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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예술 작품의 진정하고 고귀한 가치, 즉 고전다움은 무엇보다 당대성에 대

한 지난한 추구와 함께 시공간을 가로질러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반향하는 

영원성에서 찾아진다. 특히 문예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예술 장르중

의 하나인 문학은 고전성에 관한한 최고의 반열에 자리하며 고유의 서사성을 

바탕으로 자기 영역을 넘어 다른 예술 장르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호

혜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문학사에서 독보적 지위를 누려온 러시아 문학, 그 가

운데 이른바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19세기 러시아 고전 문학은 현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에 풍성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예술의 본향으로서 각

별한 위상을 지닌다. 특히 러시아의 가장 걸출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체홉

은 뿌슈낀, 똘스또이, 도스또옙스끼 등과 함께 당대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

들 ― 미술가, 음악가, 영화감독, 발레감독 등 ― 에게 커다란 영향과 반향을 

낳은 대표적 고전 작가 중의 한사람이다.1)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체홉의 대표적 단편소설 중의 하나인 ｢목 위의 안

나(Анна на шее)｣(1895)에 대한 당대 비평가들의 해석과 후대 예술가들의 반

향을 동명의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 «목 위의 안나(Анна на шее)»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1) 이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체홉의 고유한 도덕적, 철학적 인식뿐만 아니라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원칙들, 요컨대 체홉 시학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객관성, 절제성, 
간결성, 구체성, 음악성, 기저텍스트(подтекст) 등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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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아넨스끼, 1954)와 발레 «아뉴따(Анюта)»(В. 바실예프, 1982/1986)에 대

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예사에서 문학의 다른 예술 형식으로의 전이, 혹은 그들 

간의 상관성의 문제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실로 찬반을 넘나드는 다양한 반응

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

쳐 논쟁적으로 제기되어온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수렴하면서 다른 예술 형식

으로 문학 작품의 각색을 소위 원작의 가치(의미)의 훼손 혹은 변질, 심지어 

문학의 신성한 예술성의 파괴로 치부하는 협소한 사고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각색 작업을 언어 창작물인 문학의 주제와 형상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베끼기 혹은 도해를 넘어서는, 요컨대 영상, 무용 등의 상이

한 미적 전유의 수단과 기법을 통한 원작의 예술 정신(дух)에 대한 독창적인 

재해석 혹은 창의적 번역으로 파악하고자 한다.2) 
 이에 문제는 원작으로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파생으로서 다른 매체들의 

충실성 여부 자체가 아니라 등가적 차원에서 양자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이

며,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감독(연출가)의 고유한 해석 혹은 창조적 전이이다. 
한마디로 문학의 작가와 영화와 발레의 감독이 지닌 독자적 목소리와 그들 

상호간의 생산적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장르는 독자적인 표

현 수단과 방법이라는 개별성과 함께 예술적 구성의 차원에서 서사성이라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성과 보편성이 생산적 대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영화, 발레 등의 다른 등가적 표현 매체들로의 문학의 번역

은 최근에 자주 회자되는 문학의 위기나 종언의 징후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학

의 생산성 혹은 생명력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석 대상인 영화와 발레는 언어 텍스트인 문학 작

품을 영상과 무용이라는 고유한 미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재해석한 것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원작인 체홉의 작품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매체를 통한 원작의 번역, 혹은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원작과 각색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와 대화적 창의성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각의 장르들의 매체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작가와 감독(안무가)들의 세계와 

2) 창의적 해석 혹은 번역 행위로서 각색은 원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존중, 일
관된 역사주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폭넓은 지혜와 재능, 전문적 지식과 기술도 
필요로 한다. 실상 ‘정전의 충실한 각색’이라는 말은 기술상으로 이상의 과장이며, 
평가상으로 창조성의 간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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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평가를 창작 시기의 차이 혹은 역사성이라는 맥

락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역동적으로 진화한 체홉 고전의 당대

성과 영원성을 재음미하는 것으로서 문학, 영화, 발레 등의 세 장르가 담지

한 시대정신과 상호작용을 재독하는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원작인 체홉의 소설 ｢목 위의 안나｣를 기반에 

두고 각색 작품인 아넨스끼의 영화 «목 위의 안나»와 바실예프의 발레 «아

뉴따»를 장르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순차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의 주요 차원은 서사(구조), 슈젯, 인물 형상, 화자와 시점, 서술/영상/무용, 
음향 등이며,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적 변형과 창조

에 대한 탐색을 통해 궁극적으로 각 작품의 고유한 주제 의식을 규명하는 

것이 중심 과제이다. 
특히 각 작품의 주제 의식에 관한한 우선 소설 ｢목 위의 안나｣에서는 주인

공 안나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의 다면적 형상과 복잡한 운명에 대해 작가 

체홉이 일관되게 고수하는 냉철하고 절제된 자세, 즉 ‘객관성의 시학’의 작동 

양상이 핵심 관건이다. 이런 독해를 전제로 곧이어 영화 «목 위의 안나»에서

는 안나의 형상에 대한 감독의 독창적 해석, 즉 무정하게 가족을 등지고 소

시민적 환락의 세계로 빠져드는 주인공의 모습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의 비속성에 대한 감독의 고유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덧붙여 

체홉의 문학적 구상에 대한 아넨스끼의 영화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재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레 «아뉴따»에서는 삶과 운명의 희극성이 두

드러지는 원작 소설과는 달리 주류(상류)사회의 질서와 관례를 받아들인 상

황의 희생자 혹은 현실의 허영과 쾌락에 탐닉하는 패배자로 등장하는 안나의 

상이한 형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컨대 삶의 출구 없음과 세계의 무변화성

이라는 현실 상황에 천착하여 주인공의 운명에서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간파

해내는 바실예프의 색다른 해석, 즉 «아뉴따»라는 작품명에서 암시되는 독특

한 주제 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체홉의 소설 ｢목 위의 안나｣는 문학적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아넨스끼의 영화 «목 위의 안나»는 관객들의 열렬한 찬반의 

논란 속에 빠졌으며, 바실예프의 발레 «아뉴따»는 국내외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예술 장르들 간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 혹은 

대화적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세 작품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한 예는 국내외

를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작품의 장르적 고유성(개별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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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사성이라는 구조적 보편성에 착안하여 인간사에서 영원한 주제인 엄

혹한 현실 앞에서 인간 운명의 희비극성에 대한 당대적 재해석이라는 맥락에

서 세 작품을 함께 재독한 경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체홉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해명하고 그

것에 대한 풍부한 해석의 면모를 드러내며 원작으로서 문학 작품의 범예술적 

잠재성과 현실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고전 예술

의 하나로서 체홉의 문학 작품이 영화, 발레 등을 포함한 다른 예술 장르들

의 레퍼토리를 위한 귀중한 보고임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경계

를 넘어 다른 예술 장르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향하면서 일종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거듭나는 고전 문학의 진정한 생명력 혹은 위대한 영원성을 체감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소설 ｢목 위의 안나｣에 대한 두 해석

1890년대 체홉의 창작에서는 엄혹한 현실과 인간 운명의 복잡다단한 연관 

혹은 세계 속에서 인간 삶의 희비극적 양상이 자주 다루어진다. 그 와중에 

특히 인간에 대한 부(물질)와 권력의 퇴락적 영향이라는 주제가 빈번히 등장

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존재의 자기만족적 욕망이 도덕과 정신을 황폐화시키

고 결국 존재 자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뚜렷이 개진된다.
단편 소설 ｢목 위의 안나｣는 가난한 교사의 딸로 아름답고 선량하며 젊은 

아가씨 안나가 엄혹하고 복잡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파멸해 가는 

지를, 즉 부와 권력의 위계를 타고 올라 “스스로 탐욕자가 되고 자신에게 그

토록 낯설고 두려웠던 세계와 완전하게 결합하는 과정”3)을 보여주는 문제작

이다.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여주인공 안나의 형상, 더 정확

하게는 “놀라운 변화(удивительная перемена)”(172)4)로 스스로 간주되는 안

3) Г. П. Вердников(1961) А. П. Чехов: Идейные и творческие искания, М.: Худо- 
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 356.

4) 본고에서 인용하는 소설 ｢목 위의 안나｣의 텍스트는 А. П. Чехов(1974-1988) Полн. 
собр. соч. и писем: в 30-ти т, Т. 9, М.: Наука를 참조하였고, 이하 인용에서는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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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변신에 대한 작가의 예리하고 냉철한 시선 속에 있다. 전체 2부로 구성

된 소설의 제1부에서 안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물질적 궁핍과 가부장적 

억압의 희생자로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과 따뜻한 동정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제2부에서는 무도회에서 가시적 성공과 함께 부와 권력의 정복자로, 
유희와 쾌락의 탐닉자로 독자들의 차디찬 반감과 거친 힐난의 대상으로 돌변

한다. 말하자면 엄혹한 삶의 굴레 속에서 안나의 운명은 비극적인 것에서 점

차 희극적인 것으로 채색된다. 
이처럼 ｢목 위의 안나｣에서 체홉은 가난한 약혼녀의 운명에 대한 선대의 

고전 작가들 ― 대표적으로 까람진, 고골, 오스뜨롭스끼 등 ― 의 전통적 해

석에 거리를 둔다. 요컨대 체홉은 안나의 운명 속에서 감상성과 낭만성이 곁

들어진 삶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고유의 냉정함과 객관성을 통해 삶

의 희극성을 정초한다.
바로 문학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작가의 

고유한 시선 혹은 특정한 관계가 다름 아닌 작품의 문제틀(проблематика)이
자 예술 정신(дух)을 구성하는 요체인 바, 그것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원작

의 창의적 번역 혹은 대화적 재독이라는 각색 작업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판가

름하는 핵심적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미적 기호 체계를 지

닌 예술 매체들 사이의 문자그대로의 일대일 대응 혹은 축자적 번역이 사실

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 조차하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제 여기

서 우리의 관심사는 영화와 발레가 과연 원작 소설에 구현된 체홉의 문제의

식 혹은 작품의 예술 정신을 고유한 기호 체계를 통해 얼마나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동시에 새롭고 창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2.1.� 영화 «목 위의 안나»� 분석

아넨스끼의 영화 «목 위의 안나»5)는 동일한 제목에서 유추되듯이 전체적

5) 영화 «목 위의 안나»는 1954년 제작되었고, 3,19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으며, 
1957년 이탈리아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올리브가지상(золотая оливковая ветвь)을 
수상했다. 감독 및 각본: 아넨스끼(И. Анненский), 촬영: 레이스고프(Г. Рейсгоф), 
미술: 디흐탸르(А. Дихтярь), 음악: 슈바르쯔(Л. Шварц). 음향: 플랸골쯔(Д. Флян- 
гольц), 편집: 쇼르(Р. О. Шор), 출연: 라리오노바(А. Ларионова / 안나 역), 사쉰- 
니꼴스끼(А. Сашин-Никольский / 뾰뜨르 역), 블라디슬랍스끼(В. Владиславски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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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작 소설에 상당히 충실한 각색 영화이다. 감독 자신이 “부와 권력의 

