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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4대 비극을 통해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얽혀들게 되는 악의 힘과 죄의 문제를 다루며, 그 죄로 인해 인간은 광기와 혼
돈의 세계를 방황하다가 결국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는 공통된 패턴을 제시한
다. 아울러 비극적 결말 끝에 참회와 반성을 통한 구원 가능성이라는 성찰을 
여운으로 남김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회복에 대한 희망의 빛을 암시한다. 그 
중에서도 리어왕(King Lear)은 인간존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성찰
에 있어 셰익스피어 비극의 위대성을 가장 잘 표출한다.

리어왕이 다루는 방대한 주제들—다층적 힘(multi-lateral powers)의 체
험, 숭고한 상상력의 동원, 비애와 감동의 해학, 자연과 인간 열정의 충돌, 인
간 행동의 허망함,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개인의 운명에 작용하는 우주적 힘에 
대한 암시 등—은 많은 부분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할 뿐더러, 무대에서 상연될 
경우에도 본연의 의미와 느낌이 오관을 통해 만족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다(Bradley 267). 무대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애로사항과 난점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72  영미연구 제29집

으로 인해, 이 극은 드물게 상연되고  또한 가장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으로
도 알려져 있다.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는 리어왕을 두고  
램(Charles Lamb)은 본질적으로 무대재현이 불가한 극이라 규정했다(206). 
브래들리(A. C. Bradley) 역시 이 극의 시적 위대함이 무대에 온전히 구현되
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바람이라고 말한다(202).

리어왕이 담아내는 주제의 방대함과 해석의 난해함은 이 극의 궁극적 의
미—리어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가, 리어 사후에 새로운 질서 수립의 조짐이 
싹트는가, 아니면 그저 혼란인 채로 끝나는가 등—에 대해 학자들의 이견을 자
아내어 왔다. 실제로 왕정복고(Restoration, 1660) 이십 년 후인 1681년  테
이트(Nahum Tate)는 프랑스 왕 대신 에드거(Edgar)를 코딜리어(Cordelia)의 
연인으로 둔갑시켜 이 극을 해피엔딩으로 개작해 무대에 올렸는데, 이때부터 
리어왕의 비극적 결말은 한 세기 반 동안 무대에서 사라졌다. 1823년경이 되
어서야 당대 명배우 키인(Edmund Kean)이 비극적 결말을 회복했고, 1838년
에 이르러 배우 맥크레디(Charles Macready)에 의해 리어왕은 비극적 결말
을 지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Dowden 743).

리어왕을 무대재현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램의 견해, 그리고 테이트와 키
인 등의 해석에서 보는 이 극의 궁극적 결말에 대한 상반된 반응의 동인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타당성 있는 답변으로, 독자와 관객의 
상상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뿐 실제 무대에서 재현해내기 힘든 장면들이 리어
왕 텍스트에 다수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상에 
한 가지로 고착되기를 거부하는 무수한 ‘열린 의미들’(open meanings)이 내재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리어왕에 내재한 열린 의미의 가능성에 대해 필립 맥과이어(Philip C. 
McGuire)는 셰익스피어의 극에서 발견되는 ‘열린 침묵’(open silence)을 구체
적 예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텍스트에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 기
대되는 답변보다 침묵이 응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일례로, 마지막 장면
인 5막 3장에서 리어는 죽은 코딜리어를 안고 들어와 “이 단추를 풀어주시
오”(Pray you, undo this button. V. iii. 308)라는 요청에 이어서 “고맙
소”(thank you, Sir. V. iii. 308)라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맥과이어는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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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사이의 공백에서 열린 침묵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앞 구절은 ‘상대
방’(you)에게 ‘이’(this) 단추를 풀어달라는 간청이고 뒤에 따르는 구절은 리어
의 간청을 들어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감사의 말임이 분명한데, 두 구절 사
이의 공백에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일련의 질문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리
어가 지목하는 단추는 리어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죽은 코딜리어의 것인가? 
리어는 극중 최우의 생존자들—켄트(Kent), 올바니(Albany), 에드거—중 누구
에게 단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가? 특히 리어 사후에 영국의 대권을 이을 
사람이 누구이며 결과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영국의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관련하여 리어가 감사를 표한 대상이 누구인가는 극의 결말 해
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작 텍스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없으며, 극의 결말에서 새로운 국가 질서의 재편 양상은 실제 공연에서 
재현되는 세부 묘사들에 따라 열린 상태로 남게 된다(McGuire 97).

맥과이어과 섀뮤엘슨(David A. Samuelson)은 언급한 리어왕의 장면을 
예로 들면서,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에 있어 문자만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연
극언어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 이해에 있어 원문텍
스트 혹은 언어적 차원(verbal dimension)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언어외적 차
원”(extra-verbal dimension), 즉 공연무대에서 비로소 구체화되는 시각·음향·
공간·시간적 측면들을 아우르는 “연극적 차원”(theatrical dimension)으로까지 
확장된 입체적 읽기가 요구되는 것이다(xvii-xviii). 언어적 차원과 언어외적 
차원 간의 이러한 함수관계를 르가트(Alexander Leggatt)는 “들리는 것과 보
이는 것 사이의 긴장”(tensions between what is heard and what is seen)이
라 말하며(“Extra Dimension” 41), 유뱅크(Inga-Stina Ewbank)는 “보이는 것
과 말해지는 것 사이의 의도적 변증법”(purposeful dialectic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said, 15)라 일컫는다. 햅굿(Robert Hapgood)은 심지어 언
어외적 차원을 객석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극작가-배우-관객의 협력 속에서 
발생하는 “공연앙상블”(performance ensemble)을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내재
적 본질로 승격시킨다(Worthen 16-7 재인용). 

맥과이어가 지적한 열린 침묵의 가능성은 비단 결말부에서뿐만 아니라 극의 
오프닝에서 리어의 첫 대사 “짐은 숨을 뜻을 밝히리라”(We shall expres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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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er purpose, I. i. 35)와 이어지는 대사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Give me 
the map there, I. i. 36) 사이의 공백에서도 발견된다. 첫 장면에서 언급되는 
지도는 리어의 숨은 뜻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투사체로서 극 시작의 상황은 
물론 향후 극 전개방향과 궁극적으로 결말부의 정치질서 수립 양상을 예견하
는 단서로서 기능한다. 첫 장면에서 지도가 함의하는 의미는 이 물체가 표출하
는 언어외적 차원의 모습—언제 등장하며, 누가 가져오며, 어디에 위치하며, 어
떤 형상인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열려있다. 

