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뱅 훌껄의 『택시 블루소J' 

과깨의 청산언가 자가뽑정언가?* 

1. 뼈술쩍 AI 혈 g로서의 글라스노스쩨 

박 현 섭** 

빠벨 룬긴(naBen nyHfHH, 1949-)의 「택시 블루스(Ta l<H 5Æ03) J 가 제작된 1990 
년은 20세기 후반의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경계적인 해였다. 1985년， 고르바 

효프의 빼레스뜨로이까와 글라스노스찌 정책으로 시작된 소비에트 사회의 격 

변은 1991년의 연방 해체를 목전에 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7월에는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프로 

그램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다당제를 수용하면서도 인도적， 민주적 사회주의 

를 채택하자는 고르바효프의 주장(1990.2.5)에서도 드러나듯이 70여년간 러시 

아를 이끌어왔던 사회주의 구체제의 추력은 그리 쉽게 멈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다음 해인 1991년에 보수파가 일으킨 반통 쿠데타는 다행히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개혁의 과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실들을 통해 이 시대를 

반추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명백해 보이지만， 당대의 소비에트인 

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일부 구체제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가 

운데 상당수조차도- 구세계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느닷없이 닥친 새로운 질서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 

시기를 견뎌가고 있었다. 1990년은 모든 것이 결정되기 직전의 혼돈 현상이 

가장 극단하게 표출되던 해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oo3-072-AL2oo1).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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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영화계의 상황 역시 당시 사회의 혼란을 고스란히 반영했으며 글 

라스노스찌는 창작의 자유룹 위한 축복이기 전에 예술적 재앙의 의미가 더 컸 

다. 영화학자 류드빌라 부지야끄(J1lOilMllJIa 5Yilb5l K)기안나 까레니나」의 서두를 

벌어 말했듯이 “소비에트 영화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었다."1) 물론 글라스 

노스찌는 끌자 그대로 모든 것을 열어놓았다. 지금까지 고스끼노(rOCKllHO)에 의 

해 폐쇄적이고 전일적으로 주도되던 영화 산엽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뛰 

어들기 시작했으며 프로듀서와 감독들 섬지어는 전문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 

지 않은 모험가들까지도 독립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도하게 되면서 영화 제작 

편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2) 한편으로는 겸열의 제약이 폴리면서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던 온갖 내용들이 영화의 소재로 채택될 수가 있었다. 스탈린 정 

권 아래에서의 테러， 변방과 뒷골목 민중들의 남루한 생활상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에트적인 교훈과 낙관주의의 자리를 선정적인 폭력과 섹스 

신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글라스노스찌 정책에 의해 격발된 소비에트 영 

화의 양적 팽창과 소재 개방은 결과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소비에트 영화보다는 미국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으 

며， 나아가 극장에 가기보디는 집에서 해적판 비디오를 보는 것을 더 선호했 

다. 가이다르 체제하의 4년간(1988-1991) 상연된 1000여 편의 소비에트 영화 

중 토도로프스끼 (0. TOilOPOBCKI쩌) 감독의 「인터걸(I1HTeplleBOQKa) J (1989) 단 한 

편만이 연깐 상영 횟수 20위 안에 들었다는 사설은 이 시기 소비에트 영화의 

몰락을 간병하게 요약해준다.3) 

1) Liudmila M. Budiak(1990) "<<We Cannot Live This Way>>: Reflections on the 
State of Contemporary Soviet Film," FiZm QualerZy, Vol. 얘， No. 2, p‘ 28. 

2) llaHllllJJ lloHllypen (1995) "KIIHOlleJJo: Ha nyTII K PbIH I<Y," POCCH#CKoe KHHO: TlapalIOKCbl 

06HOBJIeHHJi, M.: MaTeplII<, CC. 126-128. 1985년 150편이던 영화 제작펀수는 1991년 

340펀으로 폭증했다가 다음해부터 다시 절반으로 급감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60편으로 줄어들었다. 자세한 수치는 다음 자료의 표를 참조할 것. 山田和夫(1997)

디 ν7 ν E 工 } 映畵史， 휴;t， '?句報폐:， p. 249. 

3) l\oHllypei1 (1995), c. 127. 구소련 지 역 범 위 에 서 1987년부터 급감하기 시 작한 국내 

영화 관객은 1994년에 기준년도의 십분의 일까지 줄어들기에 이르렀디. 돈두레이는 

소비에트 영화의 몰락이 상식적으로 짐작하는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의 범람이나 비 

디오 대여점， 비디오 불법 목제， 케이블 티브이에서 연원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영화 

제작과 이들 사이의 과도힌 경쟁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돈두레이에 따르면 해당 

시기의 소비에트 영화는 100편당 2편이 극장에서 살아남는 형편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정된 자원이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영화에 투자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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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노스찌가 소비에트 영화에 초래한 재양은 단지 산업적 차원에만 국 

한 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비평가들이 우려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작 

가주의 영화(auteur film)'의 위기 상황이었다. 에이젠슈쩨인 (c. 쩌3eHillTelm) ， 

베르또프(ll. BepTOB), 도브웬꼬(A. llo B>I<eHKo)의 찬란한 초기 소비에트 몽타쥬 

전통 그리고 브레쥬네프 정권의 긴 정체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따르꼬프스끼 

(A. TapKOBCKHfi)의 철학적 영상은 비록 광범한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지언정 세계영화사에서 소비에트 영화의 예술적 존재 의미를 지켜주지 않았 

