사상에 얽 

매이지 않고 폭넓은 주제의식을 포괄하고 있는 점과 달리 전작 『숲의 정령 』 

은 급박하게 결론짓는 대단원을 통해 윤리적 삶을 강요하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곧 『숲의 정령 』은 체호프에게 잊고 싶은 작품이 된다. 그는 “나는 

이 희곡을 몹시 혐오하며 잊으려고 애쓴다"(P8:285l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집 

을 출판하려고 하는 우루소프에게 『숲의 정령 』은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에 이른다. 윤리적 사상을 작품에 담아내려는 억지가 체호프에게 환멸을 가져 

다준 것이다. 툴스토이는 윤리적 사상을 위해 작품을 구성했다. 그러나 윤리 

의 문제는 예술에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체호프의 이후 판단이다，2)) 

다음의 편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체호프의 견해를 유추해서 읽어낼 수 있다. 

툴스토이의 강한 영향을 담고 있는 『숲의 정령 』을 발표하고 얼마 후 체호프 

는 수보린에게 보낸 1894년 3월의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톨스토이의 

윤리 (TonCTOBCKa~ MOpanbl는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전쟁은 악 

합니 다， 법정도 악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짚신을 신어야 하고 노동 

자 부부와 함께 페치카 위에서 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톨스토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의 정신 속에 그는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의 집을 

비워두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로부터 떠나갔습니다，"(P5:283-285l 체호프는 

톨스토이 의 방식을 버린 후 그 빈자리에 자신의 방식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w숲의 정령 』은 『바냐 아저씨 』로 개작된다. 

20) r , 5pellHHl<os(1981l, 98 
21) “체호프는 아름다웅， 사랑， 젊은 감촉， 행복도 자신의 윤리적인 이상에 포함시킨 

반면， 툴스토이는 특히 말년에 미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대립시키면서 아름다 

움을 윤리에 예속시키려 했다，"(J1aI<뻐H 19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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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바냐 아저 씨 』

『숲의 정령 』을 완성히고 8년 후 체호프는 이 희곡을 『바냐 아저씨 』로 개작 

한다. 체호프는 『바냐 아저씨 』가 『숲의 정령 』과 연결되는 것을 부인하며 앞에 

서 인용했듯이 혐오하기까지 한다고 표현하지만， 두 희곡은 동일한 인물들의 

동장， 통일한 대사와 지문 그리고 유사한 분위기의 형성 둥 많은 부분에서 일 

치하여， 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러한 유사점들 

로 인해 두 희곡이 동일한 의미의 같은 작품이지는 않다. 

물론 외형적인 차이는 있다. 우선 4명의 등장인물이 줄었고， 극이 벌어지는 

장소도 세 군데가 아니파 한 장소로 변했으며， 인물들의 대사도 조정되어 때 

론 여러 인물들의 대사가 한 인물의 대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인 변화가 곧 두 희독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희곡의 차이를 낳는 

가장 큰 변화는 보이니츠키의 행동이다. 

『숲의 정령 』에서 보이니츠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 

러내는 자살로 끝을 맺는다. 행동에 따른 분명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 

나 『바냐 아저씨 』에서는 보이니츠키의 총이 자신이 아닌 세레브랴코프를 향 

한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보이니츠키의 절망과 회한만이 더 

깊어질 뿐이다.3막 바지막 장면 무대 밖에서 세레브랴코프를 빗나가는 두 발 

의 총성이 울리고 나서 다시 둥장한 보이니츠키가 “오 내가 뭘 하고 있나! 내 

가 뭘 하고 있어 !"(S13:104)라고 절규하는 것은 인물들 간의 적대적 대립과 

그 해소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극적 관례에서 『바냐 아저씨 』가 

벗어니 있음을 시사한다 Ii' 바냐 아저씨 』에서는 『숲의 정령 』에서와 달리 그 누 

가 죽거나 쌍을 이루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극중 인물들의 행위는 

액션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모호한 상태의 심화만을 낳을 뿐이다. 인습적인 

연극 규범 에 따른 행위의 부재 때문에 툴스토이는 『바냐 아저씨 』 의 조연출자 

인 알펙산드르 사닌한테 “희곡이 한 장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nbeca 

TOn4eTC.ll Ha O,llHOM MeCTe )"22)고 비판하기도 한다. “시골 생활의 장변들"(S13: 

61)이라는 작품에 대한 부제부터 극적 액션의 부재를 함축한다. 그렇다고 특 

별한 알레고리나 우화，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상징적인 행위도 없 

이 그저 시골생활의 장변들을 보여주는 『바냐 아저씨 』는 그러나 바로 그러힌 

22) EioraeBcKaJl (1960), 873. 



미학과 윤리의 드라마투르기 97 

일상성을 통해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체호프 특유의 미학이 있다. 