승리자가 정신과 도덕의 패배자가 된다”를 체홉 소설의 주요 이념으로 파악

하고 그것을 영화 속에 구현하려 했다고 술회하듯이6) 이 영화는 소설 ｢목 

위의 안나｣에 대해 “말 그대로 가능한 원작의 정신에 접근하여, 원천으로 삼

는 문학 작품을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 주요 사건들과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을 그대로 등장”7)시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감독은 일관되고 섬

세한 화면 구성을 통해 소설에 구현된 작가 체홉의 담담하고 절제된 억양과 

어조를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8) 

    

� � � � � � [그림1]� 영화 포스터 1� � � � � � � � � � � � � � � � � � [그림2]� 영화 포스터 2

물론 원작의 정신에 최대한 충실하였다는 점이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을 단

순히 시각화하여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설의 수

용자이자 동시에 영화의 생산자인 감독은 원작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개성적 

모데스뜨 역), 좌로프(М. Жаров / 아르띄노프 역), 상영 시간: 82분. 
6) И. Анненский(1970) В театре и кино, М.: АСТ, С. 38, http://www.elkniga.ru/static/ 

booksample/00/21/01/00210187.bin.dir/00210187.pdf(검색일: 2013.10.15). 
7) 루이스 쟈네티(1996), 영화의 이해, 김진해 옮김, 서울: 현암사, 347쪽. 
8) 감독 아넨스끼는 체홉의 소설을 반복해서 탐독하였고 특히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영화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감독 
자신이 밝힌 여주인공 안나 역을 맡은 배우의 선발에 관한 일화이다. 그에 따르면 
배우의 선발 과정은 간단치 않았는데, 22명의 후보가 응모 했고, 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심사숙고 끝에 당시 러시아국립영화대학(ВГИК)의 
학생이었던 라리오노바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으며 결국 동료들도 그의 결정을 수용
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И. Анненский(1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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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 영화 자체의 고유한 문법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억양과 어조를 지닌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였다.
먼저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영화 «목 위의 안나»는 원작 

소설의 대략적 내용(파불라)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건의 실제적 전개(슈젯)에
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준다. 영화는 극적 특성을 강화하고 서사적 긴장

을 높이기 위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사건의 구성에 일정한 변화

(생략, 축소, 확대, 첨가)를 가미하며, 이를 통해 원작에 대한 나름의 창의적 

독해를 시도한다. 특히 각색 영화는 비록 원작 소설에 존재하지 않지만 작품

의 주제나 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씬과 시퀀스를 과감하게 추가하

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원작 소설에서 구현된 작가 체홉의 의도와 작품의 분

위기를 살리면서도 영화 장르가 가지는 매체적 잠재력을 최대한 펼쳐보였다.
원작 소설에 대한 창의적 독해는 영화의 첫 장면부터 목격된다. 작품 서두

에서 이야기의 한 복판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이른바 체홉적 서술의 한 전형, 
즉 결혼식 직후의 순례(신혼) 여행에 관한 단도직입적 서술로 시작하는 소설

과는 달리 영화는 러시아의 지방 도시의 귀족(상류층) 남녀들이 벌이는 일상

의 전형적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밤새워 펼쳐지는 휘황찬란한 무도회(흥겨운 

왈츠에 맞춘 원무와 법석대는 주연)와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아침녘의 소

란스런 귀가를 보여주는 오프닝 씬의 삽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지

방 상류 사회의 비루한 일상뿐만 아니라, 장차 주인공 안나가 운명적으로 빠

져들 세계에 대한 암시(전조)이다. 무도회로 대변되는 상류 사회는 호화와 법

석이 넘쳐나고 번들거리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상 밤과 낮이 뒤바뀌고 오른

쪽과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요컨대 존재의 근본 좌표인 시공간 감각마저 

상실된 혼돈과 불구(비정상)의 세계이다. 
커다랗게 클로즈업되는 그 세계는 초라하고 왜소하게 원경으로 포착되는 

주인공 안나에게 아직 멀고 낯설며 응시와 비낌의 대상이다. 하지만 장차 운

명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그 세계는 안나에게 이미 가깝고 친숙하며 즐김

과 안위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말하자면 안나는 외부자이자 방관자에서 내부

자이자 주인공으로 탈바꿈하며, 결국 그 세계는 안나에게 전형적 일상의 공

간이 된다. 
이처럼 영화는 안나에게 경이로운 변신의 무대로서 삶의 반전의 계기 혹

은 인생의 변곡점인 무도회를 소설과는 달리 2부가 아니라 작품의 오프닝 

씬에 미리 배치하여 일종의 원환적 구조를 창출한다. 영화에서 원환적 구조



러시아연구 제23권 제2호102

는 안나의 삶이 휘말리고 운명이 좌우되는 소용돌이 혹은 굴레로 작용한다. 
여기서 원환성은 안나의 삶의 닫힘성에 대한 구조적 표상인 셈인데, 이로 인

해 안나의 급속하고 예기치 않은 화려한 성공에는 영원하고 필연적인 암울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더불어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폭음에 관한 귀가하는 여인들의 수다와 

웃음은 안나의 삶의 현재적 위기(와 미래적 변화)에 대한 객관화된 암시인데, 
무도회 장면과 대비되는 안나가 처한 삶의 실제적 모습은 일련의 장면들로 

구성된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다각적이고 압축적으로 묘사된다.
영화는 소설에서 신혼여행 길의 기차 안에서 안나의 회상을 통해 내적 독

백처럼 표현되었던 몇몇 에피소드들을 시간적 순서와 인과적 연관에 따라 점

층적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시퀀스로 제시한다. 아버지 뾰뜨르(Петр 
Леонтьевич Соболев)의 우수어린 오르간 연주, 죽은 아내에 대한 깊은 상념

과 이로 인한 폭음, 남동생 뻬쨔(Петя)와 안드류샤(Андрюша)의 만류, 불행

에 대한 안나 자신의 한탄과 눈물, 중매쟁이의 등장과 돈(10만 루블), 영지, 
관등, 나아가 숭배자들, 화환, 향수, 무도회를 통한 유혹과 변함없이 암울할 

삶으로부터 탈출의 권유 그리고 집달리의 빚 독촉 등은 안나가 겪는 삶의 

고통과 궁지를 보여준다. 이에 안나는 현재적 상황과 미래의 운명에 대한 깊

은 고심 끝에 결혼이라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른다. 
체홉의 서사에 고유한 간결성의 묘미를 압축적으로 시각화한 영화적 재구

성, 즉 슈젯의 변화는 견딜 수 없는 불행의 또 다른 씨앗이 아니라 불가피한 

삶의 여정으로서 결혼이라는 어조 상의 미세한 변화를 낳는다. 즉 결혼이라

는 불가피한 선택에 이르게 되는 일종의 전사(前史)로서 안나의 가정사를 배

치함으로써 영화에서는 가난으로 대표되는 삶의 절망으로부터 가족의 구제책 

혹은 안나의 자구책으로서 결혼의 자기희생적 측면이 인과적으로 훨씬 강조

되는 것이다.9)

이런 맥락에서 연이어지는 결혼식 장면에서 하객들의 상반된 반응과 부부

의 어색한 입맞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혼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향후 안

나의 운명에 불길한 전조를 드리운다. 

9) 소설에서 안나의 회상은 결혼 직전의 환희에 찬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에도 여전
히 돈 한 푼 없는, 그래서 죄스럽고 속은 듯하며 우스운 여자가 된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에서 동기 지워지며, 따라서 그것은 결혼의 불가피한 전사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대의 좌절이라는 현재적 불행감을 배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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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는 체홉이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던 결혼식 장면이 다소 형식적이

고 지루하게 펼쳐진다.10) 이 장면에서는 소설에서 괴로웠던 결혼식에 대한 

안나의 회상과 서술자의 말을 통해 암시되었던 결혼의 부당함이 결혼에 대한 

세간의 상반되는 평가들, 예컨대 ‘늙은 악마(старый черт)’에게 시집가는 사

랑스럽고 착한 안나에 대한 평범한 여인들의 안타까움과 반면에 많은 돈과 

영지를 가진 부유한 신랑을 맞이한 안나에 대한 귀족 여인들의 부러움의 직

접적 대조를 통해 객관화된다. 또한 52세의 늙은 관리와 18세의 어린 처녀의 

결혼의 어색함은 소설의 세밀한 묘사에 걸맞는 모데스뜨(Модест Алексеевич)
의 특징적 외모 및 태도와 안나의 젊음과 아름다움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며, 특히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그친 부부의 결혼식 입맞

춤에 의해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그림3]� 결혼식의 입맞춤

이처럼 영화는 안나의 결혼에서 불가피성을 드러낸 후 이에 덧붙여 점차 

부당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 불가피할지라도 부당할 수밖에 없는 결혼의 

10) “결혼 식 후에(После венчания)”(161)라는 간결한 언급은 체홉의 서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침묵 기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말의 단순한 부재가 아
니라 말의 의도적 회피로서 대상의 무용성 혹은 무가치성을 암시한다. 이런 예는 
모데스뜨가 신혼여행 대신에 진지하게 선택한 순례여행, 특히 수도원 체류에 대한 
절제된 서술 ― “신혼부부는 수도원에서 이틀을 머문 후, 도시로 돌아왔다(Молодые 
пробыли в монастыре два дня, потом вернулись в город).”(164) ― 에서도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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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별장촌의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신혼부부는 소설에서와는 달리 기차가 아닌 마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순례 

여행을 가는 중에 별장촌(Артыновка)을 통과하다 별장주인인 아르띄노프 

(Артынов) 일행으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고, 딸처럼 보이는 젊은 아내로 인해 

조롱거리가 된다. 소설에서 대기(중간)역(разъезд)의 에피소드는 안나의 변신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안나는 아르띄노프를 비롯한 별장촌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과 흥겨운 군악대 소리 등으로 인해 

어머니, 돈, 결혼식 등에 관한 우울한 상념에서 벗어나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기쁨을 느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예감(“... как будто на полустанке ее 
убедили, что она будет счастлива непременно,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 164)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영화의 별장촌 에피소드는 안나의 변신의 조짐보다는 

결혼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적 불행에 대한 자각을 강화한다.11) 
마차 안에서 모데스뜨는 안나에게 “가정생활은 만족이 아니라 의무이며 

결혼에서 종교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Семейная жизнь есть не 
удовольствие, а долг. 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браке я отдаю религии и 
нравственности)”(164)라는 훈시를 늘어놓아 안나를 더욱 침통하게 만든다. 
모데스뜨의 훈시는 아이러니한데, 실상 교회에서 결혼식, 수도원으로 