던가? 그러나 70년대의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A. repMaH) , 

끌리모프(E. K.nHMOB) , 뺀펼로프(r. ITaH!þHJlOB) 등이 80년대 후반 내내 침묵을 지 

키고 있는 동안， 이 시기에 화제가 되었던 대부분의 영화들은 진정한 예술과 

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인터걸」의 경우는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보다 진지하고 보다 비극적인 「리틀 베라(MaJleHbKa>l Bepa) J (1988)가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작가주의 영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참회 (noKa>lHHe)J(1984)를 필두로 이어진 일련의 과거사 폭로 영화들은 글 

라스노스찌의 과정 속에서 강력한 정치적 계몽의 도구로 기여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 영화들을 예술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금기에 대한 침범은 그것 

이 비상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일 경우에 비로소 일정한 예술적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폭로 행위 자체가 유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더 이상 용 

기는 필요 없어진다.4) 당시에 영화잡지써CKyCCTBO KHHO>>의 국제부 편집인이 

었던 뾰뜨르 쉐뽀찌니끄는 "With Perestroika, Without Tarkovsky"라는 함축 

적인 제목의 에세이에서， 헐리우드의 장르 영화를 모방한 소비에트식 장르 영 

화들이 갖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 따르꼬프스끼의 죽음 이후로 희미 

해져가는 그의 순수한 러시아적 정선을， 그의 장인 정신과 철학적 깊이 그리 

고 예술적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5) 

4) 1984년에 제작되었지만 1986년에야 공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참회」는 일련의 

과거사 폭로 영화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루지야 특유의 

정서가 담긴 블랙 코메디와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연상시키는 환상적 

기법 등 비상한 미학적 장치를 담고 있음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상투적 

인 폭로 영화들과는 구별된다. 가령， 관객 수에서 「참회」를 몇 백만 명 이상 상회할 

만큼 인기를 모았던 쁘로슈낀 감독의 r1953년의 추운 겨울(XOJlOllHOe J1ero ’53-ro)J 
(1987)은 헐리우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을 짙게 반영하고 있는 영화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A. Horton & M. Brashinsky(I992) The Zero Hour: Glasno앙 and 
Soviet Cinema in Transítíon, Princeton univ. Press, pp. 39-44,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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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내 관객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기는 했으나 진정한 예술 영화들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르꼬프스끼를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안드레이 소꾸로 

프(A. CKYPOB), 스탈린 시대띄 시골 마을에서의 가혹한 삶을 살아가는 소년의 

성장을 완고하면서도 서정적인 흑백 화변을 통해 보여준 비딸리 까네프스끼 (B. 

KaHeBCKßtí) 등 몇몇 감독들은 시류에 영합히지 않고 자신만의 영화 언어를 창 

조해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 편의 러시아 영화를 불러들인 1990년의 

깐느 영화제는 특기할만한 사건이었다. 영화제에서는 놀랍게도 다섯 편 모두가 

수상을 했는r데， 그 가운데에서도 룬긴의 r택시 블루스(TaKCß 5Jl103/T멍ci Blues)J 

와 까네프스끼의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3aMp“， YMpH, BOCKpeCHH)J 는 가장 

중요한 상인 감독상과 황금 차메라상을 받았으며， 고보루힌의 (C. rOBOPYXlfH) 다 

큐멘터리 「이렇게 살 수는 없다(TaK 째Tb HeJlb3 .l1) J, 일렌꼬 (10. I1JIbeHKO)의 「백 

조의 호수(끼e6ellßHoe 03epO) J, 고리 끼 의 소설을 각색 한 1반펼로프(r. r1aHlþHJlOB) 

의 「어머니 (MaTb)J 등도 각각 축제 기여상， 젊은 감독상， 예술 기여상을 받는 

쾌거를 이꽉어냈다. 다섯 작품 모두는 강힌 작가적 개성으로 충만했고 주제와 

양식에 있어서 다양한 분포륜 보였는데， 이는 글라스노찌 이후 5년에 걸친 혼 

돈스런 모색의 과정 속에서 소비에트의 예술 영화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 

아가고 있담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위에서 거론된 1990년대 전후의 영화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빠벨 룬긴의 

「택시 블루스」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다른 감독들과는 구별되는 중 

요한 특징， 즉 과거의 일이 아닌 당대의 소비에트 삶을 극영화로 다루고 있다 

는 점 때문이다，6) 룬긴은 이 영화에서 모스크바의 택시운전사 이반 쉴리꼬프 

와 색소포니스트 알렉세이 설베르스또프의 기묘한 동거생활과 결별의 과정을 

5) Peter Shepotinnik(1990) 끼tVith Perestroika, Without τarkovsky，" π1e Red Screen: 
Politics. Society, Art in Soviet 디nema， London &. N.Y.: Houtledge, 1>p. 331-339. 
해뽀찌니끄는 과거사 폭로 영희들조차도 헐리우E삭 스띈리 장프의 관습을 모방함 

으로써 성업적 의도플 드러내고 었다고 정계하고 있디. 

