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엘라자베타 밤」에서의 상상계와 질재 

이현우 

1. 오베리우와 r앨리자베타 밤j 

러 시 아의 ‘마지 막 아방가르드’1) 다닐 하름스C.QaHIUIJI XapMc; 1905-1942)의 

「엘리자베타 밤(EJIH3aBeTa EaM) J (927)2)은 흔히 ‘러시아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돼 왔다. 부조리극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난센스의 세계라고 말 

해진다. 부조리극을 구성/장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 층위에서 난센스적 불일치 

이고 부조화이다. 이때 난센스란 말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이전이면서 

그 이후를 뜻한다. 그것은 상식적인 의미에 못 미치거나 그것을 념어선다. 그 

래서 이해되지 않으며 소통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부조리극의 세계는 의 

미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기호나 담론의 의미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가 어떤 언어체 

계나 규칙에 근거하여 결합할 때 생성된다. 이때 이 결합을 주선하는 코드로 

서의 언어체계나 규칙은 자연언어의 그것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이고 이데올로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하름스가 참여했던 ‘오베리우(OE3PI1Y; 060e따meHHe Pea.JThHoro l1:OcycCTBa)’ 그룹에 대 
해서 로버츠(Graham Roberts)는 ‘마지막 소비에트 아방가르드’라고 이름 붙였다(G. 

Roberts(I997) The Last Soviet Avant-Garde: OBERIU - Fact, Fiction, 
Metajï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하름스는 베젠스키 (AJIeICcaHAP BBe
AeHcICuít; 1904-1941)와 함께 아동문학가로서만 알려지다가 1960년대 후반에 와서야 
재발견/재평가되고 있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마지막 작가이다. 이 두 사람은 1927 
년부터 1930년까지 레닌그라드(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했던 문학그룹 오베리우의 

일원이었다. 이들의 ‘재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G. Gibian(1971), Russia's Lost 
Literature of the Absurd - A Literary Discovery, Comell University Press의 해 
셜을 참조. 

2) r 엘리자베타 밤」은 19Z7년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단기간에 씌어졌으며 1928년 1월 

24일 〈좌파의 세 시간(Tpu JIeBbIX qaca)> 공연에서 〈오베리우선언〉과 함께 발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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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것이다. 부조리극의 작가는 거기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펜어체계나 규 

칙을 만뜰어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즉 개인적 방언의 창조자이면서 ‘언어게 

임’(비트겐슈타인)의 고안자이며 자신의 상상적 세계의 유일힌 입법자이다. 

‘의미에 대한 저항’은 그러한 창조와 고안， 그리고 입법 행위의 표-과이다. 

소비에트 시절 ‘아동문학가’로만 알려진 하름스의 창작기간은 개인적 창조 

와 자율적 입법에 대한 권리가 소비에트의 국가사회주의라는 딴일한 이데올 

로기(스딸린이즘)에 의해 차음 차단되고 압류되던 시기와 겹친1:- 이 시기 상 

식의 언어， 상식의 세계를 관장하고 통제한 것은 소비에트의 권-식 언어였고 

공식 이데올로기였다. 때문에 상식에 대한， 자연언어와 일상세계에 대한 아방 

가르드적 저항과 일탈은 상징적으로 반(反)이데올로기적인 의미찬 동시에 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언어가 상징계로서의 ‘현실 (reality)’을 구성하지 못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때문에 이들은 소비에트의 현실 사띄주의 체제하 

에서 자연스레 배제되었다.3) 오베리우의 예술강령인 <오베리우선(선 (MaHHφeCT 

OE8PI1Y)>0928)4)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읽을 필요가 았다. 그들은 

‘실재예술’의 한 하위분야로서 ‘오베리우 연극’에 대해 이렇게 선띤했다. 

I1PI띠51 K HaM, 3a6y,lJ;bTe BCe TO, qTO , BbI rrpHBbIKJlli BIf,!:(eTb BO BCe:C TeaTPax. 
l3aM MOlICeT 6b fTh MHoroe rrOK<앉:eTC5I HeJI밍ThIM. MbI 6epeM αCDKeT - 마)]M없yprn

qe때dt . OH pa3BHBaeTC5I B Haqa.n:e II]αmη， rrcrroM OH BAPyr rrepe6HB3안"C5I KaK 

6y.o;ro IIOC'Iq)빠illMß MOM많TaMH 따표IDH밍IeITh IMH. J3I, 1 y，짜IDJI앙ibL BbI x:rrnre Ha

ítTH1γ I따R경E>JllliYIO JIOIWrecKylO 33RDHOMepHIαπ1>， K01DPYIO - 않M κDKe'I1~:에 -BbI 

많때f]‘e B :JICH3HH. Ho ee 3tJ;ecb He 6ytJ;eT! I10qeMY? ,[{a I10T0MY, qTQ n peAMeT H 

5IBJIemie, rre야ueceHIibIe H3 :JICH3HH Ha c:JJ;eHY, -- TeP5lIOT <<:JICH3HeHHYlO>' CBOIO 3a 

KOHOMepHαπ1> H rrpH06κTaIOT APyrYIO - TeaTPaJIbHYJO. 061D5ICH5ITb ee MbI He 

6ytJ;eM . ..Q.Jrn TOro, qw6bI I10H51Tb 3aKOHOMepHOCTb KaKOro-끄H60 TeaTjJ없ThHOro 

I!petJ;CTaBJIeHH51, - HatJ;O ero YßIf,!:(eTh. MbI MOlICeM TOJIbKO CKa3aτ'b， 대’ro Harna 

3a맹.qa - AaTb MHjJ KOHKJ)eTHbIX I!peAlv!eTOB Ha α.I;eHe B HX B3aHMOOI1I!OmeHIDIX 

H C1α1KHI않leHIDIX. H때 m￥JeII.I뼈feM 었uít 갱Aamf MbI paéiJraeM B HaIIlell llOCTa

HOBKe <<EJIH3aBeTa EaM>> 

우리 공연에 오면서， 다른 극장들에서 보고 익숙해진 모든 것들퓨 잊어버 

3) 이 글에서 ‘상징계(the imaginary)’ ‘상상계 (the symbolic)’ ‘실재<the reaJ)’라는 라캉 
정신분석의 용어는 홍준기 외 (2002) r라캉의 재탄생J ， 창비， 66-73쪽: BUKTOP Ma3HH 

(2α)4) BBepeHHe B JJaxaHa, M 등의 정의에 준하여 사용한다. 