신혼(순례) 여행을 제외하고 그의 삶에서 뚜렷한 종교성을 찾기 힘들며, 점차 

밝혀지지만 도덕성도 안나에 대한 독점적 소유욕 혹은 물질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 조차도 각하에 대한 안나의 주선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간단히 버려진다. 
모데스뜨의 출세에 대한 내적 욕망은 순례 여행에서 집(관사)으로 돌아온 

후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털어놓는 안나 훈장에 대한 일화에서 더욱 노골화

된다. 특히 ‘목 위의 두 명의 안나’에 대한 각하의 미묘한 언질, 즉 목 위에 

걸치는 안나 훈장과 심술궂고 경솔한 꼬소로또프(Косоротов)의 아내 안나에 

대한 언급은 소설과 영화의 제목인 ‘목 위의 안나’가 지닌 이중적 함의를 적

시한다. 요컨대 ‘목 위의 안나’는 모데스뜨에게서 한편으로 출세(권력)를 향

한 과도한 욕망의 상징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욕망의 뒤집힌 결과로서 굴

욕(피억압)의 기제인 것이다.12) 

11) 소설에서 안나가 따라 흥얼거렸던 군악대가 연주하는 폴카 음악은 영화에서는 수
도원을 향해 자작나무 숲을 가로질러 마차를 타고 가는 안나의 귓가에 마치 메아
리처럼 배경(잔영)으로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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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화는 안나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더 깊어가는 슬픔, 절망, 공포를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관련된 일련의 시퀀스를 통해 더욱 집약적으로 표현하

는데, 그 와중에 모데스뜨를 비롯한 상류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갖가지 속물성

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답답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안나에게 어린 남동생들의 방문은 잊었던 

기쁨을 되찾아주지만, 모데스뜨의 갑작스런 등장과 자기 직분으로부터 일탈에 

대한 터무니없는 훈계 그리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 어두운 길모퉁이로 사라지

는 남동생들의 쓸쓸한 뒷모습(하이 앵글의 롱 샷)은 안나에게 안타까움을 더

해 준다. 모데스뜨의 훈계는 집세를 빌리기 위해 온 아버지 뾰뜨르에게로 이

어지는데, 예의 관료적인 말투와 권위적 자세는 뾰뜨르에게 커다란 모멸감을 

안겨주며13), 뾰뜨르의 딸에 대한 사랑과 자존심의 표현인 입단속의 요청도 

간단히 무시된다. 더구나 혼자서 끝없이 게걸스럽게 먹고 마시며 지껄이는 모

데스뜨의 모습은 자만심을 넘어 탐욕성과 이기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이런 가운데 친정을 방문한 안나는 아버지에게 남편과 각하에 대한 두려

움과 가난하고 연약하며 죄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거대한 무서운 힘(세력)의 

엄습을 토로한다. 이에 뾰뜨르는 순간적으로 고통을 못 이겨 또 다시 폭음을 

하고 만류하는 자식들에게 역정을 내기도 하지만, 다시 안나의 가족은 서로

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으로 보듬는다. 
모데스뜨의 속물성은 극장 장면에서 다시 한 번 폭로된다. 그는 배우들의 

인사에 박수가 아니라 하품으로 응답하고 달콤한 것에 대한 안나의 바람에 

아랑곳 않고 물 한 잔을 사서 혼자 들이킨다. 이러한 모데스뜨의 극도의 인

색함과 이기심은 안나에게 수치감을 넘어 증오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모

데스뜨는 안나의 심적 고뇌를 알지 못한 채 “티끌모아 태산(Копейка рубль 
бережёт)!”이라고 훈계를 늘어놓으며 지참금도 없는 안나를 가난과 무(無)로
부터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강변한다. 

이와 같은 속물성은 모데스뜨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주위 세계와도 깊이 

12) 결국 후에 모데스뜨의 우연치 않은 불길한 주지가 말 그대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목 위의 안나’는 소설과 영화 모두에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함축하고, 슈젯 전개
의 내적 필연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복선으로서 레이트모티프로 작용한다. 

13) 뾰뜨르의 모멸감을 소설의 서술자는 “그 얼마나 고통스런 일이었던가(какое это 
было страдание)!”(167)라고 직접적으로 토로하는데, 여기에는 명백히 여주인공 
안나의 시점이 투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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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영화는 소설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된 모데스뜨의 직장 동료들(관
리들)과 아내들이 늘어놓는 외모만큼이나 “아름답지도 세련되지도 못한 지껄

임(сплетни, такие же некрасивые и безвкусные)”(165)의 구체적인 예들 ― 
예컨대, 구운 붕어가 최고이고, 위염은 의사가 멋대로 지어낸 질병이며, 현지

사는 홀아비나 과부 중에서 임명해야하고, 행복하려면 밤에 검은 고양이를 

삶아 먹어야한다는 등 ― 을 삽입하여 속물성이 모데스뜨라는 인물의 개인

적 속성이 아니라 주위 세계를 지배하는 일상의 법칙처럼 도처에 퍼져 있음

을 강조한다. 
소설의 서사 구조의 일정한 변화14)에 기반하여 안나의 세계와 모데스뜨의 

세계를 대비시키고, 이를 통해 안나의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극적으로 고

양시킨 영화는 마침내 비루한 세계로부터의 탈출의 시도와 실패로 인한 절망

을 그려낸다. 
안나는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래(«장사꾼(Коробейники)»)15) 소리를 

듣고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속악한 

세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지만 모데스뜨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의 삶의 

규범인 훈계 ― “모든 사람은 직분이 있어야 한다(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име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 를 듣는다.16) 쳇바퀴 속의 다람쥐17)처럼 삶의 

14) 소설의 슈젯은 모데스뜨의 점심 식사 > 안나의 친정 방문 > 동료들의 카드놀이
와 잡담 > 극장 > 뾰뜨르의 방문 > 남동생들의 방문 등과 같이 전개되는데 비해, 
영화의 슈젯에서는 남동생들의 방문 > 뾰뜨르의 방문 > 안나의 친정 방문 > 극
장 > 동료들의 카드놀이와 잡담 등과 같이 일정한 변화가 있다. 

15) «Коробейники»는 네끄라소프(Н. Некрасов)의 동명의 시에서 만들어져 19세기 
러시아에 널리 퍼졌던 민요로서 젊은 장사꾼과 시골 아가씨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다. 영화에는 다음과 같이 사랑을 구하는 내용의 민요의 서두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 “Выйду, выйду в рожь высокую, Там до ночки погожу, 
Как завижу черноокую, Все товары разложу. Цены сам платил немалые, Не 
торгуйся, не скупись, Подставляй-ка губки алые, Ближе к молодцу садись. 
Подставляй-ка губки алые, Ближе к молодцу садись.”

16) 노래(«Коробейники»)의 삽입은 감독 아넨스끼의 의도이자 자유인데, 주인공 안나
는 이 자유를 정당화하면서 일종의 무언극을 펼쳐 보인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격정 속에서 모데스뜨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데, 이것
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세계로 나서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불행과 학대의 세
계로부터 탈출의 시도, 즉 순간적 저항은 힘을 잃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다. 안
나의 정신적 열망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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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안나는 절망의 노래(«절망(Разочарование)»)18)를 

씁쓸하게 읊조리며 스스로 달랜다. 영화는 소설 속에서 점차 깊어지는 안나의 

고민과 사색을 반복적으로 클로즈업되는 얼굴 표정, 특히 심각하고 예리한 

시선을 통해 특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림4]� 안나의 탈출 시도

안나의 운명의 전환 혹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소설의 제2부는 제1부

와 비교할 때 영화의 서사 구조 특히 슈젯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충실

하게 재현된다. 영화에서 소설의 제1부가 시간적 순서와 인과적 연관에 따라 

일정하게 재구성을 거쳤다면, 소설의 제2부는 그 자체가 회상과 같은 시간상

의 역전 없이 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었기에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에 각각의 세부와 장면에서 감독의 방점이 미묘하게 감지된다. 
우선 소설의 제2부 도입부에 해당하는 무도회 공지와 채비의 장면에서는 

17)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는 안나의 운명을 상징하는
데, 이 장면에서는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오히려 또 다른 삶의 굴레에 갇힌 
안나의 운명을 암시한다. 

18) «Разочарование»는 델비그(А. Дельвиг)의 시에 바를라모프(А. Варламов)가 곡을 
붙인 것으로 희망과 사랑의 상실로 인한 슬픈 운명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Прошедших дней очарованья, Мне вас душе не возвратить! В любви узнав 
одни страданья, Она утратила желанья. И вновь не просится любить. Она 
утратила желанья. И вновь не просится любить. Её один удел печальный: 
Года бесчувственно провесть, И в край, для горестных не дальный, Под глас 
молитвы погребальной Одни молитвы перене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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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데스뜨의 은밀한 욕망과 안나의 모종의 집념이 가시화된다. 소설과는 달리 

영화에서 무도회 개최는 지방 신문의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하의 각별한 

초청장에 의해 알려지고, 이에 적잖이 우쭐한 모데스뜨는 각하의 초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무도회 의상을 준비하도록 안나에게 100루블을 건넨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든 안나는 굳은 시선으로 뭔가를 

구상한다. 여기서 클로즈업되는 초청장과 지폐는 장차 무도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권력과 부와 같은 또 다른 문제와 관련될 것임을 암시한다. 
주인공 안나의 삶의 전환, 이른바 ‘놀라운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는 무도회 장면은 소설과 영화 모두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19) 
무도회는 러시아 상류 사회의 전형적 일상 중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안나

는 이른바 주류 사회와 대면하게 된다. 무도회의 시퀀스는 주류 사회에서 안

나의 성공 과정, 즉 긍지와 매력, 풍요와 자유, 성공과 기쁨 등을 차례대로 

획득해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산뜻하고 경쾌한 옷차림으로 청순한 

아름다움을 맘껏 드러낸 안나의 등장은 무도회에 모인 온갖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숱한 남성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따라다니고, 몇몇 여성들조차 그

녀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눈길을 보낸다. 이에 안나는 자신을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어엿한 부인으로 느끼고, “이 얼마나 좋은가(Ах, как хорошо)!”(169)
라며 행복감에 젖어든다. 자기 행복(출세)을 위한 모데스뜨의 인사치레 요구

에 못 내켜하며 응한 후, 안나는 덩치 큰 장교를 비롯한 여러 명의 남성들과 

번갈아가며 짝을 이뤄 왈츠, 폴카, 카드리유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열정적으

로 추었고 남성들 사이에서 성공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안나는 엄마를 빼닮

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뾰뜨르의 찬탄을 자아내고, 황홀한 마주르카로 

덩치 큰 장교를 노예처럼 굴복시키며, 아르띄노프에게서 “젊은 아프로디테 

(юная Афродита)”로, “무도회의 여제(Царица бала)”로 불리게 된다. 뒤이어 

아버지의 손길조차 간단히 외면한 안나는 아르띄노프와 화려한 2인무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 모으고 홀의 중심에 우뚝 선다. 그리고 안

나의 성공은 마침내 각하의 등장에서 정점에 이른다. 각하는 안나의 미모에 

단숨에 반해, “멋져(Браво)!”, “매력적이야(Прелестно)!”를 남발하고, 안나를 

보배(сокровище), 기적(чудо), 천사(ангел)로 칭송하며 급기야 “자신보다 강력

하다(Это сильнее меня)”라고 추켜세운다. 바야흐로 안나는 그토록 두려웠던 

19) 양적인 비중을 따져보면, 무도회 장면은 소설에서 전체 12.5쪽 중에 3.5쪽을, 영
화에서 상영시간 82분 중에 18분 25초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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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권력)의 상징인 각하마저 사로잡은 것이다. 
 