6) 고보루힌섹 「이렇게 살 수는 없다」도 그러하지만 이 경우는 다큐멘터리이다. 룬긴 
은 r 택시 블루스」 이후 다른 작품들， 즉 「루나 파크(JJYHa napK)J (1992), r 결혼(Csa

tlbõa) J (2000), r 올 리 가르히 (üJlHrapXH)J(2002) 에 서 도 일 관되 게 당대 의 러 시 아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루나 파크J，택시 블루스」는 작가주의적 경향을 띠 

고 있고결혼J，올리가르히」는 대중의 평균적 기호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해당 시기 러시아 사회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연 

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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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혼돈에 가득 찬 격변기 러시아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룬긴의 「택시 블 

루스」가 당대와 역사를 파악하논 시선은 매우 독특하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 

들은 대부분 사회의 밑바닥에서 거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의 존 

망이 흔들리는 격변의 와중에서 이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집중되 

어 있으며 당대의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은 이 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 

인다. 중심으로부터 아득히 떨어져 있는 이들의 세계 속에서 역사는 마치 멈 

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친 승객에 대한 편집광적인 

보복， 온갖 하류 인생들의 구질구질한 일상， 술과 마약에 탐닉하는 색소포니 

스트의 광태와 느닷없는 출세 이런 디테일에만 현혹된다면 이 영화는 할리 

우드의 흔한 느와르 장르 혹은 보헤미안적인 예술가의 삶을 그린 예술가 전 

기 장르로 혼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은 외견상 사적인 것처럼 보 

이는 이들의 드라마를 통해서 20세기 후반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던 1990년 

대 초 러시아의 전체상을 나아가 소비에트 체제의 역사를 한 몫에 관통하는 

서사적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 지극히 사실 

주의적인 기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사회적-역사적 상정과 우의 

를 포착하고， 이를 통하여 1990년대의 러시아가 어떻게 자신의 혼돈을 해석하 

고 지양하려 했는가를 엿보고자 한다. 

2. 격변택 흐로노토프 

이 시대의 영화를 대하면서 우리가 1990년의 러시아를 떠올리고， 당대의 그 

런 긴장되고 숨가쁜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영화 속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택시 블루스」의 오프닝 크레덧이 암 

막 위에서 흘러가는 동안 들리는 기관총 발사음 같은 소리는 그런 기대를 부 

추긴다. 하지만 곧 이어 시작되는 영상은 곧바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 모 

스크바 강가에 군중들이 모여 있고 거대한 스탈린 시대의 건물을 배경으로 

하여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는 않지만 붉은 깃발들이 일렬로 꽂혀 있는 거리， 빌딩의 실내조명을 이용하 

여 CCCP(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CO에 3 COBeTCKHX COUHanHCTHQeCKHX 

Pecrry6nHK) )라는 대 형 글자를 밝혀 놓은 것 으로 미 루어 짐 작컨 대 이 날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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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념웬이다(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시 짐작컨대 5월 9일 전승기 

념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축일을 즐기고 있다. 또한 손을 들어 인사 

하는 레닌띄 거대한 초상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매우 ‘사회주의적인’ 

축일처럼 보인다. 즉， 영화의 첫 머리에서 보이는 모스크바는 위대한 사회주 

의 종주국 수도의 전형적인 풍경이며 불꽃놀이는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 러시 

아로의 전환을 환영하는 행사가 아니라 70여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마치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을 과시하는 듯한 소비에트 연방의 풍경인 것이다. 

이 영화띄 공간적 설정은 감독이 1990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다루는 방식 

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디. 축일의 거리를 비추던 카메라는 바냐의 택시 안 

에 있는 취객들의 모습으로 곧 옮겨간다. 첫 머리때서 소개되는 모스크바 중 

심가의 번화한 모습은 후반부에나 다시 잠깐 등장할 뿐이다. 영화는 끝날 때 

까지 택시 운전사 바냐와 그의 붉량한 승객 료샤를 둘러싼 모스크바 뒷골목 

의 세계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이 영화의 기본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 곳은 바냐가 살고 있는 모스크 

바 빈민가익 공동주택이다. 좁고 지저분한데다가 칭밖을 다른 건물들이 가로 

막고 있는 이 끔찍한 공간픈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대도시 낙오자들의 생활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설은 공식적인 프로퍼 

캔더로서의 소비에트 국기-의 이미지 뒤편에 가려졌던 소비에트 인민의 꾸멈 

없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의 남루하고 폐쇄적인 이미지는 바냐가 돌아다니는 모든 공간들 

속에서 다채롭게 변주되고 확대된다. 바냐는 료샤가 떼어먹은 택시비를， 료샤 

로부터 빼앗은 색소폰을 팔아서 보상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방문하는데 그 첫 

공간은 자선이 일하는 택시회사의 차고이다，7) 여느 차고답게 어두컴컴하고 

7) 이 영화의 플롯이 료샤가 떼어먹은 태시비를 받아내려는 바냐의 고집에 의해 추동 

되고 있따는 점은 셰익스피어의 회곡 「베니스의 상인」을 연상시킨다. 이반 슐르이 

꼬프의 영어식 표기 ’Shlykoy'에서 'y’를 제외한 글자를 재배열 하면 ’ Shylok' 이 

된다는 껏도 그 점을 확인사켜준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 블루스」에서의 두 주인 