리어왕의 열린 의미들은 무대는 물론, 스크린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구체화되어 왔다. 브룩(Peter Brook)이 연출하고 웰스(Orson Wells)가 주연
을 맡은 1953년 영화 리어왕, 코진체프(Grigory Kozintsev)가 연출하고 야
벳(Yuri Jarvet)이 주연을 맡은 1970년 러시아판 리어왕, 아키라(Kurosawa 
Akira) 연출로 일본풍으로 각색된 1985년 란(Ran), 고다르(Jan-Luc 
Gordard)가 연출하고 메레디스(Burges Meredith)가 주연을 맡은 1987년 리
어왕 등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역작들이다. 이 외에도 리어왕은 텔레비
전 방송용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러(Jonathan Miller)가 연출하고 호던
(Michael Hordern)이 주연을 맡은 1982년 BBC TV 리어왕, 엘리엇
(Michael Elliot) 연출로 올리비에(Laurence Olivier)가 주연을 맡은 그라나다 
TV 리어왕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크린을 통해 표출되는 리어왕은 태생적
으로 언어보다는 영상 이미지에 의존하기에 언어외적 앙상블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심지어 이들은 셰익스피어 이해에 있어 다각적인 실험을 선보인
다. 그 중 특히 주목할 영상 텍스트는  브룩이 연출한 1971년도 영화 리어왕
이다.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한 영상 텍스트들과 비교할 때, 가장 도발적이고 과
감한 셰익스피어 읽기를 시도한다. 여타 영상 텍스트들은 대체로 원작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시각적 가능성들을 실험했다. 반면, 피터 브룩의 
1971년 리어왕은 전통적 해석을 넘어선 새로운 창작의 시도로, 원작에 내재
한 ‘열린 의미’의 대안 제시에 가장 충실한 태도를 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은 리어왕 텍스트의 첫 장면에서 리어의 ‘숨은 뜻’과 ‘지도’의 간극
에서 발생하는 열린 의미의 가능성과 대안이 리어왕을 각색한 영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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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핀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영상 텍스트는 앞
서 언급한 피터 브룩의 문제작 영화 리어왕이다. 아울러 상기한 영국의 새로
운 정치질서 수립의 메시지가 본 영상 텍스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구체화되
는지에 대한 논의에 도달할 것이다.

  

Ⅱ. 오 닝에서의 열린 의미

 로스웰(Kenneth Rothwell)은 노왕 리어가 ‘지도’와 함께 정신적 항해를 시작
한다고 언급하면서, 극의 내러티브 구성에 있어 이 비언어적 요소가 지니는 은
유적 의미를 강조한다(135). 여기서 지도는 리어가 자신의 ‘숨은 뜻’을 설명하
기 위해 요청하는 시각적 수단이며, 그는 ‘거기 지도를 가져 오라’는 말로 이를 
구체화한다. 

리어: 과인은 숨은 뜻을 밝히리라.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

Lear: We shall express our darker purpose. 
      Give me the map there.        

   (I. i. 35-36, emphasis are mine)

셰익스피어 극의 오프닝은 캐릭터와 분위기 설정, 주제 암시, 극의 전개방향 
제시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어의 첫 대사에 등장하는 ‘숨
은 뜻’이라는 말은 앞으로 잇따르게 될 혼란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자 원인이 
되며, ‘지도’는 이 숨은 뜻이 가시화 된 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
에 지도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숨은 뜻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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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숨은 뜻’ 

리어의 ‘숨은 뜻’(dark purpose)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은 시작부터 독자를 
퍼즐게임으로 이끈다. 이에 대해 노후의 대비라는 지극히 단순한 설명에서부
터 노망이 초래한 이성의 부재(darkness), 향후 드러날 노왕의 비극적 결함
(tragic flaw), 즉 진실을 꿰뚫는 심안의 결여가 초래한 무지(blindness)에 대
한 복선이라는 복잡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이 죽은 뒤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의 권력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권력이양을 미리 결정짓겠다는 것은 노왕으로서 당연한 처사다. 이를 빌미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식에게 가장 비옥한 땅을 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 역
시 충분히 이해 타당하다. 한편, 절대군주 시대에 살고 있던 셰익스피어의 동
시대 대중은 리어의 왕국분할 및 왕권양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아니
라 죄라고까지 생각했다(Spencer 142). 왕권은 신에게서 위임받은 권리라는 
믿음이 셰익스피어 시대의 보편적 정서였음을 감안할 때, 왕은 국가질서를 유
지하고 백성의 안위를 도모해야 할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당대 영국의 세계관
을 관통했던 ‘거대한 존재의 사슬’(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중세적 질서 
개념에 비추어 보면, 리어는 신으로부터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
는, 또한 국왕으로부터 미천한 밑바닥 인생들에까지 이르는 우주적 위계질서
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물이다. 노후의 안녕이라는 개인적 필요 때문에 자의적
으로 왕국을 분할하고 대권을 이양하는 것은, 국왕의 천부적 권리와 직무에 대
한 방기이자 ‘거대한 존재의 사슬’이라는 우주적 질서의 고리를 끊는 행위이며, 
그 화가 아래로는 개인의 차원으로 위로는 우주적 차원으로 미치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당대 군주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이라는 인
간적 욕망을 버리는 대신 국가와의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국모’로서 대의명분
을 지킨 것과 크게 대조된다. 리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웨인(John Wain)은 
평생에 걸쳐 절대 권력을 휘둘러 온 리어가 자신의 ‘숨은 뜻’이 내포하는 위험
성을 모른 채 행한 무지의 소치로 평가한다(163). 이러한 의미에서 리어는 자
신의 행동이 초래할 국가적 파장을 내다보지 못하고 개인적 영달에 눈이 먼 데
서 기인하는 통찰력 부재의 우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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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뜻’이라는 말은 세 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
은 영토를 분할해 줄 것이라는 리어의 계획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의
례’(ritual) 형태를 띤다. 리어는 국가 통치자이자 세 딸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
대권력자의 모습으로 왕국분할과 권력이양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담
보로 하여 딸들의 의심할 바 없는 애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리어의 
이러한 생각은 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따라서 왕국
과 통치권을 걸고 딸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려 할 때, 그가 기대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프로스트(William Frost)는 ‘의례’의 세 가
지 특징을 공적일 것,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일 것, 그 기본 노선을 예측할 수 
있을 것 등으로 정리하는데(161), 이런 면에서 딸들에게 사랑의 경쟁을 명하
는 행위는 의례의 형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내딸 코딜리어는 리어가 제안한 의례적 형식의 요구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말’로써 표현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리어를 분노케 한다. 리어는 공
적 의식과 사적 대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얻고 행할 수 있다고 믿
고, 그것을 의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
례적 절차를 망쳐놓은 코딜리어에게 리어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숨은 뜻’이 리어의 보다 복잡한 속셈을 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리어는 막내딸에게 가장 비옥한 영토를 분할할 것을 이미 심중에 두고 있
었다. 때문에 세 딸에게 사랑의 크기를 묻는 행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마도 리어는 가장 비옥한 땅을 미혼자인 막내딸에게 명목
상 위임하고, 실질적 권리는 유지한 채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지 모른다. 만일 
코딜리어가 프랑스 왕(King of France)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영국을 떠
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녀의 몫으로 남긴 비옥한 영토는 고스란히 리
어 자신에게 남게 된다. 반대로 코딜리어가 버건디 공작(Duke of Burgundy)
과 결혼하게 된다 해도 그를 데릴사위로 맞아 이들 부부와 함께 비옥한 영토에
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명목상 포기하더라도 실질적 권한
은 유지하려는 그의 ‘숨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Jaffa 412).

통치자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자의적으로 왕국을 분할․양도하는 한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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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리어의 행동은 모순이다. 사욕과 권력욕에 사로
잡힌 리어가 표출하는 분별력의 부재는 다름 아닌 그를 비극적 운명으로 이끄
는 성격적 결함 또는 ‘하마르티아’(hamartia)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격에게서 
온전한 판단력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그의 왕국 분할과 딸들을 상대로 한 애정 
시험은 처음부터 부조리한 의례이며, 이는 여태껏 리어의 세계를 지탱해온 가
치질서의 와해와 이를 뒤따르는 혼란의 시발점이 된다.