4) ,[{aHHHJI XaPMc(l994) 껴aHHHJI XapMc. TOM II , M.: AO BHKTOPHi, ηc. 279-잃5. 



러시아연구 제 17권 제2호 

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혹 많은 것들이 어리석은 난센스로 느껴질지 모릅니 

다. 우리도 드라마적인 플롯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 평 

범하게 진행되다가， 전혀 무관한 듯 보이면서 분명 난센스적인 계기들에 의 

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곧 일상적인 삶에서 불 수 있 

는 익숙한 논리적 합법칙성을 여러분은 찾고자 할 테지요. 하지만 여기엔 그 

런 것이 없다고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삶에서 일단 무대로 옮겨진 사불과 

현상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법칙성을 잃고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볍칙성， 
즉 극장의 법칙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로선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무대 공연의 법칙성을 이해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 

다， 직접 와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 

리의 과제는 무대에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구체적인 대상세계뜰 

갖다놓는 것이라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r 엘리자베타 밤」 

의 공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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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리우의 예술적 기획과 「엘리자베타 밤」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이 구절에서 대립되고 있는 것은 일상적 삶의 논리(법칙)과 극 

장의 논리(법칙)이다. 그틀이 ‘실재예술’을 표방한 만큼 이 대립은 ‘현실 

(reality)’과 ‘설 재 (the reaJ)’, 곧 ‘상징 계 (CHMBOJUilIeClwe)’와 ‘실 재 (pea끄bHoe)’의 

대립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의미 대 무의미’는 이 위상학적 대립의 의미론적 

등가물이다). 현실， 곧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사물이나 현상은 오베리우 기획에 

따르면， 무대로 옮겨지면서 변화되고 새로운 극장적 • 무대적 질서로 편입된 

다. 그리하여 무대는 새로운 (무)의미를 창출하며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 

하는 것이다.5) 그렇다고 해서 무대적 무질서나 혼란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분명 어떤 법칙성과 논리성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오베리우의 주 

장이다.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곧 현실에서는 불가능 

한 어떤 것이 바로 ‘실재’에 대한 정의라면 이 ‘실재’를 무대화하려는 ‘실재예 

술(Real Art)'로서의 오베리우의 연극은 곧 ‘실재의 예술(Aπ of the Real)’로 

수렴될 수 있다엘리자베타 밤」은 바로 그 ‘설재예술’의 시법적 모델이었다. 

<오베리우선언〉을 따라서 분류하자면 우리는 연극 공연에서 세 종류의 세 

5) 오베리우 선언에서 이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무대에서 배우가 갑자기 네 
발로 기면서 늑대처럼 울부짖는다든가 러시아 농민이 갑자기 라틴어로 일장연설을 

한다든가， 이다. 이런 돌발적인 부조화와 난센스가 지시하는 바는 모든 재현의 시도 

가 실패하는 지점이다. 즉， 말해짐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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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래해낼 수 있다. 첫째로 연극이 재현하고자 하는 외부꾀 현실세계가 

있다. 그것을 Woè}고 하자. 툴째로 연극 꽁연의 드라마적 플롯 꾀 세계가 있 

다. 그것윤 Wd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오베리우 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무때적인 플롯의 세계가 있다. 그것윤 Wt라고 하자. 기펀 연극에서는 

Wt가 Wd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Wo와 Wd의 관 

계， 즉 현실에 대한 모방(미메시스)의 관계였다. 그러나 오베테우 연극에서 

Wd는 Wt는 분리된다. 선언의 한 구절을 더 읽어보자. 

디paMa1Yprnqec따IÍÌ CIOJKeT IIÞeCb! paCII1aTaH MHOI1IMH, 때K 6b! rrOC[Up뻐lliMH 

TeMaMH, Bb띠e끄lIR꼬.(HMH rrpeAMeT, KaK OT.a;eJ1bHOe, BHe CBlI3H C α;'(‘aJ1bHbIM， 

cymeCTBYIOIIIee Ue.π:oe; I1!αrroMY CJO)!(eT .a;paMJηprnqecKIIÍÌ - He 않IdIHeT rrepe.a; 

J1IIIlOM 3pHTeJI5I, 없K 1IeTKal! α0JKeTHalI φlurypa - OH 없K 6b! TeI끄IHTC찌 찌1 CIIHHO.lì 

.a;eít cnm. 뻐 CMI앙:IY eMY - 1따Pα끄π αJJIæI' m앙fHIJfflCr없 ， CIWαIÍÌ ID-IJ:mIT때IClIlJIÍÌ 

H3 BCeX 8J1eMeHTOB HaIIIerO CrreKTaKJ1l1. Ha HeM - ueHTp HaIIIero hHHMaHH5I. 

드과마적 플롯은 무관한 듯 보이는 테마블에 의해 분산됩니다. ê'] 테마들 

은 극의 각 대상들을 다른 나머지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전혀 동떨아진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적 플롯은 관객의 눈앞어 어떤 명 

백한 플롯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행위의 등 뒤에 숨어 희미하게 

반짝거릴 따름입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것이 무대적 플롯낀 바， 그 

것은 우리 공연의 모든 볼거리적 요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 

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베리쭈 연극에서 Wo와 관계하는 것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Wd가 아니라 Wt이다. Wd는 극장/무대라는 공간에 투사/반영되는 Wo를 말 

한다. 따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Wo의 논리에 잡아당겨지며 환원되어진다. 이 

둘의 관계가 사실적이냐 상징적이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Wt는 다르다. 그것은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대적 ￡;간이고 상상 

적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Wo의 논리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판다. 이러한 

사실이 전제된다면， 이제 오베리우트들이 자신들의 선언적 강령펠 직접 뒷받 

침하기 위해 내세웠던 하름스의 r엘리자베타 밤J6)의 세계가 Wo 료 쉽게 환원 

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미리 짐작해볼 수 있따. 미리 말해두자면， 이 연극에서 

초점은 사실적 • 상징적 재현이 아니라 현실띄 상상적 변형과 그에 대한 실재 

의 침입에 두어진다. 때문에 작품에 대한 독해 역시 사실적 • 상징적 차원의 

6) .llaHHHJ1 XapMc( l994), CC.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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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와는 다른 징후적 독해를 펼요로 한다엘리자베타 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 징후적 독해는 텍스트적 무의식에 

대한 독해이기도 하다. 