공의 관계를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두 시민 집단， 즉 과거의 이념에 사로잡힌 프롤 

레타리아와 환상에서 깨어난 인쌀리겐찌야의 애증관계로 해석한 쉐뽀찌니끄의 해 

석은 시사적이다. “슐르이꼬프가 료샤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증맹도 아니다. 승객의 오만함에 상처 엽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료샤 

가 용서뜰 구하는 것이다. (…) 선하건 악하건， 어리석건 지적이건 상관없이 슐르이 

꼬프는 사변을 간청받을 권리가 있다 단지 료샤로부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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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침한 이곳에서 바냐는 색소폰을 팔아보려고 하지만 그의 동료들이 악기의 

가치에 관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바냐는 통료의 충고를 따라 암시장의 딜러 

를 찾아 나선다. 딜러가 거래하는 곳은 서울의 난지도를 연상시키는 광대한 

쓰레기장 한복판이다. 폐차된 트럭 속에 자신의 거 래소를 차리고 있는 딜러는 

뜻밖에도 료샤의 색소폰에 4000루블이라는 거금을 제안한다. 쓰레기의 무더기 

속에서 료샤의 색소폰이 빛을 벌한 것이다. 바냐는 색소폰의 가치， 나아가 그 

색소폰을 소유한 연주자의 가치에 대해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색 

소폰을 팔아서 택시비를 보상받기 보다는 알콜 중독자 료샤를 갱생시키는 것 

이 자신의 임무라는 기묘한 생각을 하게 된다.8) 바냐가 료샤를 찾아 나서면서 

맞닥뜨린 열차 세계는 현대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또 다른 만화경적 축도이 

다. 폐차된 열차(유럽식 칸막이 열차)의 각 객실 안에는 온갖 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가족이 살림을 차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객실에서는 두 노통자 

가 팔씨름을 하고 있고， 어떤 객실에서는 반라의 남녀들이 하나 가득 들어찬 

채 광란의 주연을 벌이고 있으며 또 어떤 객설에서는 지성적으로 생긴 - 작 

가로 짐작되는 남자가 객실의 간이 테이블 위에 타자기를 올려놓고 무언가 

를 열심히 치고 있다. 객실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튀어나오는 이 괴기스런 

광경 속에서 당대 소비에트의 삶은 지옥도로 바뀐다. 폐차된 열차처럼 소비에 

트의 역사는 멈추어버렸고， 그 안에 방치된 인민들은 수용소의 수인들처럼， 또 

는 우리 안의 짐승들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가 베르또프가 「카메라를 든 사나이 (The man with 

a movie camera)J (1928)에서 보여주었던 모스크바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다. 

터 " M. Brashinsky & A. Horton (1994) Russian Critics on the Cinema 01 
Glasno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3-134. 

8) 택시비를 떼먹은 료샤의 아파트 앞에서 밤새 그를 기다리다가 교대 시간이 되자 메 

터기를 쩍고 떠나는 장변，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훈겨1 하는 장면 등에서 볼 수 있 

듯이 바냐는 도덕 교과서에서 뒤어 나온듯한 완고한 모랄리스트이자 애국적인 소 

비에트 시민이다. 그런 그가 자신과 완전히 상반된 세계의 인물인 료샤를 구제하 

겠다고 나서는 것은， 여러 변에서 예전에 또 다른 모랄리스트 택시운전사 트래비 

가 어린 창녀를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동일한 직업의 인물 
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영화는 그 제목도 r 택시 드라이버 (Taxi Driver) J (1976, 
Martin Scorsese)였다‘ 마틴 스코시즈의 「택시 드라이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할 것. R. Kolker(1988) A Cinema 01 Loneliness: Penn, Kubrick, Scorsese, 
Spielberg, Altman,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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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대로를 활보하는 시민들， 넓게 뻗은 대로와 고층 건물， 

힘차게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들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온갖 구조물들， 활기차 

게 일하는 혹은 여가를 즐기는 노동자들 -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 건설했던 

(혹은 건설하고자 했던) F「토피아적인 대도시의 모습띠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으며 우리 중의 일부가 보고자 했던 그 모스크바는 실상은 존 

재하지 않는 도시였던 것이다. 1990년， 모스크바의 진정한 모습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거리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늙뜬 노동자들이 배급소 앞에 길게 늘 

어서 있는， 갈 곳 없는 아씨들이 뒷골목을 배회하고 여기저기 알콜 중독자들 

이 비틀거리는， 경찰지서의 유치장 안에서 창녀들이 악을 쓰고 있는 종말론적 

인 풍경에 다름 아니다. 

앞서 택시회사의 차고에서 동료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불러 바냐를 

실망시키고 있는 동안 한 젊은 택시 운전사가 세차 중인 택시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서 영터리 솜씨로 섹소폰을 불어대는 장면이 있다.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역광으로 받으며 젊은 운전사가 치-고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이 장 

면은 마치 바냐가 살고 있는 암흑의 공간으로 료샤의 빛의 세계가 찢고 들어 

온듯한 상징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빈민굴과 창고와 쓰레기장의 왕자 바냐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료샤는 무슨 의미인가? 