이 지점에서 부각되는 것은 리어로 대변되는 구세대 가치질서의 한계와 붕
괴, 그리고 뒤에 이어질 새로운 질서재편의 성격과 향방을 아우르는 팽팽한 긴
장구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신 글로스터(Gloucester)의 서자 에드먼드
(Edmund)의 등장이 리어가 숨은 뜻을 밝히기 전에 이미 도입부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스터는 에드먼드가 본처 소생이 아님을 밝히
고 그의 출생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그의 생모가 예뻤고 또 그녀
와 상당한 재미를 보았기”(yet was his mother fair; there was a good sport 
at his making, I. i. 21-22) 때문에 “서자이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the whoreson must be acknowledged, I. i. 23)고 말한다. 여기서 에드먼
드의 등장을 통해 글로스터의 불륜 사실 혹은 비도덕성이 밝혀지는데, 이는 뒤
에 이어질 리어의 왕국분할 및 애정의 시험 의식의 부조리성과 더불어 기성질
서의 한계점을 표출한다. 이처럼 리어왕은 시작부터 리어와 글로스터로 대
변되는 구시대 질서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기성질서의 가치체계는 9년 동안 
해외에 나가있던 에드먼드가 귀국함으로써 그리고 리어가 왕국을 분할에 대한 
숨은 뜻을 공포함으로써 부도덕성과 부조리성을 표출하며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이는 영국의 기성사회를 공고히 묶어주었던 ‘거대한 존재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기성질서의 파편들
에 불과한 자기만의 고립된 가치체계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임을 예견한다.

2)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

리어의 ‘숨은 뜻’은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Give me the map there, I. i. 36)
라는 노왕의 명령에 따라 무대에 등장하게 될 ‘지도’라는 구체적인 물질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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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된다. 지도는 리어 세계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기성 질서의 필연적 붕
괴로 귀결될 왕국의 분할시점 혹은 분할 이후 형국을 가시화한다. 아울러, 왕
국의 분할 이후 리어의 광기어린 행로와 여정의 이정표가 된다. 

기호학자 엘람(Keir Elam)은 ‘지도’라는 용어가 우상성(iconicity)이라는 
비상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언급한다(22). 지리학자들 역시 지도에 대
한 일반론을 제시하는데, 지도란 인간의 내적 정신세계와 외적 물질세계 사이
의 중재자로서 인간 스스로가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 도구다(Rothwell 137). 이러한 견지에서, 지도는 리어의 ‘숨은 뜻’
을 가시화 하는 투사물이며,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는 명령에 따라 무대에 등
장하는 지도의 모습과 맥락—이 말을 전하는 어조, 지도를 가져오는 이의 신분, 
지도의 위치와 모양새, 지도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반응 등—의 앙상블 속에서 
리어의 ‘숨은 뜻’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거기 지도를 가
져오라’는 리어의 말이 문학 텍스트를 벗어나 실재 공연장에서 재연되는 모양
새를 통해 ‘가시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로스웰은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는 
짧은 문장이 대사를 하는 배우의 고저·크기·장단·음색 등 “준언어
학”(paralinguistics)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엘람
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들이 발성되고 강조되는 방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의 변수와 가능성을 강조한다(135).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가장 공신력 있는 원전으로 인정받는 1608년 쿼토
(Quarto) 판본과 1623년 폴리오(Folio) 판본 사이에서 발견되는 내용 및 편집
의 차이는 상기한 공연앙상블 가능성에 한층 복잡한 변수들을 추가한다.1) 리
1) 쿼토 판본은 1607년 버틀러(Nathaniel Butler)와 버스비(John Busby)에 의해서 판

권등록 되었다가 1608년에 버틀러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폴리오는 1623년 출간된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이다. 리어왕은 두 판본 모두에 수록되어 있다. 쿼토 판본
은 폴리오 판 리어왕에는 없는 283여 행을 포함하는 반면, 폴리온 판본은 쿼토 판 
리어왕에 없는 100여 행을 포함하는데, 이 400여 행의 차이는 리어왕 전체 분
량이 3,300여 행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두 판본은 내용적 차이를 
지니는데, 리어가 둘째딸 고너릴(Goneril)과 대결하는 1막 4장 18-23행, 리어가 족
쇄에 갇힌 켄트를 발견하는 2막 4장 18-32행, 리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연민을 
표하는 3막 4장 107행, 리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5막 3장의 마지막 부분 등을 포함
한다. 형식과 내용 면에 차이를 갖는 두 판본은 이 극에 대한 해석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어느 판본이 진정한 셰익스피어 원전 텍스트인가의 문제는 현재에도 유효
한 논란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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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등장하기 전 켄트와 글로스터의 대화 속에 미리 언급되는 왕국분할에 관
한 이야기에서 쿼토 판과 폴리오 판은 내용적 차이를 보인다.

켄트. 전 국왕께서 콘월 공작보다 올바니 공작을 
      더 총애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글로. 우리들에겐 항상 그렇게 보였지요. 허나 이미 
      왕국들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어느 공작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Kent. I thought king had more affected the Duke of
      Albany and Cornwall.
Glou. It did always seem so to us; but now, in the division 

of the kingdoms, it appears not which of the Dukes he
      values most.                    (Quarto, emphasis is 

mine)

켄트. 전 국왕께서 콘월 공작보다 올바니 공작을 
      더 총애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글로. 우리들에겐 항상 그렇게 보였지요. 허나 이제
      왕국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어느 공작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Kent. I thought king had more affected the Duke of
      Albany and Cornwall.
Glou. It did always seem so to us; but now, in the division
      of the kingdom, it appears not which of the Dukes 
      he values most.                (Folio, emphasis is mine)

쿼토 판본에서는 복수 형태인 ‘왕국들’(kingdoms)이 사용된 반면, 폴리오 판본
에서는 단수 형태 ‘왕국’(kingdom)이 사용된다. 쿼토 판본을 따를 경우, 리어
가 선언하기 전에 왕국은 이미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게 된다. 이 경우 리어의 
왕국분할 선언은 이미 내린 결정을 재확인하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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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리어의 선언이 주는 충격과 긴장감은 자연 약화된다. 반면, 폴리오 판본
을 따를 경우 리어의 왕국분할 선언이 주변 인물들에게 안겨 줄 충격과 놀라움
은 쿼토 판에서보다 더욱 강해진다.

두 가지 경우를 지도와 연관시키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쿼토 판본에서
처럼 왕국분할이 이미 결정된 경우, 켄트와 글로스터의 대화 중에 벌써 지도는 
분명한 경계가 지어진 채 무대 위에 존재하면서 둘 사이에 언급된 ‘왕국
들’(kingdoms)이라는 단어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동의하면서 페렛(Wilfrid Perret)은 켄트나 글로스
터가 처음 등장할 때 지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왕국분할에 관해 논의하도록 연
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144). 이 경우 리어의 왕국분할 결정에 대한 켄트와 글
로스터의 반응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리어의 행동에 대한 분개에 가까
운 감정 표출로 드러날 수 있다. 반대로 폴리오 판본의 경우처럼 리어의 왕국
분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켄트와 글로스터를 포함한 궁정대신과 
관객은 지도의 존재를 알 수 없을뿐더러 켄트와 글로스터의 우려는 왕국분할 
가능성에 대한 반신반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리어의 왕국분
할 선언에 극적 긴장감을 더하게 된다. 리어의 첫 대사에서 쿼토 판본과 폴리
오 판본은 또 다시 차이를 드러낸다. 