       

    [그림5]� 무도회에서 안나의 춤 [그림6]� 바자회에서 안나의 경매 
 
반면에 안나를 이끌고 무도회에 등장하여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모데스뜨는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해간다. 소설과는 달리 영화에서 모데

스뜨의 이런 모습은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묘사된다. 무도회 장면에

서 아름답고 생기발랄하며 젊은 안나와 작고 뚱뚱하며 못생기고 나이든 모데

스뜨의 대조가 보다 분명해지며, 여러 남성들과 함께 무대의 중심을 활기차

게 넘나드는 안나와 달리 모데스뜨는 안나의 매력에 빠진 젊은이들에 의해 

점점 뒤쪽으로 밀려난다. 다른 남자들에게서 안나의 성공으로 인한 불안, 그

녀를 제지할 수 없다는 불만, 안나의 부채를 들고 서 있는 도리 없는 모데스

뜨의 형상은 너무나 하찮고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그의 상관인 각하의 출현

과 함께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자신의 아내를 단숨에 독차지한 각하를 목격

한 모데스뜨의 표정에는 처음에는 놀라움이, 다음에는 경외감이 그리고 마침

내 안나의 성공에 대한 만족과 묘한 충동이 나타나고, 주위의 부러움마저 산

다. 하지만 그의 종종 걸음과 굽실거리는 허리는 안나의 확신에 찬 웃음과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에 대조된다. 
안나의 성공은 권력의 장악에서 끝나지 않는다. 청순과 미모를 무기삼아 

안나는 바자회에서 인형 경매와 샴페인 건배를 통해 쉽사리 많은 돈을 거두

어들인다. 이제 안나는 원작 소설이 언급하듯이 주류 사회에서 가시적 성공

을 통해 새로운 존재감을 획득하고 돈(물질)과 힘(권력)에 대한 공포도 잊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과 춤과 숭배자들이 있는 이 왁자지껄하고 찬란하

며 흥겨운 삶을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걸 이미 깨달았고, 닥쳐와 압살하

려 위협하는 힘에 대한 오랜 공포도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Она у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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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няла, что она созда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этой шумной, блестящей, смею- 
щейся жизни с музыкой, танцами, поклонниками, и давнишний страх ее 
перед силой, которая надвигается и грозит задавить, казался ей смешным).” 
(171)

급기야 안나는 “포병대조차도 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되는 힘(за силу, перед 
которой пасует даже артиллерия)”(171)으로 칭송되고, 각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건배의 대상이 되며, 자신의 야단스런 성공으로 커다란 만족 ― 
“참으로, 몹시도 유쾌하였다(Было очень, очень весело)!”(171) ― 을 얻는다.

이처럼 영화에서도 무도회는 안나의 삶의 전환점이자 변신의 계기로서 상

당히 중요하고 세밀하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인 체홉의 소설과 

비교할 때 아넨스끼의 영화는 무도회에 관한한 극적 긴장이 다소 떨어지고 

복잡하고도 예리한 체홉적 함의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소설의 제1부 끝부분과 영화의 무도회 직전 장면에서 상당히 고조

되었던 안나의 내적 갈등, 즉 극적 긴장은 무도회 장면에서 다소 근거부족하

고 예기치 않게 약화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비록 좌절되지만 나름대로 고조

되었던 상류 사회로부터의 탈출의 욕망은 주류 계층의 가치들의 손쉬운 획득, 
나아가 지배 세계의 규범에 대한 자발적 수용으로 인해 쉽사리 사라진다. 

안나의 성공은 주류 사회의 노쇠와 추함에 대한 청순과 미모의 승리이다. 
하지만 승리의 열쇠인 청순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순진한 미성숙이 자리 잡

고 있다. 체홉의 입장에서 18세 소녀 안나의 변신은 청순한 아름다움에 힘입

고 동시에 순진한 미성숙이 작용한 결과이기에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결코 

양해할 대상은 아니다. 요컨대 안나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도

덕적·철학적 관계는 은밀하지만 일관되어 있다. 
앞 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감독 아넨스끼도 상류사회에서 소란스런 성공

이 인간적 영혼의 타락(부패)으로 귀결된다는 작가 체홉의 문제의식을 간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 영화에서 무도회 장면은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라는 세간의 지적20)을 일견 타당하게 만드는 듯하다. 더구나 

20) “안나 역의 알라 라리오노바의 범상치 않은 멋진 외모는 영화를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다. 역겨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학대
를 받았던 안나는 갑자기 무도회에 나타나고 그녀에게 주위로부터 찬탄의 시선들
이 집중된다. 이것은 추함과 노쇠에 대한 아름다움과 젊음의 승리로 간주된다. 영
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상의 속물성에 대한 반감과 애수를 지닌 체홉이 아니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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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하고 아름다우며 유쾌한 안나가 등장하는 장면을 접하면서 관객들이 그

녀의 운명을 애석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21) 소설은 안나의 이른바 

‘놀라운 변화’ 자체에 대해 독자들의 동정어린 연민이 아니라 냉정한 질타를 

요구한다. 하지만 영화는 안나에 대한 동정어린 연민은 고사하고 도리어 그

녀의 소시민적 행복을 옹호하는 듯이 느껴진다. 이런 징후는 각색 과정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 체홉의 고유한 관점이 온전하게 견지되지 못한 것

에서 비롯된다. 소설에서 작가 체홉은 주인공이자 지배 시점의 역할을 하는 

안나에 대한 거리 감각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넨스끼의 영화

에서는 안나의 시각을 객관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거리가 다소 모호해 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체홉의 문제의식 혹은 원작의 예술 정신이 영화로의 각

색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고 철저하게 고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점은 무도회에서 안나의 가시적 성공이 실상 

소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급작스럽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소설 속에는 안나의 변화하는 내적 심리를 간결하지만 상당히 예리하게 반영

하는 중요한 계기들, 즉 술 취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Как он мил, когда   
трезв!” ― 169), 죽은 어머니에 대한 추념(“только жалела, что нет матери, которая 
порадовалась бы теперь вместе с ней ее успехам.” ―  171), 가난하고 평범한 

아버지에 대한 수치(“у нее такой бедный, такой обыкновенный отец.” ― 171), 
아버지의 과거 행동에 대한 기억의 회피(“Как некстати было это воспомина-    
ние!” ― 171) 등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계기들이 제대로 

시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그 결과 관객들은 안나에 대한 객관적 거리감

을 상실하며, 오히려 그녀와 주관적 동일화로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주인공 안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안나가 빠져드는 주류 

사회의 대표자들에 대한 형상화에서도 발견된다. 소설은 무도회로 대표되는 

상류 사회의 부정성, 즉 비루한 속물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지만 영화에

서는 사정이 다른데, 요컨대 모데스뜨를 제외하고 무도회에 참석한 상류 계

층의 주요 인물에 대한 부정적 성격화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쁨과 애착을 지닌 안나-라리오노바를 위한 작품으로 되었다.”[Ф. Фридман(1991) 
“Алла Ларионова – «звезда» 50-х,” Киномеханик, № 1, http://russiancinema.ru/ 
films/film235/(검색일: 2013.10.15)]. 

21) Б. Галанов(1954) “Можно, но не нужно”,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20 мая, № 60, 
http://russiancinema.ru/films/film235/(검색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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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몸뚱이처럼 덩치 큰 장교, 느끼하게 웃으며 입술을 씹어대는 각하, 
입에 돌을 물고 있는 듯한 기형적 얼굴의 각하 부인, 눈이 불거진 천식 환자

인 아르띄노프 등 인물 형상화에서 드러나는 간결하고 예리한 외모 묘사는 

상류 사회에 대한 뚜렷한 표상을 형성하는 의미심장한 세부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었다.22) 그 결과 오히려 상류 사회의 몇몇 대표자들은 매력적으로 그

려지고, 무도회 자체도 화려함과 유쾌함이 더욱 부각되었다.23) 반면에 무도

회에서는 두 명의 젊은 신사가 안나의 뒤를 내내 쫓아다니는 우스꽝스런 장

면이 새롭게 연출되는데, 이것은 슈젯 전개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혀 체

홉적이지 않은 일종의 소극적 장치에 불과하다.
무도회의 성공에서 비롯된 안나의 경이로운 변신은 줄을 잇는 화환과 방문

객들, 아르띄노프의 노래(«달려라, 뜨로이까(Гай, да Тройка)»)와 선물, 각하

의 방문과 모데스뜨의 감격, 안나의 쾌활한 웃음소리와 신나는 피아노 연주 

그리고 노예처럼 비굴한 남편에 대한 환희와 분개와 경멸이 뒤섞인 호통 ― 
“저리 꺼져, 이 멍청아(Подите прочь, болван)!”(172) ― 에서 절정에 이르는

데, 특히 안나의 호통은 ‘목 위의 안나’의 또 다른 탄생을 알리는 신호음이다. 

       

� [그림7]� 각하의 방문 [그림8]� 안나의 호통

그 후 안나는 단 하루도 자유로운 날이 없이 소풍에, 산보에, 연극에 참가

할 것을 권유받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며, 점차 상류 사회의 전형적 일상, 즉 

유희와 사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이때부터 소설에서 안나의 정신

22) 물론 모데스뜨의 비굴과 아첨, 아르띄노프의 돈 자랑(사치), 가난한 사람들을 핑
계로 열린 사치스런 바자회를 위한 각하의 건배 등 상류 사회의 속물성을 드러내
는 몇몇 에피소드는 영화 속에도 등장한다. 