2. r엘리자베타 밤j어|서의 상징계 

r 엘리자베타 밤」의 전체 텍스트는 197" 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기 이 

조각들 속에 포개져 숨어 있는 Wd, 즉 드라마적 플롯은 드라마의 처음( # 1, 

# 2)파 끝( # 18, # 19)에서 반복되고 있는 엘리자베타 밤의 체포 숨바꼭질과 
그로 인한 공포 분위기이다. Wo의 논리를 따르자면， 이 드라마는 당대 소비 

에트 현실의 폭력적인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히스테리적인 불 

안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체포하기 위해 등장하는 

두 사내(남성)와 쫓기는 엘리자베타 밤(여성)의 성별적 대립을 통해서 강화된 

다. 이 ‘체포상황’이 드라마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상황’인데， 반복되는 시작과 

끝 장면에 주목한다면 「엘리자베타 밤」은 이 제포상황에 대한 상징주의 드라 

마로 이해될 수 있다(이 상정적 무대의 원관념은 당대의 억압적인 정치상황 

이거나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공포 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뜻하는 바를 

추적해보기 이전에 잠시 하름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 드라마의 무대구분을 확 

인하기로 한다. 그는 이 드라마의 장면 변화를 다섯 개의 무대로 구분하고 있 

다 8) 

1. 좁은 방 - # 1, # 2. 

n. 깊은 방 #a #~ #~ #~ #~ #& 

7) 하름스가 출판을 위해 준비한 텍스트에는 장변 구분은 불론 기본적인 지문들마저도 

생략되어 있다. 일부 러시아어 작품집은 이에 따르고 있는데 이 경우 작품에 대한 

이해는커녕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도 어렵다. 다행히 하름스는 r엘리자베타 밤J 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장 구분과 부제 지문 등을 붙여놓았으며 이 공연을 위한 텍스 

트가 메일라흐(M Mefi 끄ax)에 의해 소개되었다(M Mefi JIaxWE7) "0 <<EJIl없않re DaM>> n 
aHlUIJIa XapMca," Stanford Slavic Studies. Vol. 1, pp. 163-246 참조). 이 텍 스트는 
Nei! Comwe!J(ed.)(l99ll Daniil K1nrms and the Poetics of the Absurd. 

Macmillan, pp. 2()()-240에 영역돼 있다(메일라흐의 해셜은 발훼 번역되었다). 이 글 

의 장 구분과 부제는 메일라흐의 텍스트를 따른다. 

8) M. Mefi JIax(l987), p. 182; Nei! Comwe!Hed.)(l99l),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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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숲 #9, #10, #11 , #12, #13, #14, #15, #16, (#17) 
IV. 작윤 방 - # 18. 

V. 전처1] - # 19. 

이미 지적한 것이지만， 1 과 IV(V)는 Wo가 투사된 Wd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타 밤」의 시작과 끝은 Wd가 Wo를 사실적으로든 상싱적으로든 재 

현하고 있는 장들이다 그러한 재현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우 cj 는 ‘상징계’라 

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1 이 시작되자마자 엘리자베타 밤이 내뱉는 대사는 
이 드라미-의 상징계적 현실을 단적으로 요약한다. 

EJU13ABETA BAM: Ceíì qac, TOro II ïJI5I따1. OTKJX)eTC5I ,l..U3epb II oml ooíì iJYT ... 

O뼈 C65133TeJIbHO BOíì iJYT. lfIα5b! rroíì MaTh MeH5! II CTepeTb C .JIIIU:a ; ~'MJIII. l!TO 

51 Ha디e끄3JIa? EαIH 6b! 51 TOJIbKO 3H3JIa ... Be)J(3Th? Ho KYA3 6e)J(aTh? ,:)T3 ,l..U3epb 

BeAeT Ha JIecTHHU,Y, 3 Ha JIeCTID!IIe 51 BCTpeqy 없. B OKHO? (CMOTpI-IT B OKHOJ 

Yyy, BbICOKO! MHe He IIpb II'HYTh! Hy qT() )J(e MHe AeJIaTh? ... 3! qoU-TO IJJ따1I!3TO 

OHH. 3arrpy ABepb U He OTKpOlO. ITYCTb cTyqaT, CKOJlbKO XOT5I[‘ 

엘뀐|자베타 밤: 지금， 곧 들이닥칠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틀이 릎어올 거 

예요 . 그들은 틀림없이 들어온다니까요， 나플 잡으랴 오는 거죠， 죽이려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한다지! 어떻게 한다지! 어쩡 좋아 ... 도망을 가? 어디 
로? 이 문은 계단쪽이잖아， 계단을 타고 내펴가변 그둡과 맞닥뜨릴 거 아냐. 

창문으로? (창문을 쳐다본다.) 우， 너무 높아! 뛰어내렬 수가 없어 1 그럼， 무 

열 한다지? ... 으， 누군가 오고 있어! 그들이야 문을 잡가야지， 열까주지 않 
을 거야. 마음껏 두드려 보라지 

이어서 진짜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엘리자베타 밤， 닫을 열어요1"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사실적인 멜로드라마’란 부제를 달고 있는 # 1 의 이 

첫대목에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 씌리자베타 밤 

이 누군가에게 급박하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부제의 ‘멜로드라따’란 것은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삼각관계를 이루어 티격태격한다는 뜻일 텐데” 이들의 삼각 

관계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삼각관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아 

무런 탈출구도 선택지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계단쪽은 ‘그닫’이 이미 뒤 

쫓아 오고 있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불가상성이 그녀가 

처한 조건 자체이며 남아있는 현실적 가능성이란 자살과 투항뿐이다. 

엘리자떼타 밤에게 문을 열라고 다그치고 있는 이틀은 곧 그녀를 제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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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들은 처음에 첫 번째 목소리와 두 번째 목소리로 

만 등장하지만， 이후 표트르 니콜라예비치와 이반 이바노비치란 이름으로 볼 

린다. 엘리자베타 밤이 이들에게 도대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들은 그녀 자신이 이유를 잘 알거라고 하면서 “당신은 범죄자야”라 

고 한다. 엘리자베타 밤은 웃으면서 만일에 자신을 죽이면 양심이 편하겠느냐 

고 묻는다. 이에 첫번째 목소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잘 돌보게 될 것”이라 

고 대답한다 엘리자베타 밤은 “그럼 당선은 양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응수하며 # 1은 끝난다. 