3. 낡펀 것과 새로운- 경 

감독은 의도적으로 우리 익 주의를 1990년의 정치적 격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의 뒷골목에로 돌려놓았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바냐와 

료샤 또한 사회의 변두리 인간으로서 현재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무런 역 

할을 할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드라마를 표면적인 층위에서 이해할 때에만 그렇 

다.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두 사람의 드라마에는 90년대의 역사적 

상황을 암시하는 교묘한 알레고리가 중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전도된 ‘개미와 베짱이’ 또는 전도된 ‘돌아온 탕자’의 우화이다.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바냐는 우화 속에서의 개미이다. 

물론 색소폰을 연주하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료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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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의 베짱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 설정의 동형성은 드라마의 

전개 과정 속에서 곧 전도되기 시작한다. 바냐는 우화 속의 개미처럼 자기에 

게 찾아온 베짱이를 야유하고 쫓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료샤를 자기 집에 들 

여서 먹이고 거두어 준다. 료샤에게 일을 시켜서 떼인 택시비를 보상 받아야 

되겠다는 표면적인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해 행패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료샤를 두 번이나 빼내주고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막노동 일을 하다가 

기절한 그를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바냐의 모습에는 단순한 빚쟁이의 동기를 

넘어서는 묘한 애정이 엿보인다. 바냐는 의사를 불러 료샤를 진찰하게 하고 

온갖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료샤가 깨어나길 기다린다. 심지어 료샤 

가 깨어나자 그를 위해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 파티를 열어주기까지도 한다. 

어떻게 보면 바냐는 단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고결한 개미인 것이다.9) 여기서 우리는 이 수정된 우화가 해피 엔딩 

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개미의 도움을 받아 

기운을 차린 베쩡-이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전기를 마련 

해준 준 개미에게 보답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등장인물 모두에게 해피 엔딩 

으로 끝나는 우화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우화란 무언가 따끔한 현실적 교훈 

을 주게끔 설계되어 있는 이야기 구조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이한 실수를 저 

지른 어느 한쪽이 불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미와 베짱이’의 

9) 결말에 가서 반전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헐리우 
드 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버디 영화(buddy cinema)’의 장르 규칙을 정확히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규칙이란 이런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 

쪽은 강하고 한 쪽은 약하다. 따라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돕게 된다. 또한 바냐 

가 료샤를 찾기 위해 모스크바의 뒷골목을 면력하는 구성은 버디 영화가 종종 로 

드 무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과도 접근한다. 물론 버디 영화가 꼭 미국 영화에만 

존재하는 장르는 아니며， 러시아 영화에도 가령 「두 남자가 살았네(lKHJlH LlSa TOSa

plIßla) J 나 「죽은 계절 (MepTBbI잉 ce30H) J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올가 레이젠 

(0. PeH3eH)에 따르면， 미국 영화에서는 그 장르 규칙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는 

점이 다르다， 앞선 각주8에서 언급했듯이 「택시 블루스」에서 마틴 스코시즈의 r돼 

시 드라이버」의 영향이 발견된다는 점， 또한 이 영화가 헐리우드적인 장르 규칙을 

교묘하게 건드리면서 반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서구 관객의 취향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택시 블루스」가 러시아-프랑스 합작 영화 

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측면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버 

디 영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O. Pe꺼3eH(2002) Epoß5/!{Jle CIO:l<eTbI B KJlHO, 
M.: MaTepHK, CC. 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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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는 비록 전도되어 있긴 하지만 결말에 가서는 다시 이러한 우화의 공식 

을 정확히 되밟게 된다. 바냐의 소굴에서 소생하얘 국제적인 음악가로 승천한 

료샤는 자기를 도와준 바냐에게 조롱으로 보은을 대신한다. 금의환향한 료샤 

를 환영하기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바냐에게 술 취한 

패거리들을 이끌고 뒤늦게 도착한 료샤는 영클 샌의 복장과 포르노 인형을 

안겨 주고는 허 망하게 사라져 버 린 다 10) 

현실의 갈등을 극도로 단순화시킨 우회의 구조는 실제 현실의 유동성과 복 

잡성에 정작 맞닥뜨렸을 때 무력할 수밖에 없다. 우화란 아이들 또는 아이들 

처럼 단순하다고 상정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 고만된 이야기 구조이다. 감독 

은 이런 우확， 즉 모든 인민이 사회주의적 원칙과 그에 따른 규율을 지키며 

성실하게 노동하다보면 지상 낙원을 이룩하게 되리라는 우화에 의해서 이끌 

어져 온 떡사로서의 소비에트를 보여준다. 바냐는 바로 이런 우화의 광신적 

신도이다. 진정한 노동은 육체적인 것이라고 믿는 그에재 료샤의 음악은 놀고 

먹는 짓거래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으며， 무질서와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적인 

예술이 만렐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주변의 세계 

가 철저하게 쇠락하고 방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냐는 자신의 낡은 원 

칙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스스로 그 안이한 원칙의 희생 

자가 되고 만다. 