23) Ф. Фридман(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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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내적 심리)에 대한 묘사가 사라지듯이, 영화에서도 안나의 사색과 고뇌

의 모습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안나에게서 물질적 

삶으로 경도와 정신적 삶의 정지(종료)를 의미한다. 
영화는 안나의 변신에 대한 증거로 원작 소설의 내용을 확대하여 안나의 

전형적 일상의 대표적 예로 그녀가 아르띄노프와 함께 집시들과 벌이는 흥겨

운 여흥, 즉 소풍과 뱃놀이와 노래(«사랑하는 이여(Милая)»)를 펼쳐 보인다.24) 
또한 퇴락적 소비주의에 물들어 가는 안나의 모습을 화려한 옷치장과 남발하

는 영수증을 통해 드러내는데, 말투마저 명령조를 닮아가는 안나에 대한 모데

스뜨의 반응 ― “고맙군, 고마워(Мерси, мерси)” ― 은 적잖이 아이러니하다. 
이제 안나는 뜨로이까(삼두마차)를 타고 눈 내린 자작 나무숲 길을 부자인 아

르띄노프와 유쾌하게 질주하는데, 이 장면은 결혼 후 이두마차를 타고 인색한 

남편과 떠났던 고통스런 순례(신혼)여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안나는 

날마다 술에 취해 아침나절이 되어서야 귀가하여 옷도 벗지 않은 채 응접실 

마루에 누워 잠에 빠진다. 안나는 영화의 오프닝 씬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되었

던 상류층 남녀들의 일상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완벽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클로즈업되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의 형상은 또 다른 삶의 굴레에 빠져든 안나를 상징한다. 
이제 완전하게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된 안나는 모데스뜨에게 이른바 ‘목 위

의 안나’로 군림하게 되는데, 결혼 직후 마치 경고처럼 모데스뜨가 안나에게 

주지했던 불길한 예감은 각하로부터 안나 2급 훈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아

이러니하게 실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에게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서

가 아니라 미인의 남편(муж нашей красавицы)으로 기억되는 하찮은 관리인 

모데스뜨는 블라지미르 4급 훈장에 대한 멈추지 않는 욕망과 함께 더할 바 

없는 비굴한 자세를 여전히 드러낸다. 
안나는 아르띄노프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자기만의 삶을 계속해서 질주하는

데, 이제 그녀의 삶에는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허영과 웃음이 넘쳐난다. 반

면에 그녀의 아버지와 남동생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데, 가구를 포함한 

가재도구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텅비어버린 거실에서 아버지 뾰뜨르는 이미 

팔려나간 오르간에 앉아 처연하게 마지막 연주를 한 후, 눈보라가 휘몰아치

24) 이 장면에서 여자 집시들이 부르는 다음과 같은 합창의 후렴구는 상당히 의미심
장하다; “나에겐 순간이 기쁨, 나머진 하찮아!(Мне мгновенье ― наслажденье.  
Остальное ― трын-тра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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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로 남동생들과 함께 쫓겨난다.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달픈 부름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안나는 아르띄노프와 함께 허영과 쾌락을 쫓아 자기만

의 삶을 줄곧 질주한다. 남동생 뻬쨔와 안드류샤는 비틀거리는 아버지 뾰뜨

르의 팔을 잡고 애원한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

지!(Папочка не надо, не надо папочка!).”

       

[그림9]� 뾰뜨르의 애달픈 부름 [그림10]� 안나의 유쾌한 질주

이처럼 영화의 피날레는 말 그대로 체홉적 대단원의 진수를 고스란히 보

여주고 있다. 과거를 망각하고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단지 현재의 허영과 유

희에 빠져 있는 안나는 과거(어머니의 초상화)와 미래(지구본)를 품에 보듬어 

안고 냉혹한 현재를 가까스로 헤쳐 나가는 뾰뜨르와 뻬쨔와 안드류샤에 대비

된다. 아버지 뾰뜨르에 대한 아들들의 마지막 애원은 안나의 삶에 대한 작가 

체홉의 냉엄한 심판처럼 울린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설의 영화로의 각색은 단순히 동일한 이야기의 

매체적 전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상을 영상으로 옮기는 것이며 

추상을 구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질서로 구속보다는 오히려 

영화적 질서로 자유와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독의 원작 소설에 대한 다시 쓰기가 작가의 주제 의식과 

생산적인 긴장성을 제대로 유지했는가의 여부는 여전한 논쟁거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대의 적지 않은 평자들과 관객들이 작가 체홉의 구상에 대한 감

독 아넨스끼의 왜곡을 주장하며 영화 자체의 존재성마저 불신하려 했다는 점

은 주목거리이다. 
전체적으로 영화 «목 위의 안나»에서는 무도회로 상징되는 지방 상류 사회

의 일상에 만연한 속물성 ― 사치와 허영, 이기와 무료, 억압과 굴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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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비해 주인공 안나의 변신, 즉 놀라운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갈등은 약화되어, 안나의 형상의 전환은 관객들에게 

갑작스럽고 우연적으로 느껴진다. 말하자면 인물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동기 

등이 단순화되어 전체적으로 인물의 입체감이 원작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특히 소설 속에서 간결하고도 은밀하게 작동하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고유한 

관계, 이른바 객관화를 위한 긴장된 거리가 영화 속에서 충분히 일관되게 유

지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안나의 성공 혹은 상류 사회의 비속성

에 대한 찬가라는 몇몇 비판에 적잖은 빌미를 제공한다.25) 
하지만 쉬끌롭스끼 등의 당대의 유력한 비평가들조차 동참한 비속성에 대

한 찬가 혹은 철학적-도덕적 심판의 부재라는 식의 일면적 평가26)에 무조건

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설의 경우, 주인공 안나가 궁극적으로 빠져

드는 주류 사회의 비루한 일상에 대한 작가(서술자)의 질타는 작품의 곳곳에

서 적지 않게 감지되지만, 안나의 변신 자체에 대한 직접적 가치 평가는 찾

기 힘들다는 점이다. 체홉에 따르면 예술 작품에서 감동의 진정한 원천은 냉

정함이며, 따라서 작가는 화학자보다도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요컨대 절체절

25) 소설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관계(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서술자(화자)의 
시점이다. 소설 ｢목 위의 안나｣는 전체적으로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주인공 안나의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제1부에서는 안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고와 심리도 서술자는 마치 1인칭 화자처럼 안나
의 관점에서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서술한다.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
에도 안나의 시각이 침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요컨대 ‘인물의 어조와 정신 속에
서 서술(изображение в тоне и духе героя)’이라는 체홉의 서술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안나가 인식과 평가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연스
럽게 안나의 세계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무도회에서 성공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제2부에서는 지배적 관점이었던 안나의 관점이 
점차 뒤로 물러나고, 객관적 시각을 지닌 서술자의 관점이 앞으로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안나의 세계에 대한 일종의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된다. 이제 안나의 세계는 작가의 냉정한 시선을 통해 독자의 객관적 인식과 평가
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된다. 소설에서 서술자(화자)의 역할을 영화에서는 카메라
(렌즈)가 담당한다. 영화에서 관객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를 통해
서처럼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영화가 
소설에서 시점들의 공존과 교체를 영상(카메라)을 통해 구현하는가에 있다.

26) В. Шкловский(1955) “О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и”, Искусство кино, № 10, 
http://russiancinema.ru/films/film235/(검색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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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순간에 눈물보다 훨씬 감동적인 것은 오히려 침묵이다. 따라서 소설의 

종결부만큼이나 영화의 피날레는 적잖이 체홉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넨스끼의 각색 영화 «목 위의 안나»를 체홉의 원작 소설

｢목 위의 안나｣의 단순한 모방이나 그림자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앞서 

전제했듯이 문학 작품의 각색이 완벽한 충실성 보다는 불가피한 변형의 과정

이라고 할 때 당대적 맥락의 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아넨스끼의 영

화는 스탈린식 물질주의의 잔재27), 대중성에 대한 집착, 원작의 정신에 대한 

소홀 등의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체홉의 고전에 대한 창의적 독해와 

대화적 관람을 유발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2.� 발레 «아뉴따»� 분석

20세기 러시아 예술사를 찬란하게 수놓는 장르들 가운데 발레는 (무대)공
연 예술 중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삼반세기

에 러시아 발레는 통일성과 다양성 속에서 이념과 형상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의 추구가 두드러지는 종합 예술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된

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들의 사이의 상호 작용, 즉 상이한 예술 

형식의 결합 경향과 더불어 다른 미적 기호 체계를 지닌 예술로부터 발레로

의 번역 혹은 전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런 양상은 문학과 발레의 

상호관계 속에서 확연히 나타났고, 두 예술 장르의 전통적 연관은 전혀 새로

운 특질을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레의 안무(연출)가는 무대 위에서 

창의적 해석을 위해 영혼의 미세한 움직임과 사건의 예민한 기운이 감득되는 

걸출한 문학 작품을 선호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른바 문학 발레(литературный 
балет)는 단순한 도해에서 내밀한 심리로, 표층적 시각에서 심오한 감정과 

체험으로 지향의 획기적 변화를 겪는다.28) 
이 과정에서 1980년대 러시아 발레에서 일어난 가장 괄목할만한 사건 중

의 하나가 발레 «아뉴따»의 등장이다. 체홉의 단편 소설 ｢목 위의 안나｣를 

27) М. Туровская(1994) “Об экранизации Чехов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метки”, Кино- 
ведческие записки, № 5, http://russiancinema.ru/films/film235/(검색일: 2013.10.15).

28) Д. Р. Абдулова и Л. Г. Сафиуллина(2006) “Фильм-балет «Анюта». Интерпретация 
повести Чехова средствами музыки, хореографии и кино,” Вестник Казан. гос. 
ун-т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Казань, № 4, С. 84.



А. П. 체홉의 목 위의 안나 에 대한 두 해석 117

각색한 이 발레 작품은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양식으로 창작되었는데, 
1982년의 텔레비전을 위한 영화-발레(фильм-балет)29)와 1986년의 무대를 위

한 공연-발레(спектакль-балет)30)가 그것이다. 두 작품은 동일한 원작 소설을 

기초로 거의 동일한 창작자(제작자)와 연행자(무용가)들이 참여한 발레이지만 

영화(화면)와 공연(무대)이라는 상이한 예술적 지향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각

각 고유의 예술적 수단과 기법을 통해 창조되었다.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

인 원작 소설에 담긴 작가의 문제의식 혹은 작품의 예술 정신에 대한 창의

적 번역 혹은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

으로 간주될 만큼 예술적 혁신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는 점에서 더 

한층 흥미를 돋운다. 이에 체홉의 소설에 대한 창의적 독해라는 입장을 견지

하면서 우선 완결된 예술 텍스트로서 영화-발레 작품을 분석하고, 곧이어 해

석의 지속적 혁신으로서 공연-발레 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화-발레는 영화와 발레라는 두 가지 예술 매체를 결합시킨 영화 예술의 

독특한 장르로서 무대 위의 발레 공연을 단순히 필름에 담는 작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화-발레는 처음부터 스크린 상영을 위해 만들어진 발레 작품

으로 영화가 지닌 다양한 촬영 기술과 편집 기법을 통해 춤과 율동의 예술

인 발레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연행자들에게 영화-발레는 빼어난 춤 

솜씨와 인상적인 율동뿐만 아니라 연극적인 재능도 함께 요구한다. 