# 1 의 체포상황은 실제로 하름스가 겪게 될 자신의 운명이었다겐 그렇지만， 
이 드라마가 이렇듯 진지하고 공포스러운 구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에 ‘보브친스키’라고 적어놓은 하름스의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극 

에서 이반과 표트르는 고골의 『검찰관(PeB1l30p)~ 에 등장하는 보브친스카와 도 

브친스키를 연상하게 한다(물론 이 경우 밑텍스트가 되는 것은 1926→7년에 

메이에르홀드 등에 의해 공연된 『검찰관』이다).10) 이러한 소극(잣劇)적， 발라 

간적 요소는 진지성과 희극성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재미(유머)와 충격(공 

포)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2에서 협박에 못 이긴 엘리자베타 밤은 문을 열어주고， 이반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고 표트르는 뺨에 붕대를 대고 앉아 있는])) 다소 희극적인 형상을 

본다. 그렇다면， 왜 이반과 표트르는 엘리자베타 밤을 제포하려고 하는가? ‘사 

실적인 희극’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2의 끝에 나오는 대사로 미루어보면， 

그녀가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목이 전도되어 있다. 이반과 표트 

르가 말하는 죄목은 엘리자베타 밤이 “말할 권리(=목소리)를 잃었다”라는 것 

이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권리가 없기 때 

문에 범법자이다? 그런데 이 부조리한 논리가 바로 스탈린 시대의 ‘사실적’이 

고 ‘희극적’인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는 #1의 끝에서 당신의 양심은 거리낌이 

없겠느냐고 엘리자베타 밤이 물었을 때 “우리의 양심”에 맞게 잘 돌볼 거라 

는 대답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우리의 양심 즉 집단의 양심이 그들에 

9) 하름스는 1931년에 1차로 체포되고 결국 1942년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는다. 

10) Neil Comwell 어.(991)， p. 202 

11) 나중에 이 표트르는 엘리자베타 밤이 극이 시작되기 전에 죽인 것으로 돼 있는데， 

메일라흐는 죽은 표트르가 민속에서처럼 유령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년가 라는 한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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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개인적 양심을 대신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작가 하름스가 도입부의 ‘사 

실적인’ 두 이야기 조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의 모슴이다. 

이 부또리한 논리가 통용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하름스 ‘어린이’는 어 

떻게 대항하는가， 엘리자베타 밤은 어떻게 대항하는가? “당선은 모든 목소리 

를 박탈당했다."(=“당신은 말할 권리가 없다." )는 체포조의 말에 #2의 마지막 

대사에서 엘리자베타 밤은 이렇게 응수한다: “나는 잃지 않았어요. 시계로 확 

인 해 볼 수 있 어 요.(A 51 He .TIIIrreHa. BbI MOJKeTe rrpoBeplITb 110 qal:aM.)" 이 때 엘 

리자베타 밤이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 즉 말할 권리는 곧 생한의 권리이다. 

자신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댈 수 있다는 결 입증해야만 그녀의 삶은 

보존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녀의 제포와 죽음은 지연될 수 았다. 그러한 

생존과 자기보존올 위한 싸움에 엘리자베티- 밤이 동원하는 무기는 상상력이 

다. 그녀는 그 상상략의 논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파는가? 우리 

는 Wt의 세계가 극대화된 공간， 곧 ‘갚은 밤’과 ‘숲’을 배경으로 하여 그녀의 

‘상상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이후의 무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3. r옐리자베타 밤j어|서의 상상계 

#3에서 ‘좁은 방’ 혹은 ‘작은 방’이라는 공간이 ‘깊은 방’으로 띤하고 #8에 

서 그 ‘깊은 방’이 다시 ‘숲’으로 변환되는 무대적 공간이 작가의，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공간， 곧 놀이의 공이자 ‘상상계’라면 사실 이러한 권-간의 변환은 

이 드라마의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공간011 서 엘리자베 

타 밤은 자신의 엄마， 아빠률 불러들이기도 하고， 두 체포조와 자신의 관계를 

비적대적띤 관계로 변모시키는 등 갖은 상상력을 통원한다. 그때서 #3부터 

# 17까지는 말 그대로 유아적이면서 다급한 그녀의 상상력이 힘닿는 데까지 
발휘된 유희의 장이 된다. 그러나 그녀의 상상력이 끝 간 데서 그것은 다시 

현실로 소환된다. 그것이 #17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하여 # 18, # 19에서 

는 그녀의 체포와 죽음에 대한 암시로 끝난다. 이것이 엘리자베斗 밤의 상상 

계이다. 

먼저 ‘순진하고 희극적인 난센스(부조리)’판 부제를 단 #3에시는 표트르와 

이반이 딸푹질 묘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들의 적대성이 광대적낀 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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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들은 잠시 엘리자베타 밤을 잡으려고 온 목적을 잊은 채， 그저 그녀 

의 즐거웅을 위해 봉사한다. 이들은 엘리자베타 밤을 물망초라 부르고 또 그 

녀는 이들을 률럽이라 부르면서 히히덕거린다. 이 조각에서의 압권은 이반 이 

바노비치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다. 

I田따I l1B와lOBWI: Eαlli rroo없nrre，E.따엽aæra Tapa없HOBHa， 51 rro:lt lJY JIYllliIe 

AOMOfi . MeH5I :lKAeT JKeHa AOMa. Y He:lt MHoro pe651T, EJlli3aBeTa TapaKaHOBHa. 

rrαlCTIITe， tITO 51 TaK Ha，o:Oe끄 B뼈 He 3a6bIBaÌÌ Te MeH5I. Talw:lt )')IC 51 tIeJIO많1(， 

tITO BCe MeH5I rOH5IIOT. 3a tITO, CrrpalmrnaeTC5I? YKpaJI 51, tITO 끄H? BeAb HeT! 

EJIH죄않ra 3lJYapAOBHa, 51 tItcπn，J:lt tIeJIOBeK. Y MeH51 AOMa JKeHa. Y JKeHbI pe65IT 

MHoro. Pe6짜'a xOlXlIIllie. K때마따 B 3y6ax rro ClllitIe때o:lt Rl)IXJ6Ke AepJKlIT‘ BDIYJK 

rrpOCTHTe MeH5I. 5I, EJIH3aBeTa MHxa:lt 끄OBHa ， AOMOít rroít AY. 