독일의 문화철학자 카시러는 톨스토이의 예술론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 

아 톨스토이를 직접 비판한다. 카시러는 예술과 언어의 유사성， 예술이 감각 

의 영역에 놓인다는 전제에 있어서는 톨스토이와 동일한 이해에서 예술론을 

출발시키지만 예술의 의미 형성에 관하여 논하면서 톨스토이의 감염이론을 

비판한다. 예술을 예술 이외의 가치나 척도로 재단하려는 미학을 비판하는 카 

시러는 특히 톨스토이의 감염이론이 본질적으로 미적 체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직접 공격한다. 그것은 “미적 체험 (aesthetic experience)이 윤리적 판 

단의 엄숙함과 전혀 다른 정신적 상태 "23)이기 때문이다. 카시러가 강조하는 

점은 톨스토이의 감염이론이 가진 우려와 달리 리처드 3세의 잔인성이나 오 

셀로의 질투와 같이 극단적인 감정이 작풍을 보는 관객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따라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윤리적 이상이 관객에게 전달될 수 없다)， 

“형성의 힘 (formative power)" 즉 “예술이 지닌 형성의 에너지 (the formative 

energy of art)"껑)를 통해서 윤리를 포함한 모든 가치를 피상적이지 않고 본 

질적으로 새롭게 독자나 관객이 체험한다는 것이다.정) “예술은 우리에게 새로 

운 종류의 진리， 즉 경험적 사물들의 진리가 아니라 순수한 형상들의 진리를 

준다 "26) 카시러가 예술 체험의 형성적 계기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체호프가 

윤리적 이상을 곧바로 전달하려던 톨스토이의 예술관에 저항하고 새롭게 『바 

냐 아저씨 』를 쓴 맥락과 같다. 

『바냐 아저씨 』는 『숲의 정령 』과 달리 더 이상 극중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전통적인 극적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드라마는 극중 

인물들의 선명한 캐릭터에 의해 해결되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한다(T15:31이 

고 보는 툴스토이로서는 이러한 체호프의 성숙한 드라마 『바냐 아저씨 』가 불 

쾌한 것은 사실 당연하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 독립된 음표처 

럼 서성이는 『바냐 아저씨 』에 대해 시인 만델슈탐이 “이 얼마나 표현하기 어 

23) E. Cassirer(1944), 147. 
24) E. Cassπer(1944) ， 149, 157. 
25) “ Nothing in the physical or moral word, no natural thing and no human action, 

is by its nature and essence excluded from the realm of art, because nothing 
resists its formative and creative process."(Cassirer 1944:158.) 

26) “ art gives us a new kind of truth - a truth not of empirical things but of pure 
forms."(Cassirer 194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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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희미한 난제인가. 도대체 왜 그들은 함께 있는가"'l7)라고 곤혹스러워하거 

나， 소설가 나보코프가 체호프가 드라마의 기법을 숙고하지 않았고 충분한 양 

의 희곡도 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28) 모두 전통적으로 드라마가 인 

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계기화되는 것에 비추어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 』 

가 그렇지 않음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한 『바냐 아저씨 』는 극적 계기화를 음악과 같이 성취한다. 파편화되어 

있는 듯하지만 서로 이질적인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향곡처럼 『바냐 

아저씨 』는 분절된 파편들이 지속적으로 긴장된 관계를 맺고 계기화된다.29) 그 

렇게 체호프의 드라마투르기는 음악처럼 조화로운 삶을 역설한다. 여기서 비 

로소 『숲의 정령 』과 달리 “사람의 모든 건 다 아름다워야 합니다(B qeJJOBeKe 

llOJDl(HO 6b1Tb BCe npeKpacHo"(S13:83)의 의미가 예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숲의 정령 』에서 이 통일한 대사는 흐루쇼프가 엘레나를 비방하는 단순한 대 

사(S12:156)에 국한되지만 r바냐 아저씨 』에서 아스트로프의 이 대사는 극 전 

체를 의미지우는 의미심장한 대사로 예술적으로 승화된다. 여기에 행동의 윤 

리학마저 포괄하는 미학적 성취가 담긴다.3이 

이렇게 『바냐 아저씨 』는 톨스토이의 드라마투르기처럼 윤리적 주제를 위해 

모든 내용이 집중되는 행태를 벗어난디 ~숲의 정령』과 달리 선명한 주제의식 

흑은 사상의 표출에서 탈피하는 것은 곧 주제에 복무하는 예술의 도구화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Ii'바냐 아저씨 』 의 마리야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실제 

삶을 망쳤다고 투덜대는 보이니츠키에게 충고하듯이 미학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사상은 작품 내 에 서 “죽은 문자(MepTBa.sl 6YKBa)"(S 13:70)에 불과하다. 

“신념이 아니라 너 자신이 잘못된 거야. 신념 자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을， 죽은 문자라는 걸 너는 잊었니. 행복이 따랐어야 돼 ."(S13:70) 복잡하고 부 

'2:7) O. MaHllenbWTaM(l99l), 521-522. 
28) V. Nabokov(1981), 291. 
29)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오종우(2005:261-290를 참조하시오. 