29) 영화-발레 «아뉴따»는 1982년에 렌필름(Ленфильм)에서 제작되었고, 국내외에서 
커다란 성공 ― ‘Интервидение’와 ‘РСФСР의 국가상’을 수상하고 114개국에서 
상연 ― 을 거두었다. 감독(공동): 벨린스끼(А. Белинский),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음악: 가브릴린(В. Гаврилин), 각본: 벨린스끼(А. Белинский), 안무: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촬영: 마라쟌(Г. Мараджян), 출연: 막시모바(Е. Максимова / 아뉴따 역),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 뾰뜨르 역), 마르꼽스끼(Дж. Марковский / 아르띄노프 역), 
아바이둘로프(Г. Абайдулов / 모데스뜨 역), 상영 시간: 71분.

30) 공연-발레 «아뉴따»는 영화-발레 «아뉴따»(1982)의 대성공에 힘입어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에 의해 구상되었고, 1986년 1월 21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카를로 
(Сан-Карло) 극장에서 초연 후, 같은 해 5월 31일에 모스끄바의 볼쇼이 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리브레또(각본): 벨린스끼(А. Белинский),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안무: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음악: 가브릴린(В. Гаврилин), 지휘: 고르꼬벤꼬(С. 
Горковенко), 미술: 마네비치(Б. Маневич), 출연: 막시모바(Е. Максимова / 아뉴따 
역),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 / 뾰뜨르 역), 찌빈(М. Цивин / 모데스뜨 역), 라브롭스끼 
(М. Лавровский / 아르띄노프 역), 아니시모프(В. Анисимов / 대학생 역), 그레쉔꼬 
(А. Грещенко / 각하 역), 구성: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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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영화-발레 포스터 1� � � � � � � [그림12]� 영화-발레 포스터 2

가브릴린(В. Гаврилин)의 탁월한 음악에서 창의적 영감을 얻은 저명한 연출

가 벨린스끼(А. Белинский)와 안무의 거장 바실예프(В. Васильев)는 영화-발레

가 지닌 이러한 독특한 장르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체홉의 소설 ｢목 위

의 안나｣를 단순히 전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의적으로 번역하였다. 
영화 «목 위의 안나»와 마찬가지로 영화-발레 «아뉴따»도 한편으로 원작 

소설의 정신에 나름대로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작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개성적으로 재해석하고 고유한 문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억양과 어조

를 지닌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우선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영화-발레 «아뉴따» 역시 원

작 소설의 기본 골격(파불라)을 유지하지만, 서사의 구성(슈젯)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준다. 각색 영화와 비교할 때 영화-발레는 원작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의 구성과 성격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하고 커다란 변화(생
략, 축소, 확대, 첨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작가 체홉의 의도나 작품의 정

신을 보다 독창적으로 재현하려 시도하였다. 
영화-발레의 독창성은 오프닝 씬에서부터 감지된다. 결혼식 직후의 순례 

여행에 대한 단도직입적 서술로 시작하는 소설과는 달리 영화-발레는 러시아 

한 지방 도시를 배경으로 가로수 길에서 산책을 즐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

들 ― 관리, 지주, 장교, 교사, 부인, 아가씨, 아이 등 ― 의 갖가지 모습을 

우선 비춰준다. 지방 도시의 주민들인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가

볍고 정확하며 동일한 자세와 행보는 그들의 일상적 삶의 전형적 속성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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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생활의 권태, 여가의 단조로움, 욕구의 제한성을 드러내며, 마치 일사불

란한 열병식처럼 무미건조하고 빈약하다.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르띄노프

도, 홀로 오가는 모데스뜨도 마치 일행처럼 이 행렬 사이에 끼여 있다. 이들

로부터 소원한 인물은 벤치에 홀로 앉아 상념에 잠겨 있는 대학생 ― 후에 

아뉴따의 연인으로 밝혀지는 ― 이 유일하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주인공 안나와 2명의 남동생, 뻬쨔와 안드류샤는 생

기 있고 천진난만하며 흥겨운 3인무(pas de trois)를 보여주며, 아버지 뾰뜨르

의 만남과 포옹은 원초적이고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안나와 그녀의 가족들의 표정에는 온화하지만 동시에 슬픈 기운이 서려 있는

데, 주위 사람들에 대비되는 그들의 검은 색 복장(상복)은 소설 속에서 언급

된 그들의 삶에 뿌려져있는 불행의 씨앗들 ― 고아성(어머니의 죽음), 궁핍

함, 무력감 등 ― 을 떠올리게 한다. 멀리서 응시하는 대학생과 눈인사를 주

고받은 아뉴따는 청순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연정을 드러내는데, 그녀를 가리

키며 모데스뜨에게 귀띔을 하는 부인들의 은밀한 모습에서 아뉴따에게 닥칠 

모종의 불길한 미래가 점쳐진다. 
이처럼 영화-발레의 첫 장면인 산책의 에피소드는 아넨스끼의 영화에서 첫 

장면인 무도회와 귀가의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두 세계를 보여주

는 동시에 마지막 장면인 스케이트장의 에피소드와 함께 원환적 구조를 형성

하여 원작 소설의 핵심 모티프인 이른바 안나의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판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이룬다. 또한 소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

물, 안나의 연인인 대학생의 등장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작

품 속에 서정성과 낭만성이라는 새로운 의미소를 부가하고 안나의 삶과 운명

에서 극적 긴장을 배가시킨다. 
안나의 집이 배경인 두 번째 장면에서 아버지 뾰뜨르가 넘기는 가족 앨범

의 에피소드는 매우 인상적이다.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뾰

뜨르는 아내와 누렸던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데, 여기서 어린 아

뉴따는 엄마로부터 우아한 표정, 매력적인 춤 그리고 교태로운 몸가짐을 배

우고31), 엄마, 아빠와 함께 3인무를 춘다. 순박하고 자애로운 부부와 사랑스

31) 이 장면은 원작 소설에서 무도회 직전의 안나의 회상을 통해 묘사되어 있다: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언제나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었고, 항상 안나에게 
매달려 있었으며 아냐를 인형처럼 우아하게 입혔고, 프랑스어 말하기와 마주르카를 
멋지게 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Ее покойная мать сама одевалась всегда п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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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귀여운 인형 같은 어린 딸이 추는 3인무는 명랑하고 화목한 인형의 집

에서 세 사람이 누리는 소박하고 순결한 가정의 행복을 나타내는 감동적인 

목가이다.32)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인형의 집의 목가는 점차 사라지

고, 초췌해진 아버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애처롭게 아이들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보드까 병을 부여잡는다. 이런 아버지 뾰뜨르를 딸 안나가 만

류하려는 순간 모데스뜨가 예기치 않게 등장하고 이에 부녀는 놀라며 경직된

다. 영화-발레에서도 안나의 결혼은 현재의 고통스런 삶과 미래의 암울한 운

명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온다. 
이어지는 관공서 장면은 모데스뜨와 그가 속한 관료 사회의 본성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풍자이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화된 관공서의 업무처리 과

정을 묘사하는 관리들의 군무에서 일사불란한 동작과 자세는 관료 사회의 기

계적 정확성과 반복성을 강조하고, 하릴없이 허공에 갈겨쓰고 이유도 모른 

채 서류철을 뒤적이며 목적도 없이 넘겨주는 행위는 일상의 무의미와 삶의 

공허를 부각시킨다. 모데스뜨의 권위적 억압과 하급 관리들의 무조건적 복종 

그리고 각하에 대한 모데스뜨의 굴종적 아첨은 관료 사회의 위계성 혹은 지

배와 복종의 역학을 섬뜩하리만큼 명료하게 표상한다. 체홉의 단편 ｢관리의 

죽음｣과 고골의 중편 ｢외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로테스크한 관공서 

장면을 통해서 영화-발레는 당대 러시아 사회의 핵심적 문제였던 관료주의와 

그 주요한 속성들을 아주 실감 있게 부각시킨다. 
주위 여성들의 소란스런 부산함과는 달리 맘 내키지 않은 결혼을 앞 둔 

안나는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에 남동생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한

다. 모데스뜨의 손길을 뿌리친 안나는 대학생을 만나고, 닥쳐온 불가피한 이

별 앞에서 두 연인은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위무

한다.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의 2인무(pas de deux)는 너무나 아름답고 서정

적이며 서글프다. 원작 소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슈젯, 즉 ‘이뤄질 수 없

는 서글픈 사랑의 이야기’는 주위 현실의 냉혹함과 안나의 운명의 비극성을 

더 한층 고양시킨다.33)

последней моде и всегда возилась с Аней и одевала ее изящно, как куклу, и 
научила ее говорить по-французски и превосходно танцевать мазурку).”(168)

32) 여기서 안나의 어머니이자 뾰뜨르의 아내의 역할도 발레리나 막시모바가 맡고 있
는데, 그녀의 형상은 어머니와 아내로서 매력적인 완고함과 겸손한 예의범절 그리
고 진정한 상냥함을 조화롭게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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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끼료프(В. В. Пукирев)의 유명한 회화 «부당한 결혼(Неравный брак)» 
(1862)을 떠오르게 하는 결혼식 직후 장면에서는 자기 처지에 대한 안나의 

극도의 슬픔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아버지 뾰뜨르의 죄책감 어린 표정이 차례로 클로즈업된다. 

         

[그림13]� 뿌끼료프의 «부당한 결혼»   [그림14]� 안나와 모데스뜨의 결혼식

  
신혼 초야를 맞은 모데스뜨와 안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모데스뜨

의 형상은 대단히 기괴한데, 가면 같은 그의 얼굴에는 거만과 아첨이 배어있

고,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실에 세워 놓은 마네킹처럼 화석

화되어 있다. 첫날밤을 준비하는 그의 의례는 무시무시하고 우스꽝스럽다. 그

는 제복을 벗어 단정하게 마네킹에 걸고 천천히 잠옷을 걸친 후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가 몸부림치는 안나를 억지로 침대에 끌어 앉히고 면사포를 벗긴 

후 팔찌를 보석함에 꼼꼼하게 챙겨 넣고 성호를 그은 다음 촛불을 끈다. 극

33) 안나와 모데스뜨의 타산적 결혼에 대비되는 안나와 대학생의 순수한 사랑은 상당
히 감동적이고 지극히 발레적이지만, 그것의 삽입은 적잖이 문제적이다. 실상 체홉
의 안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궁핍해진 가정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기에 결혼 
전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여지가 없었다: “아냐는 술취한 아버지의 시중을 들고, 
동생들의 양말을 기워주며, 시장을 다녀야만 했다(Аня должна была ухаживать за 
пьяным отцом, штопать братьям чулки, ходить на рынок).”(163). 결혼 후 그녀
는 남편을 증오하고 두려워하였지만, 온갖 유쾌한 허영의 소용돌이에 빠진 후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또한 체홉적 쓰라림과 냉혹함이 
있다. 영화-발레에서 안나와 대학생의 사랑의 이야기는 안나의 운명의 비극성에 
낭만성과 감상성을 또한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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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점잖고 느릿한 행동은 안나의 청순과 미모, 행복의 갈망에 대한 모데스뜨