리어. 그 동안 과인은 숨은 뜻들을 밝히리라.
      거기 지도를 보아라. 과인은 알리노라
      왕국을 셋으로 나눴음을; 이것은 과인의 첫 번째 뜻인바,
      국사의 모든 걱정거리를 훌훌 털어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전하고자 함이다.

Lear. Meantime, we will express our darker purposes.
      The map there. Know that we have divided
      In three our kingdom; and 'tis our first intent
      To shakes all cares and business of our state,
      Confirming them on younger years.    

  (Quarto, emphasis is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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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그 동안 과인은 숨은 뜻을 밝히노라.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 이것은 과인의 확고한 뜻인바,
      노년의 모든 걱정거리를 훌훌 털어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과인은
      짐 벗은 몸으로 죽음을 향하여 기어가고자 함이다.

Lear. Meantime, we shall express our darker purpose.
      Give me the map there. Know that we have divided
      In three our kingdom; and 'tis our fast intent
      To shakes all cares and business from our age,
      Conferring them on younger strengths, while we
      Unburthen'd crawl toward death.        

(Folio, emphasis is mine)

쿼토 판본의 경우 복수 형태인 ‘뜻들’(purposes)은 회의를 소집한 리어의 목적
이 하나가 아님을 나타낸다. 글로스터와 켄트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듯 왕국은 
이미 분할되어 있으며, 리어는 왕국분할 결정의 재확인을 회의소집의 ‘첫 번째 
의도’(first intent)로 밝힌다. 이후 나머지 의도들이 설명된다. 즉 회의소집의 
둘째 의도는 국사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고, 셋째는 코딜리어를 결혼시키기 위
함이며, 넷째는 딸들에게―특히 코딜리어에게―사랑의 맹서를 받아내기 위함
이다. 결국 리어의 회의소집은 결정된 왕국분할을 재확인하는 요식행위이다. 
이는 그가 ‘확인’(confir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반
면, 폴리오 판본에서 리어는 단수 형태 ‘뜻’(purpose)과 ‘확고한’(fast)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어휘 선택은 리어의 회의소집 목적을 한 가지로 압
축시킴과 동시에 회의소집이 계획을 발표하는 첫 자리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쿼토 판본에서 단순히 국사의 부담을 덜겠다고 한 것과 달리, 폴리오 판본에서
는 국사 부담 회피의 구체적 이유로 ‘노년’(our age)을 명시한다. 이러한 리어
의 의도는 ‘나이’(age), ‘기력’(strength), ‘죽음’(death) 같은 단어들의 대비를 
통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계획 발표 직후 사냥 여행을 떠나는 
등 리어의 행위가 죽음에 임박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리
어가 노년을 이유로 내세운 왕국분할과 권력이양에 대한 예의 확고한 뜻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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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증폭시킨다.
원전텍스트의 두 판본 간 차이로 의해 한층 복잡해진 양상 속에서, 리어의 

첫 번째 대사는 언급된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을 유추하게 하는 정보, 
특히 지도의 등장시점과 위치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제공한다. 쿼토 판의 경
우, ‘거기 지도’(the map there)라는 어구에서 ‘가져오라’(give)는 동사가 탈락
됨으로써 문제의 지도는 가져와야 할 대상이 아닌 보아야 할 대상으로 둔갑한
다. 결과적으로 지도는 무대 위 ‘거기’(there)에 이미 존재해 있으면서 리어의 
지시에 따라 궁정대신과 관객의 시선을 받고 그 존재감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미 무대 위에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서 지도의 실체와 일
치한다. 반면, 폴리오 판에서 리어는 누군가에게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give 
me the map there)고 명한다. 여기서 지도는 무대를 벗어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혹은 무대 위이지만 궁정대신과 관객에게 잘 띠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도는 누군가에 의해 전달될 것이며 지도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리어는 왕국분할을 발표하고 이를 담보로 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 경
연’(love contest)에 들어가게 된다. 요약하면, 쿼토 판에서 지도는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처음부터 인지되는 물체인 반면, 폴리오 판에서 지도는 리어의 ‘가져
오라’는 명령 이후에 비로소 인지된다. 지도가 리어와 ‘숨은 뜻’에 대한 투사물
로 기능한다면, 쿼토 판의 경우 이미 무대 위에 존재해 있는 지도의 위치 및 
모양새는 왕국과 리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시각적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폴리오 판의 경우에는 지도의 모양과 지도가 무대 위로 옮겨지는 방법에 따라 
향후 전개될 리어의 행적과 여정에 대한 다양한 밑그림이 암시될 것이다.

이제 켄트와 글로스터의 대화와 리어의 첫 대사, 그리고 그가 주변인들로 
하여금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지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앙상블은 무대 위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배우들의 언어적, 언어외적 요소들과 다양하게 결합하고, 그 
의미는 ‘열린’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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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도’의 열린 의미: 상  안 

 공연사를 통해 리어왕의 지도에 함축된 열린 의미들이 시각적으로 구현되
어 왔다. 일례로, 노블(Adrian Noble) 연출로 1994년 런던 바비칸극장
(Barbican Theatre)에서 있었던 로열셰익스피어극단(the Royal Shakespeare 
Company)의 공연에서는 지도를 공연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병합해 장
관을 자아냈다. 관객은 공연 전부터 프로그램 표지에 새겨진 엘리자베스 시대 
대영제국의 지도를 보았고, 공연 때에는 무대바닥 전면에 영국지도가 깔렸다. 
재잘거리는 시종들의 무리가 우주, 국가, 개인이라는 ‘거대한 존재 사슬’의 삼 
단계 위계질서 중 세 번째 층위를 재현했고, 그들이 밟고 있는 지도는 영국을 
나타냈으며, 지도와 시종들을 에워싸는 무대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되
었다. 이는 글로브 극장(the Globe Theatre) 입구에 새겨진 ‘세계는 하나의 무
대’(totus mundus agit histrionem)라는 모토가 함축하는 엘리자베스시대 세계
관에 대한 축도 그 자체였다. 막이 오르면, 리어는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 명
하면서 바닥을 지칭했다. 리어가 고너릴(Goneril)과 리건(Reagan)에게 각각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나누어 준 뒤 코딜리어에게 하사할 가장 비옥한 세 번
째 영토를 남겨두고 있을 때, 궁정광대 풀(Fool)이 바닥의 지도 위에 붉은 선
을 그음으로써 이 영역을 정의했다. 지도는 리어가 코딜리어의 무응답에 격분
하여 찢어버릴 때까지 바닥에 남아 있는데, 지도를 찢어발기는 리어의 행위는 
개인과 국가의 분열을 상징했다. 미쳐버린 왕의 종작없는 여행으로 인해 지도
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이 종이 문서는 갈가리 찢겨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윽고 지도 아래 있던 핏빛의 무대바닥이 드러나는데, 이는 향후 영국 사회에 
닥칠 불길한 사건들에 대한 전조가 되었다. 대영제국의 건재함과 화려함 이면
에는 이처럼 폭력과 반란의 조짐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Rothwell 137). 
리어는 코딜리어의 몫까지 합쳐 영토를 두 개로 분할하여 두 딸에게 양도하는
데, 이 순간 리어의 비극적 운명이 결정되며 지도는 그의 행로를 짐작하는 투
사물이 되었다.