바냐에게는 오직 세 가지 표정 밖에는 없다. 웃는 얼굴， 화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표정은 그의 정신적인 경직성에 대한 단적인 

기표들이다. 그것은 또한 낡은 소비에트 사회의 경직성플 상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료샤는 이 모든 것들에 반역한다. 그는 현재를 견디기 위해 술을 마시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 마신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주변 세계 

속에서 자폐적인 낡은 질서」를 고수하고 있는 바냐익 공간을 뒤죽박죽으로 만 

10) 포르노 인형은 료샤가 순회공연을 갖다온 미국 문화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를 자연스럽게 떠올 

릴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글라스노스찌 정책 이후 서구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시 

작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에 가장 먼저 유입된 것은 서구의 고급문화가 아니라 추리 

소설， 대중 음악， 각종 B급 영화， 포르노그래피 같은 하층 문화였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료샤가 미국에 연주 여행을 간 것은 개방 이전에 러시아의 음악가와 발레단 

이 서방에 순회공연을 하러 갔던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는 서방 

에 예술쓸 전했고， 서방은 그 엽 례로 라시아에 포르노그래피를 전달했다’라는 작가 

의 진술쓸 여기서 끌어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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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그는 술을 찾기 위해 바냐의 집안을 뒤집어 놓고， 욕설의 물을 틀어놓 

아 아파트 전체를 물바다로 만든다。 이런 료샤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이다. 바냐 

의 신념과 규율이 소비에트의 낙원을 만드는데 무력했다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며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이다. 1990년의 빠벨 룬긴에 

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에트의 시민들에게 소비에트 이후의 대 

안이 뚜렷하게 보일 리가 없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 선행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다. 그 무질서와 혼돈이 어떤 변화를 결과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것들이 낡은 세계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냐의 차고 

에 쏟아진 헤드라이트의 빛 그리고 그와 함께 울려 퍼진 료샤의 색소폰 소리 

는 그 혼돈의 서막에 대한 상징이다. 

4. 소비에트 예술가의 축약된 연대기 

우리는 3장에서 바냐와 료샤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1990년대 소비에트 사 

회의 신-구 가치의 갈등을 나출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감독은 그러나 여기에 또다른 우의를 심어놓고 있다. 시선을 종축으로 몰려 

두 사람의 동거의 역사를 다시 보면， 그것은 소비에트 체제의 70년사를 통해 

전개되어 온 독재 권력과 예술가와의 관계에 대한 축약된 연대기이기도 하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권력이 예술가들에게 한 일을 상기해보자. 

스탈린 집권 후 1934년에 열린 전소련 작가대회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공산주의적 당파성， 인 

민성， 역사적 낙관주의로 요약되는 이 원칙은 창작 활동에 있어서의 단순한 

참고 지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철의 규율이었음을 우리는 익 

히 알고 있다. 수많은 시인과 작가들 그리고 그 밖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규 

율로부터 일탈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와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남모르 

게 처형되었던 것이다.11) 이런 폭압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예술가들은 검열 

11) 소비에트 체제에서 2000 명 이상의 작가들이 체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1500 명 
이상이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웬탈린스키가 공개한 NKVD와 

KGB 자료들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작가들이 석방을 뱃가로 동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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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의 꼭숨을 건 줄타기를 벌이며 삶을 지탱하거나， 아예 백기를 들고 허 

구의 대의렐 재생산 하는 가짜 예술에 종사해야만 했다. 물론 염혹한 소비에 

트 시대를 견뎌온 예술가틀을 우리가 너무 거칠게 잔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가혹하다고 하기에는， 그 반대편에서 이 체제를 받아들이 

지 못한 예술가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비극적이다. 

창조적 까유는 예술의 본질이다. 예술가들에게 J특정한 지침을 강요하고 더 

욱이 그 7..'침을 어긴 대기-로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예술가의 

존재 자체뜰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소비에트 정부가 예술가 

들로부터 ;앙조의 뮤즈를 박탈했듯이， 바냐는 료샤에게서 색소폰을 빼앗는다. 

소벼에트 정부가 예숨가들에재 자유로운 창조와 무관한 예술적 노동을 강요 

했듯이， 바냐는 료샤에게 음악이 아닌 육체노동을 강요한다. 색소폰을 빼앗긴 

료샤가 바냐의 욕조에 몸을 담군 채 머 릿속으로 즉흥 띤주를 했듯이 수많은 

소비에트의 반체제 예술가들은 수용소에서 머릿속으로만 창작 활동을 해야 

했을 것이다. 

소비에트의 예술가틀은 허락받은 예술만을 할 수 있었다. 볼쇼이 오페라단 

의 가수들이 고위층을 위한 파티에서 맡았던 역할에서 보듯이， 최악의 경우에 

그것은 집권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소화를 돕는 예술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다 12) 료샤가 빼앗긴 색소폰을 다시 잡고 연주를 하는 시점이 바로 바냐가 여 

자 친구 크리스티나를 초대한 파티에서(그것은 명목상 료샤의 완쾌를 기념하 

는 파티였다)였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소비에트적 교화의 과 

정을 통해 갱생한 예술가 료샤는 독재자 바냐의 명령에 따라 이들의 파티에서 

여흥을 북뜯아 준 셈이다. 그러나 료샤의 연주가 단지 바냐와 크리스티나의 

로맨틱한 데이트에 배경 음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멋진 즉흥 블루스로 바 

뀌게 되자 상황은 돌변한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애인이 아닌 연주자에게 마 

배신하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받았고 이에 응한 뒤에도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자료 

에는 막심 고리끼가 이 과정에서 스탈린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Vitaly Shentalinsky(1996) Arrested Voices: Resurrecting the 
Disappeαred Writers 01 the Soviet Regime, The Free Press. 