의 삶의 규율, 즉 종교와 도덕의 잔인한 잠입과 압제처럼 느껴진다. 
안나와 모데스뜨의 어울리지 않은 결혼은 침울함과 뻔뻔함이 대조적이고 어

색하게 묻어나는 산책길의 발걸음으로 표현되고, 안나의 몸부림은 아르띄노프 

일행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창문 너머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 
곧이어 갑갑한 안나의 삶은 남동생들의 방문으로 활기를 되찾는 듯하지만, 삼

남매의 매력적인 3인무가 뿜어내는 생기, 순수, 기쁨은 모데스뜨의 엄혹함과 

인색함 앞에서 간단히 사라지고, 이에 안나의 고뇌는 더욱 깊어만 간다. 
이제 영화-발레는 관료 모데스뜨의 내적 열망, 즉 출세에 대한 욕구(권력

욕)를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모데스뜨가 고대하는 ‘목 위의 안나’
(안나 2급 훈장)는 거대한 크기로 확대되고 많은 사람(관리)들의 경배를 받으

며 훈장 속에서 걸어 나온 성(聖) 안나를 모데스뜨는 깍듯한 자세로 공손히 

알현하고 무릎을 꿇고 절절한 갈망의 손짓을 보낸다.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

에서 모데스뜨의 상기를 통해 암시되었던 작품 제목 ‘목 위의 안나’의 이중

적 함의는 영화-발레에서는 약화된다. 영화-발레에서 ‘목 위의 안나’는 관리 

모데스뜨의 권력욕의 상징으로서 안나 훈장으로 실체화되며, 장차 탐욕자가 

되어 모데스뜨에게 군림하는 피억압의 상징으로서 아내 안나의 형상은 두드

러지지 않는다. 영화-발레에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 안나는 모데스뜨의 출세

의 수단이며, 따라서 도구적, 희생적 측면이 한층 강조되고 이는 ‘아뉴따’라
는 작품의 제목과 향후 색다른 피날레 장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34)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에서처럼 영화-발레에서도 안나의 운명의 전환 혹은 

삶의 놀라운 변화의 가장 중대한 계기는 다름 아닌 무도회이다. 더구나 당연

하게도 춤이라는 고유한 미적 기호를 지닌 발레를 근간으로 하는 영화-발레

는 무도회 장면에서 특유의 매체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주지하다시피 무도회를 통해 안나는 주류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 눈부신 

성공을 통해 그 세계의 여왕으로 추앙받고 마침내 군림하게 된다. 안나는 청

춘과 미모, 특히 젊음의 순수함과 여성적인 우아함으로 주위 세계를 능가하

게 되는데, 영화-발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결정적 매개는 다름 아닌 안나 

역을 맡은 무용수(발레리나) 막시모바가 탁월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춤이다. 

34) 영화-발레의 제목 «아뉴따»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안나의 형상에 대한 다소 감
상적, 낭만적 이해는 후에 원작 소설의 작품 정신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공연-발레에서는 보다 비판적, 현실적 이해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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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녀가 추는 타란텔라(tarantella)는 격렬하고도 재치가 넘치는데, 배경 

음악 또한 쾌활하고 열정적이다. 강렬하고 우아한 안나의 춤은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받게 되고, 특히 부자 아르띄노프를 비롯한 주위의 거의 모든 남

성들을 굴복시킨다. 빠른 리듬의 음악이 깔리는 자선 바자회 장면도 안나의 

춤의 일부인데, 사방에서 날아드는 지폐는 안나의 물질적 승리를 상징한다. 
무도회 혹은 상류 사회에서 안나의 최종적 승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각하에 

대한 정복이다. 각하의 출현과 함께 음악도 사람들도 조심스럽고 숭배적으로 

바뀌는데, 안나의 매력에 사로잡힌 각하는 그녀와 함께 무대에서 사라지고, 
뒤따르던 모데스뜨는 닫힌 문 앞에서 안도와 만족의 미소를 짓는다. 각하에

게서 안나의 성공은 커다란 부러움을 사고 이에 대한 소문으로 주위는 떠들

썩해진다. 한편 술에 취한 아버지 뾰뜨르는 비틀거리며 주위 사람들의 놀림

감이 되고 마침내 무도회에서 들려나가는 신세가 된다.35) 다시 무도회로 돌

아온 안나는 각하의 절절한 구애를 교태롭게 외면하여 결국 그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모데스뜨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자신의 달

라진 위상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남편에 대한 거부의 몸짓을 드러낸다. 
특별한 존재감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승리의 기쁨에 젖어 무도회에서 돌

아온 안나는 예기치 않게 꿈속에서 연인 대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우한

다. 하지만 괘종시계의 울림을 배경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아련하게 

떠올랐던 연인과의 애틋한 사랑과 부모와의 행복했던 기억은 꺼져가는 촛불

과 함께 다시 사라진다. 안나의 놀라운 변화를 담담하게 그려냈던 원작 소설

과는 달리 영화-발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의 상기를 통해 안나 내부

에 잔존하는 심적 갈등을 미묘하게 표현한다.36)

35) 원작 소설에서 이미 명백한 성공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등극한 안나에게 이러한 아
버지의 모습은 엄연한 수치(“у нее такой бедный, такой обыкновенный отец.” ― 
171)와 망각(“Как некстати было это воспоминание!” ― 171)의 대상이었다. 영화-
발레에서 순수하고 연약하며 초라한 인간의 비극적 타락과 그것에 대한 고통스런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뾰뜨르의 형상의 의도적 재현(삽입)은 작품의 피날레에 대
한 색다른 해석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이 장면은 피날레에서 안
나로부터 예기치 않은 참회 ― 원작 소설의 맥락에서 ― 의 눈물을 자아내는 하
나의 동기이다. 

36) 원작 소설에 비추어 볼 때 무도회에서 성공 이후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물
론이고 자신을 압살하려 위협하는 힘에 대한 공포마저 사라져버린 안나에게 이러
한 내적 갈등은 상당히 낯설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발레에서 안나의 꿈 장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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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 줄을 잇는 화환과 방문 행렬은 안나를 새로운 삶의 환희

와 경이에 도취하게 만들고, 더불어 안나의 성공에 힘입어 모데스뜨는 마침

내 그토록 열망하던 안나 2급 훈장을 각하로부터 수여받는다. 
영화-발레에서 이 에피소드는 보다 흥미롭게 해석되는데, 훈장의 수상뿐만 

아니라, 비록 원작 소설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모데스뜨의 승리의 

퍼레이드가 장대하게 펼쳐진다. 훈장 수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모데스뜨의 

성스러운 태도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장대한 승리의 음악이 울린다. 그 후 

환희를 표현하는 우스꽝스러운 춤이 이어진다. 모데스뜨의 형상, 특히 복장과 

표정은 다리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어색한 춤과 대비를 이룬다. 그는 가끔 

자신의 위엄을 기억한 듯 점잖은 자세를 취하다가 또 다시 어린아이처럼 방

안을 뛰어다닌다. 모데스뜨는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출세와 허영 이외에 사랑, 
질투, 연민 등의 어떠한 인간적 감정도 지니지 않은 화석 같은 존재이다. 모

데스뜨의 허세는 훈장 수상을 축하하는 부하 관리들의 그로테스크한 군무에

서 절정에 이른다. 관료제라는 기계의 톱니바퀴와 나사를 연상시키는 하급 

관리들은 굴종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둥근 원을 만들어 모데스뜨보다 작고 

하찮게 보이려고 애쓰고, 그가 승리감에 휩싸이도록 그의 발아래 줄지어 차

례로 엎드린다. 각하의 거만한 걸음걸이를 흉내 내듯 모데스뜨는 점잖고 느

릿하게 그들의 등을 넘어 가로질러 걷는다. 
 반면에 안나의 발길이 점차 뜸해진 뾰뜨르의 집은 점점 텅 비어 가고 뾰

뜨르는 두 아들이 불안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팔려나간 피아노에 앉아 처연하

게 마지막으로 연주를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내몰리 듯 거리로 나선다. 
영화-발레의 피날레는 사뭇 독창적이다. 배경은 겨울의 스케이트장, 다소 

느리고 슬픈 왈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춤을 추는 남녀들 사이에서 언제나

처럼 안나는 각하, 아르띄노프를 비롯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오가며 흥겹게 

춤을 춘다. 목 위에 안나 훈장을 걸친 모데스뜨도 그런 상황에 완전히 흡족

해하며 혼자서 즐겁게 춤을 춘다. 두 장교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진 안나는 

순간 옷깃을 조아리고 그녀 옆을 지나가는 대학생과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고 

두 아들과 함께 안나를 목격한 아버지 뾰뜨르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비

틀거리며 다가가지만, 춤에 몰두하는 안나는 그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져 간다. 하지만 아르띄노프의 품에 안겨 다시 춤을 추

피날레에서 그녀의 참회를 미리 동기 짓는 의도된 삽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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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안나는 갑자기 그녀를 애처롭게 응시하는 아버지와 남동생들을 마침내 알

아챈다. 안나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유일하고도 

소중한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본다.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그녀의 뺨에는 눈물

이 흘러내린다. 