리어의 지도를 둘러싼 열린 의미의 가능성은 영화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서도 탐구되어 왔다. 연극무대에서 리어의 지도는 무대소품(stage pro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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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지만, 화면으로 옮겨질 때는 표현물체(expressive object)로 불린다. 무대
소품이 지정되지 않은 기능을 지닌 무생물에 불과하다면, 표현물체는 배우들
과 함께 카메라를 통해 필름네거티브에 직접 각인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
우들과 마찬가지로 생물성을 띠게 된다. 푸도프킨(V. I. Pudovkin)은 표현물체
가 영화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표현물체로서 지도는 침
묵하면서도 주변 상황과 맥락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열려있으며, 이런 측면에
서 리어의 지도는 하나의 ‘열린 침묵’이 된다.

하나의 물체는 관객이 항상 이 물체와 수많은 이미지들을 연관시
키는 한, 그 자체로 이미 표현물체인 것이다. 권총은 암묵적인 위
협이고, 날아가는 경주용차는 구조 또는 도움의 손길이 곧 도착하
리라는 징후다. 물체와 연계되고 그 위 중첩되는 배우의 공연은 가
장 강력한 영화 구성 방법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영
화의 말없는 독백과 같다.

An object is already an expressive thing in itself, in so far as 
the spectator always associates it with a number of images. A 
revolver is a silent threat, a flying racing-car is a pledge of 
rescue or of help arriving in time. The performance of an actor 
linked with an object and built upon it will always be one of the 
most powerful  methods of filmic construction. It is, as it were, 
a filmic monologue without words. (Pudovkin 143)

표현물체로서 지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피터 브룩이 연출한 1953년 
텔레비전드라마 리어왕에서 지도 다루기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지도가 새겨
진 무대 커튼이 첫 장면을 제공하는데, 호른과 트럼펫의 팡파르와 북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도는 이미 ‘거기’(there) 존재하며 대기하고 있다. 카메라 밖
에서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리어가 커튼에 그려진 지도
를 칼로 베고 관통해 들어와 왕좌에 자리한다. 갈가리 찢긴 지도는 화면 속에
서 ‘영화의 독백’으로 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의 즉흥성을 제시하는 표현물
체로 남는다. 그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던지듯, 갈가리 찢긴 지도 조각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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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둘째딸에게 넘긴다. 남은 한 장의 거대한 지도 조각은 막내딸의 완고한 
대답으로 촉발된 리어의 분노를 위한 희생물이 된다. 리어는 “네 행운을 망치
지 말라”(lest may mar your fortune.Ⅰ. ⅰ. 94)는 말과 함께 지도를 쥐고 불안
해 하다가, “그토록 어린것이”(so young. Ⅰ. ⅰ. 105)라는 말과 함께 지도를 구
겨버린다. 왕권계승과 유산상속자로서 막내딸의 권리를 박탈한 리어는 조각난 
지도를 두 사위 올바니(Albany)와 콘월(Cornwall)에게 내던지면서 “내 두 딸의 
지참금에 셋째 것을 나누어 가지라”(With my two daughter’s dow’rs digest the 
third”. Ⅰ. ⅰ. 127) 말하며 울분을 토한다.

피터 브룩은 1971년 영화 리어왕 연출에서 새로운 방식의 ‘지도 그리
기’(mapping)를 선보인다.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 원전텍스트의 영화적 해석이
라기보다, 한 장면을 짧은 에피소드로 쪼개고 재편성하는 등 원작텍스트 해체
작업을 수반하는 일종의 새로운 창작이었다. 이는 전통적 셰익스피어 읽기로
부터의 대담한 탈피였다. 브룩의 1971년 리어왕에 대해 평자들의 반응은 엇
갈렸다. 존슨(William Johnson)은 이 영화를 두고 “졸렬한 모조품”(a 
travesty)이라 혹평했으며(43), 카엘(Pauline Kael)은 이 영화를 “증오한
다”(136)고까지 했다. 반대로, 커모드(Frank Kermode)는 브룩이 “셰익스피어 
영화 중 최고”(19)를 만들었다고 치켜세웠고, 와일즈(Lillian Wilds)는 이 영화
의 흠을 오히려 예술적 승리로 평가했다(159-64).

이처럼 엇갈린 평가는 이 영화가 코트(Jan Kott)의 영향을 받아 부조리극으
로 연출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얀 코트는 셰익스피어 원작 『리어
왕』의 비극성을 “철학적 잔인성”(philosophical cruelty)에서 찾으면서 이런 
유형의 잔인성은 자연주의 극이나 낭만주의 극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본다. 
사실적으로 그릴 경우 리어와 글로스터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서 비극적 주
인공으로 보일 수가 없으며, 반대로 동화나 전설로 그려진다면 상기한 철학적 
잔인성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103). 결국 리어왕은 “비극성이 
그로테스크함으로 대치되고”(the tragic element has been superseded by the 
grotesque), “비극성보다 그로테스크함이 훨씬 더 잔인할”(the grotesque is 
more cruel than tragedy) 수 있는 “새로운 연극”(this new theatre), 즉 부조
리극에서만 연출 가능하다고 코트는 말한다(103). 코트의 영향을 받은 브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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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도 영화 리어왕은 현실감각이 제거된 혹한의 자연환경과 인간미를 
상실한 등장인물들에 의해 강화되는 인생의 잔혹성과 베케트적 부조리
(Bechettian Absurdity)2)를 폭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부조리적 절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한다. 커모드가 이 영화에서 지적
한 “영화매체 조작의 서툴고 부적절함”(43)은 기실 부조리적 절망을 극대화하
기 위한 브룩의 의도된 전략이었다. 아울러, 브룩의 『리어왕』이 셰익스피어
의 원작을 기독교적 질서체계의 붕괴와 재생, 선악의 대결 등과 같은 이분법적 
기준에 입각한 기존의 해석적 틀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감안할 때, 
라(Sylvia Millar)가 브룩의 영화를 “갱생의 영상이 아닌, 소멸과 슬픈 부식의 
영상”(an image, not of regeneration, but of moribundity and sad decay, 
183)이라 평가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브룩의 리어왕은 홀랜드
(Peter Holland)의 말대로, 셰익스피어 극의 단순한 재연이 아닌 급진적인 새
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57).

브룩의 1971년도 영화 리어왕에서는 원작의 첫 장면인 켄트와 글로스터
의 대화가 제거된다. 대신 영화의 첫 장면은 어두운 공간 속에 정지된 인간군
상의 얼굴로 채워진다. 카메라는 말 없는 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수평 이동하다
가 폐된 방으로 이동한다. 방 중앙의 왕좌에는 리어가 움직임 없이 깊숙이 
몸을 묻고 있다. 시종들은 리어가 말하기를 기다리듯 역시 정지된 채 방 바깥
에 서있다. 거대한 원형기둥 형상의 왕좌는 ‘남근’(phallus)을 연상케 하며, 결
과적으로 왕좌를 중심으로 한 방의 구조는 “남근중심성”(phallo-centricity)의 
분위기를 전한다(Rothwell 139). 방안의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영화는 의식적으로 정지되어 있다. 인물의 등퇴장 없이 모든 것은 이미 ‘거기’
에 있으며, 그늘로 가려진 미스터리한 인물 리어가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다. 
리어의 말을 기다리는 시종들을 지나 왕좌로 느리게 이동하던 카메라는 방 한
쪽 구석에 있는 철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는 것을 포착한다. 철문이 쿵 하고 세
2) 베케트(Samuel Beckett)는 이해 타당한 논리와 원칙이 상실된 세계에서 고독한 인