30) 톨스토이의 윤리적 전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체호프의 작품세계에서 윤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추다코프는 체호프의 작품세계에 나오는 자연올 통해 

서 체호프의 윤리학올 분석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윤리학의 영역에 포함시킨 

작가로 해석한다(A. 니YllaKOB 1971:245-270. 그리고 스테파노프는 「나의 인생」에서 
온갖 논쟁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는 주인공 미사일 (Mllcalln)의 행동을 동 

해서 윤리학이 이 작품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A. ll. CTenaHOB 2005: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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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한 현실을 분류하여 개념으로 정리하고 단순화하지 않는 예술적 사유는 

형성의 힘을 통해 관객의 체험을 유발한다. 

4. 결론 

체호프는 톨스토이의 윤리적 비판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사상적 논쟁이 

없었다. 게다가 체호프는 툴스토이의 윤리적 사상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것이 예술작품 속으로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있어서 톨 

스토이와는 전혀 달리 생각했다. 그래서 체호프는 미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드 

라마투르기로 말한다. 그것은 일상어로 풀어서 논쟁할 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체호프는 톨스토이의 윤리적 사상을 무가치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 속으로 윤리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숲의 정령 』은 그래서 『바냐 아저씨 』로 개작된 것이다. 말년에도 여 

전히 체호프는 톨스토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다，31l 하지만 예술적 차원에 

서는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윤리적 사상을 위한 톨스토이의 드라마투르기를 

거부했다. 주지하다시피 톨스토이 의 미학은 이후 소비에트 예술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소비에트의 강요된 프로파간다 예술규범에 고통을 받았 

던 영화작가 타르코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체호프의 미학과 윤리의 상관 

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의미 를 던진다 “우리들이 만일 

예술이 주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예술에 표현된 이상에 따라 자신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천사가 되었을 것이다. 

예술은 오직 충격과 정화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선으로 인도한다. 인간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2) 

31) 말년에 체호프는 툴스토이의 사상， 윤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툴스토 
이를 한 명의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얄타에서 지내던 1898년 11월의 
한 편지에서는 “나의 인생에서 레프 니콜라예비치만큼 내가 그렇게 깊게 심지어 

맹목적으로 존경한 인물은 없디"(P7:323)라며 존경심을 토로하기까지 한다. 

32) A. Tarkovsky(198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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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Me 

3CTeTHxa H 3THXa: xYllolKecTBeHHajf peaXQHjf A. qexoBa 

Ha NOpa~bHYIl XPHTHXY R. TO~CTOrO 

0 , tbcoH-Y 

A.n. 4eXOB nepepaÕOTaJl KOMe뻐10 <{ JJe띠HH ~ B .llpaMy <{ZùI.ll.H BaH.H ~ 'lepe3 

BoceMb JleT. B 3TOH nepepaÕOTKe Mbl MO:t<eM y3HaTb pa3Mbl띠JleHH.H 니eXOBa 0 CO

OTHorneH싸i 3CTeTHKH H 3 THKH , Bbl3BaHHble nonyJl.H pHOH B TO BpeM.H !þHJlOCO!þHeH -

TOJlCTOBCTBOM. 

JJ.H. TOJlCTOH KaK xy.llO:t<eCTBeHHbl꺼 nHC a TeJlb C'써TaJ1 니eXOBa TaJlaHTJlHBblM nH

CaTeJleM, HO KaK 때“JlOCOlþ-MOpaJlHCT ocy:t<.llaJl ero 3a OTCyTCTB“ e HpaBCTBeHHoro 

MHpOB033peHI쩌 . OcoõeHHO TOJ1CTOMy He HpaBHTC.H .llpaMaTyprH.H 4eXOBa, nOToMy 

'lTO B HeH Booõme HeT >l CHOrO MOpaJ1bHOH nepcneKTHBbI. Ho 4eXOB , KOr.lla Ha'lH

HaeT nHcaTb CBOH npOH3Be.lleHH.H, HaXO.llHTC.H B HeKOTopOH CTeneHH no.ll BJlH.HHH

eM TOJlCTOBCKO때 MbICJ1H. B OÕJlaCTH .llpaMbI Mbl MO:t<eM npOaHaJlH3HpOBaTb CXO.llCTB。

3aMblCJ10B 니eXOBa B ero KOMe.llHH <{지ernHH~ H TOJlCTOrO B ero nbece <{ BJlaCTb 

Tb뻐，I~ . B nOC J1e .llHeM .lleHCTBHH <{ JJernero ~ Bce .lle때CTBylOU써e JlHQa npOnOBe.lly lOT 

nyÕJlHKe TOJlCTOBCKylO MOpaJlb . Ho BCKOpO aBTOp <{ JJe띠ero ~ B03HeHaBH.lle Jl CBOI。

KOMe.ll싸o no TOH npH'lHHe , 'lTO xy.llO:t<eCTBeHHoe !þOpMHpOBaHHe npOH3Be.lleHH.H OT

JlH'laeTC.H OT ero nponaraH.llHpOBaHHoro MOpaJlbHOrO 3a뻐CJla. n03TOMy 'lepe3 

BoceMb JleT A.n. 니eXOB nepenHCaJl KOMe.llHIO <{끼e뻐때~ B .llpaMy <{ lùI.ll.H BaH.H ~ , 

HanOJlHeHHylO CBoeH, 'leXOBCKOH, 3CTeTHKofI H 3TH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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