이반 이바노비치: 만약 허락만 하신다면， 엘리자베타 타라카노브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내에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엘리자베타 타라카노브나. 당신을 지루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룹 잊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어딜가나 따돌립받는 그 

런 사람입니다. 왜냐구들 묻습니다. 제가 무얼 훔치기라도 했을까요? 아닙니 

다，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자베타 에두아르도브나，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집에는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 

착합니다. 다들 입에 성냥갑을 물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엘리자베타 

미하일로브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반의 말은 엘리자베타 밤의 말과 거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 거울엔 곡률이 있어서 그의 말은 굴절되어 있다. 앞의 #1 , # 2에서 본 대 
로라면 용서나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은 이반 이바노비치가 아니라 엘리자베 

타 밤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장면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반이 “저 

를 잊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하지만， 바로 앞 장면에서는 이반이 엘리자베타 

밤을 물망초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이반의 말은 ‘물망초’， 곧 엘리자베타 

밤의 복화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반의 업을 통해서 엘리자베타 밤은 

현실에서의 기본상황， 즉 자신의 체포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만약에 

이반 이바노비치가 그녀와 통일한 처지라면 어떤 식으로 호소할까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반과 엘리자베타 밤의 처지가 여기에서는 뒤바뀌어진 

다. 엘리자베타 밤이 권력자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반’(==엘리자베타 밤)은 자신에게 아내와 많은 아이들이 있음을 되풀이 강 

조하면서 자신이 집에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한다. 사람들이 나를 구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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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범법자가 아니다 무얼 훔친 적도 없는 셈직한 사람이 

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용서를 구하는 대상 

이 엘리자베타 타라카노브나， 엘리자베타 에두아르도브나， 엘리샤베타 미하일 

로브나 응의 여러 이름으로 볼리는 것은 정작 자신의 처지를 초소하고 용서 

를 구해이: 하는 대상， 권력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일 것띠다. 특히 엘 

리자베타 타라카노브나(‘타라칸’은 바퀴벌레란 뜻)란 이름이 중i~~ 한데， 나중에 

확인되지만， 언덕 위에 죽음의 집을 지키고 있는 이가 바로 타리카노비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타 타라카노브나 역시 부정적인 형상이며 이것은 

결코 무고한 엘리자베타 밤과 동일시될 수 없다. 즉 여기서 거꾸로 암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엘리자베타 밤의 유동적 정체성이 아니라 권력(자)의 유동적 

정제성이며， 그것의 익명성， 불투명성이다.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희극’이란 부제의 #4는 아주 단순한 띤상을 보여준 

다. 엘리자베타 밤이 엄마를 졸라서 밖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신적인 장면이 

다. # 5 ‘삭가의 리듬， 라덕스의 리듬’에서는 어느새 이반과 표E 르가 ‘엘리자 

베타 밤’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찾으러 뛰어다니고 있다. 엘리자배타 밤의 상 

상력에 취해 있던 그들은 약간씩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녀를 하이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만큼은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은 

꿈뜨며 아직 온전한 가 력은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일상적 라틱 스’란 부제를 

단 #6은 다시 두 체포조와 엘리자베타 밤의 대면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고 ‘일상적’이다. 같이 수프도 먹고 웃고 떠들며 높담도 한다. 

왜냐하변 부제의 라닥스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로 이건 ‘현실’이 아니라 극장 

적 세계， 무대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타 밤은 현실에는 았지도 않은 

남편 타령을 하고， 표트르와 이반은 장난스레 남편 시늄도 한다. 이l 어서 ‘라덕 

스를 배음으로 한 장엄한 멜로드라마’를 부제로 한 #7로 넘어까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의 대사로 시작된다. 

I1E1P 따깐따JIAE많1lI: (rro，짜illMaH PYKY) I1p1my 없KCJIe)JYeI‘ ocrrynJaTbC꺼 B MOll 

CJIO없. 5I XOlIy ,!J;OKa3aTb BaM, lITO BC5IKoe HeclIaCTlle HacryrraeT HemKll,!J;aHHO. 

뻐Ir.o;a 51 6bLJI ern;e COæeM MOJIo.마IM lI잉IOBeI<OM， 51 휩:JJI B He6o.J표>lIIOM μ:OMllKe ∞ 

αφIlIIIYlIffl 따킹epbIO. 5I 없:JJI 때rn B :nuM ,!J;OMHKe. KpoMe M많51 6bLJIll ID[[IIb 짜rn: 

MbIIillI II Tapa없HbL Tapa없Hbl æIO,!J;Y 6b뼈IGI'; I<Or，없 HaCηI요rra HOtIb, :;1 때IllijXlJI 

,!J;Bepb H TyIIIHJI JIaMrry. 5I crraJI, He 605lCb HlllIero. 

rOJ[OC 3A CUEHO:A: H II 1I e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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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IIIA: HWlerO!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모든 볼행은 예기치 않게 찾 

아온다고 저는 말하고 싶군요.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저는 삐걱거리는 문이 

달린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 혼자 그 집에서 살았던 거지요. 저 말고는 

쥐새끼와 바퀴벌레가 전부였습니다. 바퀴벌레뜰은 사방에 득실거렸지요. 밤 

이 되면 저는 문단속을 하고 불을 꼈습니다. 그리곤 갔지요， 아무것도 두려 

울 게 없었어요. 

무대 뒤의 목소리: 없어요1 

엄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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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융조리는 표트르의 대사도 앞서 이반의 경우처 

럼 엘리자베타 밤의 복화술로 읽을 수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 

도 두려울 게 없는 자신의 정직성， 곧 무죄성이다. 그런데도 전혀 “예기치 않 

게” 불행은 “그러나 가끔씩” 찾아온다. 바로 이어지는 대사에서 표트르와 이 

반은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무대에서의 분신으로서 서로 겹쳐진다. #7의 마 

지막 장면을 조금 자세히 보기로 하자. 

I1ETP HI1KOJIAEBI1Q: I1paBiJ,a? Ho OiJ,Ha:JKiJ,bI $1 npOCbIIIaIOCb 

l1BAH l1BAHOBl{q: … II BlÐKY, iJ,Bepb OTKpbITa, a B iJ,BeP$lX CTOllT KaKa5l-TO 

)l(eHIII.llHa. 5I CMQTPIO H3 Hee np$lMO B ynop. ÜH3 CTOllT. Ebυ10 iJ，'α::T3TO따IO CBeT

JIO. 디O끄)l(H0 6bITb, iJ,eJIO 6Jlli3llJIOCb K YTPY. Bo 많$lKOM αI)'1I3e， 51 BllAeJI xoporno 

ee 파ru.0. 3To 6bUI3 ∞r KTO. (I10Ka3b IBaeT Ha EJn때않IY E3M.) TOriJ,3 OH3 6bUI3 

nOXO)l(3. 