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적 상황과 끊임없이 대결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을 부조리의 주제로 본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완전히 절연된 
상황에서 허무주의자가 되고 마는 인간의 무능력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그린다. 
극의 두 주인공은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의미 없는 행위로 시간을 때우
며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부조리한 인간 조건을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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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닫힌 후 오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카메라는 리어에게 멈추어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아랫입술은 마비가 있는 듯 살짝 늘
어져있다. 오랜 정적을 깨고 리어는 “알다시피”(know)라는 첫 마디를 뱉는다. 
몇 초간 정지한 뒤 리어는 다시 “짐은 이미 삼등분을 했다”(that we have 
divided in three)”는 말을 잇는다. 주목할 점은 리어의 첫 대사가 중간에 끊기
고 몇 초의 공백 후 핵심 정보를 지닌 두 번째 대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공
백으로 인해 리어의 첫 마디는 후속 정보의 부재 속에서 목적어를 갖는 “알다
시피”(know)가 아니라 “아니”(no)라는 독립된 표현으로 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Jorgens 237). 이처럼 영화는 처음부터 부정적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윌번
(David Wilbern)은 브룩의 영화 첫 장면에서 감지되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영화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들린다: 문의 쿵 소리 / “Know” 
/ 침묵. 잠간 동안 리어의 첫 마디 “Know”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된다. 뒤이어질 말들이 그 모호성을 해결해주기 전에 내 귀에 
들리는 첫 소리는 문 닫힘에 의해 강조되는 한 단어 “No”이다. 이 
짧은 순간에 “No”와 “Know”는 앎과 부정의 변증법적 주제를 조화
시키면서 동일한 음가로 합병된다.

The cinematic sequence sounds like this: slam / “Know”/ 
silence. For a moment, Lear's word “Know” is separate from 
the rest of his sentence. What I hear first, before the ensuing 
words resolve the ambiguity, is the single word, “No,” accented 
by a closing door. In that brief moment, “No” and “Know” 
coalesce in the same audible syllable, harmonizing the 
dialectical theme of knowledge and negation. (251)

이후 이어지는 리어는 말에는 ‘숨은 뜻’이라든가 ‘지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거기 지도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리어의 첫 대사가 잘리면서 함께 삭제된다. 
때문에 왕국분할과 관련한 리어의 의도와 이 의도의 진위를 헤아릴 단서가 될 
지도 등장의 맥락—이 말을 전하는 어조, 지도를 가져오는 이의 신분, 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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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모양새, 지도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반응 등—은 애초부터 배제된다. 결
과적으로 원작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숨은 뜻’과 ‘지도’ 사이의 공백에서 발생
하는 열린 의미의 가능성은 영화 속에서 리어의 첫 마디가 함의하듯 ‘앎’과 ‘부
정’의 변증법적 통합 과정을 거쳐 ‘알’ 수 ‘없는’(can ‘not’ ‘know’) 불가해한 의
미로 침잠한다. 이제 지도를 대신해 왕권의 상징인 원형 보주(orb)가 딸들이 
노왕을 향한 사랑을 증언할 때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짐으로써 리어의 투사물
이자 표현물체로서 시선을 끈다. 즉 영화에서 지도는 남근 형태의 왕좌와 사랑
을 시험하는 의식의 매개인 보주에게 권위를 박탈당한다(Rothwell 139). 

첫째 딸 고너릴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나자 그제야 카메라는 지도의 존
재를 드러내 보인다. 지도는 ‘지도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삭제되면서 등장 기회
를 잃은 채 폐된 방 안의 ‘거기’에 은둔해 있었던 것이다. 이 지도는 리어의 
왕좌가 발하는 남근중심성의 아우라(aura)라든가 보주가 발하는 숭고한 형식
미와는 거리가 먼 차마 지도라 할 수 없는 초라한 행색을 드러낸다. 가공하지 
않은 바위의 중앙부에 작은 말뚝이 박혀 있고, 이 말뚝으로부터 방사되는 분할
선들은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채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다. 지도가 발하는 황량
함은 이후 드러날 영화 속 리어 왕국의 혹독한 자연환경에 대한 암시가 되고, 
지도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말뚝은 리어가 몸을 의지하고 있는 왕좌를 떠올
리게 한다. 클로즈업된 리어의 왕좌가 중심성의 아우라를 발하는 것과 달리, 
지도의 말뚝은 주변으로 흩어지는 분할선들에 의지해 간신히 제 위치를 유지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지도는 비로소 리어의 실존적 위상을 투사하는 
표현물체가 된다. 첫 장면 왕좌에서 발하던 중심성이 리어에 대한 근시안적 투
사였다면, 왕국과 리어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조망에 대한 표현물체로서 지도
가 발하는 것은 분열과 분산의 이미지이다.

지도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폐된 공간의 현실은 캐릭터들의 주관적 시각
으로 파편화된다. 코딜리어의 방백이 삭제된 가운데 관객은 리어의 방백만을 
듣는다. 고너릴과 리건의 관점에서 클로즈업 된 리어는 카메라 프레임 양쪽으
로 흔들린다. 고너릴과 리건의 반응쇼트(reaction shot)들이 이어지는데 이들
은 리어의 시각을 보여주며, 그가 흔들릴 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린다. 순간 리
어는 카메라가 되며 카메라를 통해 이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 역시 리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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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지한다. 고너릴과 리건이 의례적인 제스처로 보주를 받치며 리어에 대한 
충성을 피력하는 동안,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코딜리어의 모습이 롱쇼트(long 
shot)3)로 프레임에 들어온다. 이어지는 쇼트와 역쇼트(reverse shot)가 만들
어내는 영화적 수사는 아버지와 딸의 엇갈린 의도의 변증법—코딜리어의 충정
을 확인하려는 리어, ‘말로 형언할 수 없다’(Nothing)는 그녀의 진의를 ‘할 말 
없다’로 오해하게 될 리어—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뿐, 답변에 대한 리어의 기대
라든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대한 실망감 같은 인간적 정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폐된 공간 속 ‘거기’에 이미 존재했던 지도의 황량하고 분열된 형상은 
방의 중심에 위치한 왕좌와 보주를 둘러싼 주변의 생명력 없는 군상들의 관계
에 대한 축도이며, 이후 실외 장면에서 밝혀지듯 혹한의 황야를 종작없이 방황
할 리어의 향후 여정에 대한 ‘지도 그리기’(mapping)였음이 밝혀진다.