12) 갈리나 비시네프스카야(1990) w갈리니 자서전~， 김원구 옮김， 음악춘추사， 135 
쪽. “ ( ... )사람들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무대에서 등을 
돌리고 마시고 먹고 하였다. 나이프와 포오크를 쩔걱거리고 글라스를 부딪혀 소리 

를 내고 담배를 피운다. 그런 거대한 돼지우리에서 그들을 졸겹게 만들기 위하여 

노래부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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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에게 다가가 몸을 비벼대기 시작한다. 자유로운 음악 

도 참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애인까지 유혹하는 음악을 하는 료샤를 

보며 바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바냐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파티를 영 

망으로 만들고， 크리스티나를 창되 위에 밀어붙인 채 마치 강간하듯이 섹스를 

한다. 만약 크리스티나의 태도를 자유로운 예술에 대한 소비에트 인민들의 자 

연발생적인 반응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인민들에게 독재 권력이 행사했던 사상적 폭력에 대한 패 

러디를 읽어낼 수 있다. 여기서 바냐아 료샤의 옷이 바뀌어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료샤는 바냐의 작엽복을 입고 있는 반면에， 바냐는 료샤의 

알로에 셔츠를 입고 있다. 즉 두 사람의 역할 연기가 바뀌어 있는 것이다.13) 

파티가 엉망이 된 뒤， 바냐의 집을 뛰쳐나온 료샤는 지하철에서 바냐의 옷 

을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된다. 비록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철장 

신세를 지게 되고 또 한번 바냐의 도움으로 유치장을 나오게 되지만 이 사건 

은 영화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다. 요컨대 료샤는 바냐로부터 정 

신적으로 벗어난 것이며， 이제 미국인 순회연주단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5. 러시아는 어다로? 

료샤는 우연한 기회에 미국인 재즈 연주자 할 싱어의 눈에 띄게 되고 그의 

주선으로 미국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된다. 료샤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바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창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인민들에게 

인사하는 레닌의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던 간판은 이제 료샤가 서방의 언 

론과 인터뷰하는 전광판으로 바뀌었다. 료샤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잔칫상 

을 차리고 기다리는 바냐에게 그가 찾아와 마음껏 조롱하고 떠나는 장면에서 

전도된 ‘개미와 베짱이’， 전도된 ‘돌아온 탕자’의 우화는 멋지게 마무리 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서 우리는 료샤가 새로운 시대의 가 

13) 이것은 료샤가 바냐의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 예속적인 예술 노동자로 바뀌어버렸 
음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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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 새로운 가치는 

그러나 아직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혼돈 상태의 가능태라는 점도 이야기 했 

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태로 바뀌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 

가? 즉， 료샤가 실질적으로 바냐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게 되 

고 자신이 그리던 예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그의 주체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계장치의 신 (deus ex machina)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미국인 할 싱 
어가 아니었더라면，14) 아무리 료샤가 머릿속에서 천상의 음악을 연주했다 한 

들， 옷을 벗어버리고 거리를 뛰어다닌다 한들 바냐의 삭객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가 아니었더라면 료샤의 얼굴이 

거리의 전광판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료샤의 멋진 

음악이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한 곳은 바냐의 남루한 자취방이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다. 바냐의 집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료샤는 그저 재능은 있지만 알 

콜과 약에 중독된 보헤미안적 음악가 중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를 먹 

여주고 입퍼주고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바냐와 바냐 

의 집이었다. 요컨대 료샤의 음악은 료샤가 그토록 벗아나고 싶어 했던 바냐 

에게， 나아가 바냐로 상징되는 소비에트의 지긋지긋한 세계에 그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바냐의 집에 초대된 미국인들에게 료샤 스스 

로 발설한 바 있었다. “바로 이 부엌에서， 이 집에서 나의 음악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1990년의 러시아를 바라보는 감독의 복잡한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새로운 러시아는 과연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은 러 

시아가 스스로 쟁취한 가치인가? 주지하다시피 리시아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 계기들은 항상 서구로부터 수입된 이념 및 문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블라디미르의 세례， 끼예프 루시의 부흥， 뾰뜨르 대제의 

개혁이 그려했으며 사회주의 혁맹 또한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서 

구의 이념띤 마르크스의 교의를 서구보다도 더 충실하게 실천한 러시아는 마 

침내 역사상 첫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니 정직 러시아에 이념을 가 

르친 서구는 이념이 현실이 된 그 순간부터 딴전을 피우기 시작했고 선진의 

옷을 입었따고 착각한 소련은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사회가 되고 말 

았다. 이제 다시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을 쫓아갈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나의 

14)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치는 장변에서 정말로 할 싱어는 높은 계단 위에서 마치 신처 
럼 료샤에게 강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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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빼앗기는 일은 아닐까? 청산의 극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 

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반과 료샤는 하나의 러시아 갖고 있는 당착적인 두 얼굴이다. 혼돈과 자 

유의 료샤는 자신의 다른 한쪽으로부터 탈주를 꿈꾸고， 이반은 그런 료샤를 

집요하게 구속하려고 한다. 자신을 능욕한 료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바냐가 택 