BCE: Ha MeH5I' 
I1BAH I1BAHOBI1Q: rOBOpIO, QT06bI 6bITb 

표트르 니콜라예버치: 정말? 그러나 가끔씩 잠이 깨서 ... 

이반 이바노비치보곤 해요. 문이 열려 있고， 문가에는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충분히 환 

했지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쨌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요 . 

모두들: 나플! 

이반 이바노비치: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말을 합니다 12) 

12) “존재하기 위해 말을 합니다(rOBOpIO， QT06bI 6bITbl."인데 여기서는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 .l"는 햄릿의 대사처럼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걸로 봐서 “살아 

남기 위해 말을 합니다로 옮긴다. 영역은 조금 더 철학적이다. "1 speak, 

therefore 1 am(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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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중요한 이 대목 역시 앞에서 보따왔던 대로 엘리자배바 밤이 이반 

의 목소래로 얘기하는 복화숲이다. 따라서 이반과 엘리자베타으 밤의 관계는 

전도되어 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본 한 여자(‘엘리자베타 밤’)는 바로 권력 

자이고 권력의 하수인(체포조)이며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븐 도처에 있 

다. 그 제포/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서 이반은， 즉 엘 

리자베타 밤은 계속 말을 해야 한다. 즉 이런 전도된 상상력익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결국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말을 합니다”라등 대사는 바로 

엘리자베타 밤의 그것이 된다. 

EJIYI3ABETA EAM: l!TO Bbl rOBOpIITe? 

!狂’，AH l1BAHOBWI: rOOOpIO, lfIU5bl 6b fTh. I1aIDM, m'M따0， y:JKe rrw，머('. OHa αIY

rnaeT MeH5I. (Bce, K]lOMe EJIII3aBeThl EaM II ÝæaHa I1BaHOBWla YXO,[(5!':,) 5I CIIφ 

CIIJI ee, lJeM OHa 3TO c，[(eJIa~'Ia. OHa rOOOpIIT, lJTO rrO.o;paJI3Cb C HIIM lla 3Crra,[(• 

poHax. 디paJIIICb lJeCTHO, HO OHa He BlIHOBaTa, lJTO y6lIJIa ero. C끄ylmα , 3alJeM 

Tbl y61I끄a I1eTpa HIIKOJIaeB lIlJa? 

EJU13ABETA EAM: Ypa, 51 HIIKOrO He y61IB3JIa! 

I1BAH I1BAHOBWI: B351Th II 3ape3aTh lJe끄O많K<J' CKOJIb MHoro B 3TOM KO많P 

CTBa! Ypa! Tbl 3TO C디e끄a‘πa， a 3alJeM! 

엘리자빼타 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반 이바노비치: 저는 살아남가 위해 말을 합니다. 이제 생각、낀데， 이미 

늦었지요. 그녀가 저l 말을 듣고 있어요 (엘리자베타 밤과 이반 이바노비치만 

남고 모두뜰 퇴장한다) 저는 그녀에게 불었지요 왜 그런 일을 꺼칠렀느냐 

고 그녀의 말로는 연습용 사벨을 가지고 싸웠대요 정직하게 싸샌 것이고， 

그녀에겐 그뜸 죽인 죄가 없어요 생각해봐 왜 너는 표트르 니콜랴예비치를 

죽였 Jq? 

엘，걱자뼈타 밤: 와우， 전 아무도 죽이지 많았어요 

이반 이바노벼치: 사람을 잡아서는 칼로 베어 죽였어!. 이 얼마나 간교한 

응모얀 말이야! 와우， 네가 그런 거야， 왜 그랬지? 

여기서도 이반 이바노비치의 대사 속에 펠리자베타 밤과 진짜 이반의 목소 

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자 있다. 그의 처음 대사에서 부드 

러운 말투가 갑자기 험악하게 돌변하여 “생각해봐， 왜 너는 표좌르 니콜라예 

비치를 죽였지?"라고 반말로 엘려자베타 밤을 다그치는 부분은 진짜 이반의 

말이다. 그 전의 대사는 엘리자베타 밤의 것인데， 역시 여기서도 복화술로 그 

녀는 자신의 정직성/무고성을 항변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란 말-윤 ‘저’(=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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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베타)로 바꿔놓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녀로 

선 살아남기 위해서 전도된 말을 계속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다 13) 이반이 돌연 “생각해봐， 왜 

너는 표트르 니콜라예비치를 죽였지?"라고 다그치는 부분은 분명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이 아닌 ‘현실’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7의 이 뒷부분은 

그녀에게서 위기의 순간이다. 즉 첫 번째 위기이다(두 번째 위기는 # 12에서 
나온다). 때문에 #8이 ‘높이의 교체’(부제)를 통해 이 위기를 잠시라도 어떻게 

든 모면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위기에 몰린 그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엘리자베타 밤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적극적인 변신을 꾀한다. 전도된 말만 가지고는 더 이상 버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 8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E.lIM3ABETA BAM (YXOAllT B CTOpoHY II OTTYAa): Yyyyyyyyyy-y-y-y-y. 

I1BAH I1BAHOBI14: BOJI1m:o;a. 
EJIl13ABETA BAM: Yyyyy-y-y-y-y-y-y-y. 

I1BAH I1BAHOBI14: Bo-o-o-o一0-끄lIll:o;a. 

EJIl13ABETA BAM (APO )KllT): Y-y-y-y一Y - lIepHOCJIllBbI. 

I1BAH I1BAHOBI14:: IIp-p-p-pa6a6YIIIKa 
EJIl13ABETA BAM: JIllKoBaHlle! 
I1BAH I1BAHOBI14: Ilory6JIeHa HaBeKll! 

EJIl13ABETA BAM: BOPOHOil: KOHb, a Ha KOHe COJIAaT! 
I1BAH I1BAHOBl14 (3a)KllraeT CIIlllIKY): rOJIy6YIIIKa EJl1l3aBeTa! 
EJIl13ABETA BAM: (BJIe3aeT Ha cry끄) MOll IUIe따f， KaK BOCXO,[(5IIUee co.따ru;e! 
I1BAH I1BAHOBl14 (CaA5ICb Ha KOpTOlIKll): MOll HOrll, KaK OrYP:O;bI’ 
EJIl13ABETA BAM (B끄e3a51 BblIIIe): Ypa! 51 HlllIerO He rOBOpllJIa! 
I1B따I I1B따IOBI14 (JIαlKaCb Ha IIOJI): H암" HeT, 따fllero， HlllIero. r.r. IIIII. IIIII. 