이 영화에서 브룩은 시간적·역사적·지리적 구체성을 벗어나며 그 자체로 특
징적인 풍미와 환경을 지닌 리어 왕국을 창조하며(Manvell 139-40), 결과적
으로 시대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Leggatt, Shakespeare 
96). 이러한 리어의 왕국은 ‘어디도 아니면서’(nowhere) 또한 ‘어디나 되
는’(anywhere) 보편적 공간, 흡사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
며(Waiting for Godot)를 지배하는 ‘부조리적 공간’을 닮아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영화가 얀 코트의 영향을 받아 부조리극으로 연출되었다
는 점에서 재확인된다. 이 부조리 공간을 지배하는 특징은 공간의 축도인 지도
가 발하는 황량함이며, 이러한 지형적/환경적 특징은 브룩이 의도한 “안전하고 

폐된 실내 공간과 혹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실외 공간 사이의 대조”를 통
해 효과적으로 강조된다(Brook 204). 이 황량한 세계에서 지배적인 직물은 모
피(fur)이다. 지도는 모피로 덮여진 바닥 위에 놓여 있다. 모피는 단순한 장식
품이 아니며, 이 세계를 지배하는 혹한과 황량함의 강도를 전달하는 표현물체
가 된다. 불 또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거대한 벽난로 화염에도 이 세계의 군

3) 촬영기법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클로즈업(close-up), 클로즈쇼트
(close shot), 미디움쇼트(medium shot), 풀쇼트(full shot), 롱쇼트(long shot) 등
으로 분류된다. 롱쇼트는 피사체를 원거리 촬영해 전신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촬영기법이다. 이 경우 피사체가 위치한 배경의 전경을 프레임 안에 함께 보여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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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은 추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얼어붙은 땅 역시 생존키 힘든 
혹독한 환경에 대한 표현물체다. 그나마 인간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징
표는 지도의 말뚝이 그러하듯이 황량한 대지 위에 위태하게 서 있는 사각형의 
성들뿐이다.

리어의 대사에서 삭제된 지도는 리어 자신과 그의 단절된 대사만큼이나 불
가해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이미 존재해 있으며, 이는 향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제시될 혹한의 환경이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즉 애초부터 존재했던 리
어 왕국의 세계의 실상이었음을 폭로한다. 리어가 코딜리어의 예상치 못한 답
변에 분노하여 지도의 분할선들을 잡아 팽개치고 짓밟는 순간, 이 파편화된 표
현물체는 향후 리어의 광기와 왕국의 분열 양상에 대한 지도 그리기가 된다. 

Ⅳ. 나가며

 셰익스피어 원작 리어왕은 결말부에 쿼토 판본과 폴리오 판본 사이의 내용·
편집상 차이에서 오는 열린 의미의 가능성을 또 한 번 허용한다. 극의 마지막 
대사가 최종 생존자인 올바니와 에드거 중 누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리어 사후의 권력구조와 정치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단서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제의 마지막 대사는 아래와 같다.

이 슬픈 시국의 무게를 따라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느낌을 말하시오.
가장 늙은 노인이 가장 많이 견디었소; 우리 젊은이들은
그만큼 보지도, 그만큼 오래 살지도 못할 겁니다.

The weight of this sad time we must obey;
Speak what we feel, not what we ought to say.
The oldest have borne most: we that are young
Shall never see so much, nor live so long.  (V. iii. 3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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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이어는 쿼토 판본과 폴리오 판본 중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각각 에드거의 침묵과 올바니의 침묵이 된다고 말한다(107). 즉 쿼토 판본이 
마지막 대사를 올바니에게 부여함으로써 에드거가 무언의 응답을 하도록 만드
는 반면, 폴리오 판본은 대사를 에드거에게 부여함으로써 올바니가 무언의 응
답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 대사는 리어의 죽음으로 주인을 잃은 권력의 향방
을 가늠하는 단서가 되므로, 두 판본에서 각기 다르게 허용하는 두 개의 침묵
은 극의 결말부에 수립될 정치질서 양상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리어왕은 에드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질서의 시작으로 끝날 수도, 올바니 중심
으로 한 정치질서의 시작으로 끝날 수도 있다.

1972년도 아든판 리어왕(The Arden Shakespeare: King Lear)의 편집자 
뮈어(Kenneth Muir)는 주석 설명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마지막 대사가 
통상 생존자 중 가장 고위층 인사에게 부여된다는 관례에 따를 때 쿼토 판본에
서 마지막 대사를 올바니가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무리라 말하면서도, 
또 한편 올바니의 권력이양 제의에 대해 에드거가 대답을 해야 하며 또한 “우
리 젊은이들”(we that are young)이라는 말이 올바니보다는 에드거에게 보다 
자연스럽기에 폴리오 판본에서 이 대사를 에드거에게 부여하는 것 역시 타당
하다고 언급한다(206).

브룩의 1971년 영화 리어왕은 앞서 언급한 가능성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제 3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리어 사후 올바니는 클로즈업 쇼트 안에서 권력이
양의 뜻을 표시하고 카메라는 수평 이동한다. 켄트는 동등한 클로즈업 쇼트 안
에서 정중히 사의를 표명한다. 다음 장면에서 클로즈업된 에드거가 카메라를 
향해 문제의 마지막 대사를 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은 맥과이어가 제시한 
침묵의 가능성들과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원전텍스트에서 올바니는 
켄트와 에드거 모두에게 권력이양을 제의하는 반면, 브룩의 영화에서 에드거
는 켄트에 의해 쫓겨난 상태이므로 올바니로부터 권력이양 제의를 받지 못한
다.4) 때문에 에드거의 마지막 대사는 올바니의 권력이양 제의에 대한 대답이 

4) 영화에서 에드거는 죽어 누워있는 리어를 보고 그를 살리려는 마지막 노력을 다하며
(“Look up my, Lord” Ⅴ. ⅲ. 311), 켄트는 그러한 에드거를 잡아채서는 운명을 맞
으려하는 리어를 방해하지 말라며(“vex not his ghost: O! Let him pass; he hates 
him / That would upon the rack of his tough world / Stretch him out long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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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오히려 이 대사는, 켄트에게 쫓겨난 이후 올바니와 공간을 달리하
는 곳에 위치한 에드가의 독백 혹은 그가 관객에게 던지는 방백인 것이다. 그
는 카메라를 응시한 채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객의 침묵’을 만든다. 
올바니와 켄트에 의해 거부된 권력은 에드거에게 돌아갈 가능성마저 배제된 
채 공중에 떠버리며, 이제 이 비통한 시대의 짐을 떠맡아야할 당사자는 에드거
의 말을 듣고 있는 관객이 된다. 이에 동의하건 거부를 표현하건 그 대답은 온
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올바니와 켄트의 대화 사이, 켄트의 거절과 에드거의 
마지막 대사 사이에  프레임 하단부로 떨어져가는 리어의 클로즈업쇼트가 단
속적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동일한 리어의 클로즈업쇼트가 에드거의 마지막 
대사 이후에 다시 등장하여 궁극적으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다. 최종 장면에
서 부각되는 것은 죽어가는 리어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마무리는 앞서 언급한 
에드거의 마지막 대사의 의미를 정당화한다. 즉 에드거의 대사는 왕권의 수락
이라든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죽음이라는 인간조건에 대한 
정의다. 이 쇼트는 에드거가 관객의 몫으로 남긴 침묵과 함께 관객의 시각을 
표출한다. 분명 리어는 켄트가 에드거를 쫓아내는 장면에서 죽어 누워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형’으로 프레임 밖으로 떨어지고 있는 리어의 모습은 무엇
인가? 그것은 바로 세 명의 생존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관객만의 주관적 시각
이며 심안이다. 또한 슬로모션 촬영기법은 이 순간을 영원성으로 확장시키며, 
리어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관객은 항상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실
을 인식한다. ‘끝’(End)라는 자막조차 없이 흰 공백으로 채워지는 공간은, 고
도를 기다리며의 시작도 끝도 없는 세상이 시사하듯, 이러한 현실이 끝이 보
이지 않는 영원한 현재임을 시사한다.