시를 몰고 새벽의 텅 빈 모스크바를 달라는 마지막 장면은 이를 희화화 하면 

서도 묘한 수수께끼를 남겨준다. 바냐는 료샤의(그렇다고 믿어지는) 차를 따 

라붙어 들이박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볼붙은 료샤의 차에서 바냐가 발견한 것 

은 낯선 동양인이었던 것이다. 바냐는 그 동양인을 부축하고 새벽의 모스크바 

거리를 걸어간다. 이 장면이 아시아와 유럽에 영토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러시아의 내력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동양인은 달아난 료샤의 빈자리를 채워줄 미래의 전망일까? 혹은 

이반 자신의 원래의 모습 즉 러시아의 아시아적 근원을 은유하는 이미지였을 

까? 1990년의 시점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은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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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Me 

<<TaKCH ÔRI0 3>> llaBRa RyHrHHa: 

cseneHHe CqeTOB C npOmJ뻐M HRH CaMOOTpHQaHHe? 

naK, X칭H-Con 

B KHHOKapUme <<TaKCH 6J1103>>, BbllllellllleM Ha 3 KpaHbI B 1990-M rollY, o6m.eCTBeHHblli, 

MOpaJlbHbIll H KyJlbTypHbIM xaoc , B03HHKIIlHM nocJle pa3BaJla COBeTCKOrO Co때3a， 3a

neqaTJleH Ha ~OHe npOTHBOpeqBb~ OTHOIIleHH찌 Me){(마r 06blqHbIM TaKCHCTOM IllJIbIKOBbIM 

H reHHaJlbHbIM CaKCO~OHHCTOM nëIIleM. 

XOD! KapTHHa OqeHb peaJIHCmqHO OnHCbIBaeT ){(H 3Hb MOCKOBCKHX yJIHU, BCe nOJIH

THqeCKHe nepeneTHH 90-x rO.llOB , TaK XOpOIIlO H3BeCTHble HaM, npoxo때T He3aMeTHO 

B ){(H3HH repOeB H npaKTHqeCKμ He ynOMHHaIOTCR. HeCMOTpR Ha 3TO, B J1HqHb~ OTHO

IIleHHRX, KOTOpbIMH OHH Ka){(yTcR Ha nepBblM B3r JlR.ll, Me)!(,lly IIlJlbIKOBbIM H n강IIleM CO

.llep){(HTCR TOHKHM nOJIHTHqeCKH꺼 C씨BOJl. OHH HaXO,llRTCR B COCTORHHH npOTHBOCTORHHR 

ueHHOCTeM COBeTCKOrO COlO3a H HOBOM POCCHH. MaJlo TOrO, HX CTpaHHaR HCTOpHR 

CO){(HTeJlbCTBa H paCKOJl B KaqeCTBe a JlJlerOpHH nOKa3bJBalOT napO.llHIO Ha HCTOpHIO 

OTHOIIleHHM Me)!(,lly nOJIHT3J1HTOM H JIIO.llbMH HCKyccTBa, HaqHHaR C MOMeHTa 3apO)!(,lleHHR 

COBeTCKoro COlO3a no HaCTORill,ee BpeMR. OTHOIIleHHe IIlJIbIKoBa K JlëIIle , KOf.lla nepBbrn 

CHJlOM oT06paJl y BTOpOrO CB060.llY TBOpqeCTBa, 06paill,aRCb C HHM KaK C pa60M, 

nOJIHOCTblO BOCnpOH3BO,llHT OTHOIIleHHe COBeTCKOM nOJIHTHqeCKOM 3J1HThl K TBOpqeCKO찌 

HHTeJIJIHreHUHH. C O.llHOM CTOpOHbI, nëIIle RCHO, qTO IllJIbIKOB a6COJllOTHO He nOHHMaeT 

ero reHHaJlbHbIe CnOC06HOCTH, HO C .llpyroM CTOpOHbI OH OT.llaeT ce6e OTqeT, qTO 

ero ){(H3Hb H HCKyCCTBO yKopeHHJlHCb B npOTHBHOM eMy MHpe IIlJIbIKOBa. 

nOcJle CJI앤a디HO다 BCTpeqH C aMepHKaHCKHM ,ll){(a30BbIM aHCaM6J1eM Jlë IIle Y.llaëTCR 

H36aBHTbCR OT IIlJlbIKOBa. B KOHue KOHUOB 3 ana.llHble ueHHOCTH .lleJlalOT 지ëIIly CBO-

60.llHbIM. f1JIaKaT C H306pa){(eHHeM OrpOMHOM rOJlOBbI neHHHa, npHBeTCTBYIOm.ero HapO.ll, 

CMeHReTCR KapTHHOM JlëIIlH, .lla lOm.ero HHTepBblO 3ana.llHbIM ~HaJlHCTaM Ha lliHpOKOM 

3KpaHe. Ho HaCKOJlbKO BepHa Ta cB060.lla , KOTOpylO 06peJl 재IIla， 6POCHB ψ과.IKOBa? 

3THM ~HJIbMOM pe){(HCCep Bblpa){(aeT llY띠eBHbIe Tep3aHHR pyCCKHX OTHOCHTeJlbHO 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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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altO Jlli C ElO짜fTb C'IeTbI C npOUlJlbIM, JlHÕO )J(e npOUlJlOe BOCC03ltaeTC.l! ll3 '1aCTll'lKll 

ceõ.l! CaM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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