엘리자빼타 밤 (구석으로 나가면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 000 。",,-,. 
이반 이바노비쳐: 늑대. 

엘리자빼 타 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 

이반 이바노비치: 느으으으으으유대. 

엘리자배타 밤 (떨면서): 우-우-우-우-우-우-우-자두. 

이반 이바노벼치: 즈-으-으-응-조-할머니. 

13) 엘리자베타 밤이 처한 상황을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이미 늦었 
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예감이고 사실 진술이다. 우리가 죽음을 이걷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136 r옐리자빼타 밤j때서의 상상계와 실채 

엘리자빼타 밤: 이겼다! 

이반 이바노비쳐: 완전히 맛이 갔군! 

엘리자빼타 밤: 까만 말， 말을 탄 병사’ 

이반 이바노비쳐 (성냥불을 켜며): 가여푼 엘리자베타! 

엘리자빼타 밤 (의자에 올라서며): 내 어깨가 떠오르는 태양같아「 

이반 이바노비치 (바닥에 웅크리고): 내 다리는 오이 같군. 

옐리자빼타 밤 (더 높이 올라가며): 만세!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이반 이바노버치 (바닥에 드러누우며): 아냐， 아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냐 

자신의 상상계 속에서 엘리자베타 밤이 취한 방법이 일종의 변신이란 건 

이미 지적한 것인데， 그녀는 늑대로도 변했다가 증조할머니로도 변한다. 아니 

‘변했다는 시늄’을 한다 그런데 늑대처럼 ‘우우우’거리는 것이 펀실에서라면 

어떻게 지각될 수 있을까? 그건 미친 사람띄 행동， 혹은 치매에 걸린 노인네 

의 행동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완전히 맛 0] 갔군!"이란 이반의 대사는 그런 

사정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가 켜는 성냥불은 자신이 좌지우지한 수 있는 엘 

리자베타 밤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14) 이제 그것이 다해간뎌고 볼 수 있 

다. 이 장면에서 엘리자베타 밤은 일단 ‘높이의 교체’를 통해서 뛰기를 모면한 

다. 그녀는 점점 올라가고 이반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자 

유로운 환상 속에서 이반은 똑같이 혀짤배끼소리를 하면서 엘리자베타 밤의 

장단을 맞춘다. 그는 다시금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력에 취한다. 

EJUf3ABETA BAM [KPI1QI1T]: ,lJ;3bI KaJIHTKa! Py6aIIIKa! SepeBKa! 
I1BAH l1BAHC뻐WI (I1j)HIJO따lliM35ICb): rφ따k없Jlli 따3a ILJIarnHKa H α맹lliIIIlffi3I()T. 

B qeM ;a;e끄O? 

EJI I13ABETA BAM: KOTJIeTbI! BapBapa CeMeHHa! 
l1BAH l1BAHOBWI (KPHqHT, CTHCHyS 3y6bJ): IlJHlcYHb5I Ha rrpoBOJIO-O-O! 

EJIl13ABETA BAM (CrrpblrHSaSl co CTYJla): 5I BCSI 6JIeCTSlIIIa5l 1 

田j앙f 田따fα폈q (6elIarr HI'.짜6b RDMHaThI):Ky6mypa:rroit RDMHa'I'bI 없MHHe 

H3seι(aHa. 

옐려자빼타 밤 (소리친다): 문이다! 루바슈카다! 맛줄이야! 

이반 이바노비치 (일어서며): 두 명의 똑수가 뛰어와서는 묻는다: 무슨 

일이야? 

14) 이 성 냥불(crrHqKa)은 음성 적 으로 영 어 의 ‘말(speech)’과 호용한다 측， ‘성 냥불’은 

‘말’이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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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빼타 밤: 커틀릿! 바르바라 세몬나! 

이반 이바노비치 (이를 악물며 소리친다):주-우-우 울 위의 댄서! 

헬리자베타 밤 (익자에서 뛰어내리며): 나는 환하게 타오른다1 

이반 이바노비치 (방구석으로 뛰어가며): 이 방의 용적은 도대체 젤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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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력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장면이다. 그녀가 

“문이다! 루바슈카다! 맛줄이다1"라고 소리치는 대상은 모두 그녀의 ‘활로’와 

관계된 것틀이다. 이와 대비되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이반은 체포조로서 

자신과 표트르의 처지를 영뚱하게도 두 목수의 얘기로 착각한다: “두 명의 목 

수가 뛰어와서는 묻는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기세가 오른 엘리자베타 밤은 

이젠 먹을 것도 찾는다. 이반 이바노비치가 정신을 차리려고 “이를 악물면서” 

하는 말은 그녀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직은 위태롭다는 걸 암시한다. 그럼에도 

엘리자베타 밤은 잔뜩 기분을 낸다. 자신이 온통 타오른다는 말은 그녀의 생 

명이 충만하다는 뜻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성냥볼로 상징되는 그녀의 생명에 

비하면 이렇듯 환하게 타오르는 그녀의 형상은 가장 고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그녀의 ‘미친’ 상상적 공간， 난센스적 세계에서 공간이 깊이를 가지고 

굴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반이 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방의 용적은 도대체 

재볼 수가 없어”라고 투덜대는 것이 그것이다. 이 공간은 더 갚어져서 아예 

교외의 전원 풍경으로 변형된다. 그것이 #9의 공간적 배경이다. #8에서 고 

조된 분위기는 #9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음성적으로 해체된 이들의 말은 일 

상적인 세계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세계의 곡률에 

의해 휘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원풍경으로 바뀌자 상상력에 취해 

있는 이반은 목동을 찾는다. 그리고 ‘전원 풍경’이란 부제의 #9에서는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웅얼거린다. 뒷부분에서 엘리자베타 밤의 형제라도 

된 듯한 이반은 엄마에게 콜카를 만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엘리자베타 밤 

이야기가 수축 • 변형된 것이다. 

뾰따um따!OBWI: 패， .u.a IhPern.JI, ærpenm CMarpIO, 없J1hI\a H,ZJ;eT H 쩌JID

KO HeceT. lITO, roBOplO, ICYIDα? 뼈， roBOplIT, KYJlli.ll. I10T0M B3S1끄 H A3JIbIIIe rrD-

IIIeJI. 