리어왕을 모든 기존의 가치가 부정되는 세계를 그리는 부조리극으로 풀이
하는 얀 코트는 이 극을 “왕국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약, 모든 규

ⅲ. 312-314) 그를 쫓아버린다. 이 장면에서 전통적 해석, 즉 켄트와 에드거가 리어
와 공유했던 유대가 깨어진다. 에드거는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켄트는 본심이 어
떠하건 리어에게 애정 어린 손길 한번 주지 않는다. 르가트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서 죽은 자에 대한 위안도, 측은지심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Shakespeare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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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깨어져 티끌로 허물어져 버리는” 세계로 해석한다(121). 그는 “온통 텅 
빈”(empty throughout) 이 극의 무대에 있는 것이라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
간이 여행해야 할 잔인한 땅”(the cruel earth where man goes on his journey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뿐이라 말하면서 이 극을 “천당과 지옥의 존재
여부에 대한 탐사”(journey in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Heaven 
and Hell)로 요약한다(116). 코트는 리어왕에서 기독교적 천당을 찾지 않는
다. 오히려 그는 이 극이 지상에 약속된 천당과 죽음 뒤에 약속된 천당을 조롱
한다고 본다. 이 극에서 중세와 르네상스의 가치는 붕괴되며, 리어의 죽음 뒤
에 남는 건 텅 비고 피 흘리며 죽어 가는 땅 덩어리 뿐이다.

브룩의 영화 리어왕에서 ‘No’라는 부정의 언어와 황량한 형상의 지도로 
시작된 리어의 여정은 원점으로 돌아와 죽음 외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 없는 
흰색의 텅 빈 공간에서 마감된다. 이 텅 빈 공간은 여태껏 진행되어온 참담한 
현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며, 참담한 현실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말해준다. 이 공간은 우리네 인간들이 운명적으로 ‘울면서’ 태어났으
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바보들의 무대다. 

리어. … 우린 울면서 이 곳에 왔네: 
        우리가 처음으로 공기 냄새 맡을 때 
        앙앙대고 운다는 걸 자넨 알고 있겠지.

Lear. … We came crying hither:
        Thou know'st the first time that we smell the air
        We wawl and cry.                   (Ⅳ. ⅵ. 176-178)

요약하면, 브룩의 영화 리어왕의 오프닝에서 지도는 이미 무대 위에 존재하
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또한 지도라 할 수 없는 황량한 행색을 통해 리어 왕국
에 무질서와 혼란이 이미 만연해 있으며 향후 지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오
프닝의 복선은 결말에 등장하는 열린 침묵들로 연결되어 궁극적인 결말의 의
미까지도 예견한다. 영화의 최종 장면에서 에드거는 올바니로부터 왕권이양 
제의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주시하며 진술하는 에드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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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사는 왕권이양에 관한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이 대사
는 비통한 시대의 짐을 관객에게 던지고 그 응답을 관객의 몫으로 남긴 채 ‘관
객의 침묵’을 창출한다. 오프닝에서 시작된 분열되고 황량한 왕국으로의 여행
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황량한 지대의 텅 빈 공간으로 회귀한다. 이 순환 
구조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출되는 리어의 죽음 장면과 결합되어져 황량한 공
간의 영원성을 암시하며, 이 공간은 다름 아닌 관객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이 
평생의 몫으로 비통한 시대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현재의 공간으로 드러난
다. 오프닝에서부터 리어 세계에 만연되어 있던 무질서는 마지막에 이르기까
지 끝내 치유되지 못한 채 인간 상호협력, 공동체, 질서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비전 없이 무질서로 귀결하고 만다. 이처럼 브룩의 리어왕은 무질서에서 무
질서의 지속 혹은 강화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며, 이것이 이 영화가 제시하는 
리어 왕국 혹은 제국의 지도 그리기의 실상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브룩의 영화 리어왕이 첫 선을 보일 당시 영국이 처
한 현실이다. 영화가 출시된 1971년 직전인 1960년대까지 영국은 대영제국의 
권위와 영광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증후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종전을 기점으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대결 혹은 냉전시대(cold war)라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영국
은 신생국 미국에게 민주주의 진영의 패권을 넘겨주어야 했다. 1969년 7월 20
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 표
면에 인류 최초의 족적을 남기며 미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동안, 영국 정부는 
정치·경제·복지 등 산적한 내부 문제에 직면했고 오스본(John Osborne)을 위
시한 ‘성난 청년’(Angry Youngman) 예술가들은 무능하고 희망 없는 영국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영국의 입지는 축소 일로에 있었
고, 이러한 상황은 유행처럼 번진 영국식민지 국가들의 독립—나이지리아
(1960년), 자메이카(1961년), 케냐(1963년)—과 그로 인한 영국의 영토 축소
로 가시화되었다. 셰익스피어의 군주 엘리자베스 1세(1558-1603년 재임)가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구가했다면, 브룩의 군주 엘리자베스 2세(1952~현재 재
임)는 분산과 분열로 치닫는 영국의 운명을 목도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브
룩의 영화 리어왕을 지배하는 삭막하고 황폐한 환경과 무질서의 지속 및 강



96  영미연구 제29집

화 양상, 그리고 특히 리어의 지도가 가시화하는 분산과 분열의 이미지는, 다
름 아닌 당시 영국 사회의 축도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문학은 사회를 바라
보는 거울이자 시상화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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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s Darker Purpose and the Mapping of the Empire:

Open Meaning in King Lear and Peter Brook's Cinematic 

Reading

Park, Jungman 

Shakespeare's King Lear covers a wide scope of themes presenting 
profound human realiti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ke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play and the playwright’s intention. Moreover, 
considering that Shakespeare’s texts are fundamentally a script for stage 
production rather than a literature for rea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reciation of King Lear undeniably depends on the so-called extra-verbal 
dimension of the text. Ultimately the authentic approach to the maxim of the 
Shakespearean text demands for the reciprocal action between what is said in 
the text and what is seen on stage.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what Philip 
McGuire says ‘open silence’ is suggestive in both demanding and justifying 
the necessity of multi-dimensional as approaching tool for Shakespearean 
study. According to McGuire, Shakespearean text call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atrical dimension what is not voiced or silenced by the 
words in the play text, and therefore requires multi-dimensional reading 
between verbal and extra-verbal aspects. The opening scene of King Lear 
suggests a good example of such possibility of open meaning in that the 
meaning of Lear’s declaration of his ‘darker purpose’ is open depending on the 
context actually visualized or constructed on stage, especially around the map 
Lear orders to be brought, and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map itself, 
symbolic projection of Lear: how it is carried in, where it is locate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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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it has. The interpretation of Lear's dark purpose and the map is also 
crucial to tell the physical and mental status of Lear and his kingdom, and 
also predict the meaning of the ending of the play, in terms of political order 
set up after the old king's death. In case of the 1971 film edition King Lear 
Peter Brook directed, the map is described as having already been on stage 
in the opening scene, and the wilderness and primitiveness of its appearance 
shows that choas and disorder is epidemic in Lear's world, delivering the 
feeling of loss of community. Also the picture portrayed in the opening scene 
promise no hope of rehabilitation or reestablishment or political order in the 
future of Lear's world, which touches on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ritish 
Empire what has been losing her power and prosperity since the second 
World War up to the 1970s.

Key Words: King Lear, Open Meaning, Peter Brook, Film, Darker Purpos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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