    

[그림15]� 안나를 응시하는 가족 [그림16]� 눈물어린 안나의 표정

이처럼 영화-발레의 마지막 대단원은 완전히 예기치 않은 것이고 심지어 

전혀 체홉적이지 않다. 영화-발레의 피날레는 나름대로 절절히 사무치지만 

체홉 소설의 피날레는 훨씬 가혹하며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훨씬 더 준열하고 

중후한 감동을 자아낸다. 
이와는 달리 국내외에서 영화-발레 «아뉴따»의 커다란 성공과 더불어 영화 작

품의 무대 공연이라는 유례가 드물고 상당히 독특한 구상에서 탄생한 공연-발레 

«아뉴따»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될 만큼 예술적 혁신을 이루었다. 
공연-발레 «아뉴따»는 영화-발레 «아뉴따»로부터 많은 부분을 계승했지만, 

체홉의 원작에 구현된 작가 의식 혹은 작품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

해에 기초하여 완전히 다른 억양과 어조를 지닌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안무가 바실예프는 무대 예술로서 발레가 지닌 예술적 창조성을 최대로 

펼쳐보였는바, 그는 텔레비전 화면과 극장 무대에서 미적 법칙으로 드러나는 

발레의 유사와 차이를 명료하게 이해하고서, 각본과 구성을 재고하고 안무의 

규모와 전개를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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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7]� 산 카를로 극장 포스터 [그림18]� 볼쇼이 극장 포스터

예컨대 공연-발레를 제작하면서 바실예프는 결코 간단치 않았지만 체홉 작

품에 고유한 음악성(музыкальность) 혹은 독특한 체홉의 멜로디를 발레의 언

어로 최대한 번역하려 노력했다. 여기서 가브릴린의 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류 사회의 일상을 표현하는 음악의 어조는 상투적인 허영과 

야단스러운 비속을 드러내는 비극적 그로테스크이다. 이와 더불어 경쾌한 왈

츠가 빚어내는 은밀하고 끈질긴 욕망과 멋지고 좋은 삶에 대한 꿈이 공존한

다. 나아가 지독하고 무자비한 조소의 대담성과 예리함, 애처롭게 사무치는 

서정성이 또한 결합되어 있다. 가브릴린의 음악은 단조롭고도 분주한 일상, 
지방 상류 사회에 만연한 욕망과 허세가 발랄하고 상냥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실감나게 주조하는 배음이다.37) 
또한 안무의 형상성은 배경으로서 시공간의 역사적 구체성, 세부와 디테일

의 면밀함, 분위기와 뉴앙스의 미묘함 등을 통한 주위 세계에 대한 생생한 

지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나른하고 평온하며 다소 우울한 지

방 도시의 산책로, 가난과 애수가 짙게 드리워진 뾰뜨르의 집, 풍족하고 호

사스런 무도회장 등의 무대 장치는 또한 상당히 탁월하다. 
공연-발레 «아뉴따»의 예술적 혁신성은 무엇보다도 인물 형상의 재인식과 

재창조에서 두드러진다. 공연-발레는 무대의 현장성과 반복불가능성에 착안

37)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Б. Львов-Анохин(1998)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М.: 
Центрополиграф. С. 2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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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물들의 개성적이고 모순적이기도 한 인간적 감정과 생동감 있는 행위

들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춤과 미장센, 조형

적 형상성과 심리적 세부의 자연스럽고 대담한 결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새롭게 탄생했는데,38)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주인공 안나가 있다. 안나의 놀라운 변화 혹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낭만적 

혹은 감상적 관점이 부각되었던 영화-발레와는 달리 공연-발레는 비루한 욕

망과 과도한 허영이 지배하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순수하고 우아한 영혼의 

점진적 파멸, 부와 권력의 획득이라는 물질적 성공의 이면에서 인간성과 도

덕성의 상실이라는 정신적 패배를 표현한 원작 소설의 정신을 훨씬 더 충실

하게 구현하였다. 진실하고 매력적인 소녀가 속물들의 무도회에서 여왕이 되

고, 저속한 자들의 열렬한 숭배를 만끽하는 가운데 대학생 연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동생들마저 외면하게 되는 희비극적 테마는 스크린보다 무

대에서 훨씬 분명하게 표현된다. 
안나의 형상에서는 다양한 내적 모순들, 예컨대 진실성과 허영심, 순박함과 

냉혹함, 행복과 기쁨의 자연스런 갈망과 경솔하고 철없는 허세 등이 놀라우리만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체홉이 뛰어나게 그려냈듯이 그녀에게는 기쁨, 도취, 
흥분과 함께 불안, 위험, 파멸의 조짐이 불안하게 공존한다: “[...] 이미 그녀에겐 

자신은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 세찬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고, 남편은 멀리 

강변에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ей уж казалось, будто она плыла 
на парусной лодке, в сильную бурю, а муж остался далеко на берегу...).” 
(169). 안나의 가시적 승리는 그녀의 내면적 파멸, 즉 도덕성과 선량함의 상실, 
연민과 자기희생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공연-발레에서는 인간 존재로서 청순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재능이 삶의 비루함으로 망쳐지고 짓밟히고 쓸려나가는 

쓰리고 음울한 기운이 감지된다. 
이를 확연히 입증하는 것이 달라진, 그래서 체홉의 원작에 훨씬 가까워진 

바로 작품의 피날레이다. 집에서 쫓겨난 아버지 뾰뜨르와 두 아들은 힘없이 

38) 예컨대, 아버지 뾰뜨르는 연약함, 선량함, 죄책감, 양심의 고통, 경솔함, 예술적 본
능을 지닌 존재, 남편 모데스뜨는 화석 같은 무딘 얼굴, 까다로운 거만과 노예적인 
아첨, 우습고 두려운 면모를 지닌 관료 사회의 하찮은 우상이자 비루한 신관, 아르
띄노프는 낭만적이고 혈기왕성하며, 점잖은 오만과 남성적 열망을 지닌 부자, 각하
는 품위를 잃지 않는 호사와 위계적 권위의 체현자, 그리고 대학생은 순수, 침착, 
절제의 담지자 등으로 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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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잠시 멈춰 서서 내리는 눈송이를 잡으며 장난을 친다. 그 옆을 아

르띄노프의 일행들 ― 관리, 장교, 집시 등 ― 이 무심하게 지나쳐 간다. 숭

배자들의 손에 의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진 안나는 부와 권력이라는 위계의 

꼭대기에 앉은 듯이 즐겁게 유영을 한다.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그녀에게로 

다가가 손을 뻗지만, 그들을 알아채지 못한 안나는 옆으로 질주해간다. 아버

지와 남동생들은 침울하게 걸음을 옮기다가 멈추고 뒤돌아서서 무대의 막이 

닫힐 때까지 안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애틋하게 바라본다. 

       

  [그림19]� 가족을 지나치는 안나 [그림20]� 안나를 응시하는 가족

           
이처럼 공연-발레 «아뉴따»의 대단원에서는 원작 소설 ｢목 위의 안나｣의 

마지막 어구 ―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Не надо, папочка... 
Будет, папочка...)”(173) ― 가 뚜렷이 울리는 듯하며, 이에 관객들의 마음은 

훨씬 체홉식으로 사무치게 된다.39) 
 

   

39) 달라진 피날레에서 잘 나타나는 공연-발레의 예술적 혁신성은 주인공 안나의 형
상의 변화 혹은 체홉적 안나의 복원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영화-발레에서 두드
러진 안나에 대한 감상적, 낭만적 관계(시선)를 대신하는 원작 소설에 담겨있는 
안나에 대한 비판적, 객관적 관계(시선)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
발레에서 안나의 예기치 않은 참회의 눈물을 다소 어설프게 동기 지웠던 의도된 
모티프들 ― 예컨대 무도회에서 성공 이후 안나에게 내적 갈등의 잔존을 암시했
던 연인과 부모에 대한 꿈, 피날레에서 연인 대학생의 조우 등 ― 의 약화 혹은 
삭제는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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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학의 영화, 발레로의 각색은 단순히 동일한 서사

의 상이한 매체로의 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 텍스트인 

문학 작품을 영상과 무용이라는 독특한 미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번역하는 

것으로서 원작에 대한 충실성을 넘어 새로운 매체를 통한 원작의 창의적 재

해석 혹은 대화적 재창조를 지향한다. 
또한 원작의 창의적 번역 혹은 대화적 재독이라는 각색 작업에서 상호텍

스트성을 근거지우는 요체는 다름 아닌 원작을 관통하는 작가의 문제의식 혹

은 작품이 담지하는 예술 정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영화와 발레가 과연 원작 소설에 

구현된 체홉의 문제의식 혹은 작품의 예술 정신을 영상과 무용이라는 고유한 

미적 기호를 통해 내외적으로 필연적이고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새롭고 창의

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영화와 발레가 소설과 

생산적이고 긴장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가의 여부였다. 
소설 ｢목 위의 안나｣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삶과 운명의 희비극적 

양상에 대한 냉철한 숙고이다.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부와 권력의 파멸적 

영향 혹은 물질적 욕망의 추구가 낳는 정신적 황폐와 존재의 퇴락을 객관적

으로 제시하면서 삶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의 지배 질서

에 투항하는 주인공 안나의 운명의 희극성을 냉정하게 정초한다.  
영화 «목 위의 안나»는 부와 권력의 승리자가 정신과 도덕의 패배자라는 

원작의 이념을 인식하고 소시민적인 환락의 세계로 빠져드는 주인공 안나의 

모습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현실의 비속성을 부각시켰지만, 인물 형

상에 대한 단면적 서술과 현실 세계에 대한 추인적 경향은 작품의 존재감을 

약화시켰다.
발레 «아뉴따»는 영화와 공연이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창작되었는바, 주인

공 안나의 형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 혹은 해석의 진화가 흥미롭다. 영화-발
레에서 안나는 주류(상류)사회의 질서와 관례를 수용하는 상황의 희생자로, 
공연-발레에서는 현실의 허영과 쾌락에 탐닉하는 패배자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형상의 진화는 원작의 예술 정신으로의 복귀를 시사한다. 
아울러 영화 ｢목 위의 안나｣와 발레 «아뉴따»는 체홉의 소설에 대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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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석에서 각 장르의 매체적 특수성은 물론이고 감독(안무가)의 세계 인식

이 투영된 고유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영화의 경우 일상 속

에 만연한 속물성 ― 사치와 허영, 이기와 무료, 억압과 굴종 ― 이 부각되

고, 발레의 경우 위계 사회에 전형적인 관료성 ― 지배와 아첨, 허례와 허식, 
획일과 소외 ― 이 강조된다. 바로 소시민적 속물성과 관료적 상투성은 영화

와 발레가 창작되던 시기에 러시아 사회가 당면했던 중대한 문제들 중의 하

나인 바, 두 작품은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을 우회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문학의 경계를 넘어 다른 예술 속에서, 자신의 시대를 넘어 다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향하는, 바로 여기에 고전으로서 체홉 문학의 진정

한 생명력 혹은 위대한 영원성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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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Две интерпретации рассказа А. П. Чехова «Анна на шее»: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фильма «Анна на шее» и балета «Анюта»

О, Вон Ке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сравнительному анализу фильма И. 
Анненского «Анна на шее»(1954) и балета В Васильева «Анюта» 
(1982/1986) как инсценировок рассказа А.　 П. Чехова «Анна на шее» 
(1895). Инсцениров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ворческий перевод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воисточника на язык иных эстетических форм (жанров); в основе 
этого интертекстуального транспонирования лежит напряженный диалог с 
духом первоисточника. В стать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рассказе «Анна на 
шее» Чехов в образе Анны выявляет своеобразную комичность челове- 
ческой судьбы, объективно показывая духовное опустошение молодой 
женщины в процессе ее удивительной метаморфозы.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фильме «Анна на шее» режиссёр И. Анненский раскрывает пошлый 
характер све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го пагубное влияние на юную душу; 
однако в фильме недостаточно передается чеховс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жизни. 
Дале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балете «Анюта» балетмейстер В. Василье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зображает Анну как жертву обстоятельств, безвольно 
принимающую  нравы общества, а с другой, как человека, побежденного, 
охотно сливающегося со светской суетой. И эта эволюция образа Анны 
оказывается более близкой к духу рассказа Чехова. В заключени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живучесть и вечность творчества Чехова как классика 
существуют в откликах раз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жанров в других эпоха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