I1AIIAlllA: CKalKHTe rrOlKaJIyít CTa-a-a-a-a! 

없뻐 田따!OBWI: ~ 51 앙'() CI1jXXlνr. Tb l 따0， 짜JIOKH IIO쩌I요JI HJIH 따Yd.Jf? A 

OH rOBOpHT: 3aqeM Kpa끄? I1oKyrraJI. 11 rrOIIIeJI ce6e ;a:aJIbI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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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이바노비치: 예， 예，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만났어요. 보니까， 콜카가 

사과를 들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죠， 너 그거 산 거니? 응， 산 거야， 그 

라더군요 그리곤 계속 갔어요. 

아빼: 다 말해보오려어어엄!.. 

이반 이바노비치: 에 그러죠. 그에게 울-었어요 그게 말이야， 내 사과플 

산 거니， 훔친 거니? 왜 훔지는데? 그가 말했어요 다 산 거야. 그 떠곤 계속 

갔어요. 

여기서 이반은 어린애의 말투와 어법으로 꼴까를 만나서 사괴에 대해 물어 

본 얘기활 했는데， 콜카를 엘리자베타 밤으로 대치시키고， “산 가냐， 훔친 거 

냐?"란 질문을 “죽였냐， 안 죽였나?"로 바꿔보면， ‘진짜’ 이야기 상황이 어느 

정도 무해하게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엘리지 베타 밤의 상 

상력이 힌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 
11은 부제가 ‘연셜’이며 흔히 대중집회에 대한 패러디로 지적되 jl 있는 조각 

인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무의미한 연설(말)에 대해 만서l를 5~1 치는 등장인 

물을 통해 일상적인 언어의 역학을 패러디짜고 있으며， ‘동지’라늪 말을 통해 

프롤레타떠아의 승리를 과장되게 외치던 당시 예술가， 정치가들펴 현란한 연 

설에 대한 현실적 맥락의 풍자가 느껴진다고 보는 견해 15)도 있좌냐， 여기서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이 장면에서 자신의 나이싸 가족 얘기 

를 꺼내고 있는 이반 엘리자베타 밤과 적대적인 이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이들이 물화되어 있고(‘몇 개’) 아빠가 엉뚱하게 여자아이들까지 띔칭해서 “모 

두 사내아이들인가?"란 질문올 던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상상적 공간에서 변 

형될 것일 따름이다. 또 물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개라고 세는 것은 아이들 

의 셈법으로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ξ- 처음 “친구 

들， 우리가 여기에 다 모였군요. 만세 1"란 이반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혁 

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려는 엘리자베타 밤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현실’에서는 체포조로 등장하고 또 소비에트의 프롤레타리아-권력(혹은 그 

하수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반이지만， 이 #11에서 그려지는 이반 

은 소박하며 겸손하다. 성냥불을 켜며 자신이 서른 여닮 번째 센일을 맞았음 

을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주며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은 뒤틀려 그려져 있기는 하지 깐 분명 긍정 

15) 안지영 (996) r다닐 하름스의 〈엘리자베타 밤>J.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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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아름답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 12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조금 

썩 어두워진다. # 12은 엘리자베타 밤이 무대를 뛰어다니며 “나는 사방에서 
부러졌어! 나는 부러졌고， 도망다녀! 나는 부러졌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거 

야 1"라고 외치는 걸로 시작한다. ‘부러졌다’는 것은 그녀에게 들이닥친 상황을 

뜻하는 것이겠고， 뛰어다닌다는 것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는 그녀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겠다. 이런 엘리자베타 

밤을 뒤쫓으며 엄마는 “빵을 먹을래?" “수프를 먹을래?" “밀가루를 먹을래?" 

라고 묻고 아빠는 “고기를 먹을래 7"하고 묻는데， 이것은 마구 도망쳐 다니며 

상상력의 공간에서 버티고 있는 엘리자베타 밤이 어느 정도 기운이 떨어졌음 

을， 지쳤음을 암시해준다. 이젠 먹을 것이 생각나는 것이다. 이 엄마， 아빠의 

말을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말하자변， “빵을 먹고 싶어 1" “수프를 먹고 

싶어 1" “고기릎 먹고 싶어” “밀가루라도 먹고 싶어 1"라는 것이 될 것이다. 여 

기서 불깊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안트락트 카타락트 

(AHTP AKT - KA T AP AKT)"라는 훗말이 다. 

lAIITPAKT -KAT뾰AI띠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훗말이지만， 글자들의 조합을 가만히 따져보면 바퀴 

벌레， 타라칸(TAPAKAH)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타라칸의 아 

나그램이고， 타라칸은 죽음의 상정이다. 네모난 훗맏 자체도 도상적으로 죽음 

의 관이나 사형장의 단두대를 연상시킨다.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세계에 불 

갈한 정조가 이미 잠입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점차 현실화된다. 이어지는 장 

면을 보자. 

HBAH HBAHOBHq: BPJOKBY eCImη ( B e:aoiT.) 

EJIH3ABETA BAM: BapaHlIHY eCIIIb? 
IlAIlAIIIA: KOT JIeTbI eCIIIb? 
MAMAIIIA: Oît , HOrH YCTaJIH! 
HBAH HBAHOBHq: Oît , PYKH YCTaJIH! 
EJIH3ABETA BAM: Oît , HO)KHH~bI YCTaJIll! 
I1AI1AIIIA: Oît . rrpY )KIIHbI YCTaJIll! 
이반 이바노벼치: 순무를 먹을래? (뛰어간다) 

밸리자빼타 밤: 양고기를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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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빼: 커틀릿 먹을래? 

엄마: 아， 다리 피곤해. 

이반 이바노벼치: 아， 팔 피곤해. 

엘리자빼타 밤: 아， 가위 피곤해‘ 

아.~: 아， 용수첼 피 곤해. 

여기서 이반과 아빠， 엄바 모두는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분선들이다. 다 

리 대신에 ‘가위’가 나오고 ‘용수철’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분신성과 함께 이 

장변의 발라간적 성격을 보강해준다. “먹을래?"라는 말은 “먹고 심어!"란 말로 

바꿔 읽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고， 이제 종횡무깐 뛰어다니던 

엘리자베타 밤이 피곤해 지친 모습을 우리단 볼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지켜 

내려는 그녀의 싸움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t' 12부터이다. 

무대 뒤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따는 것도 바로 이때이다 고대 그 

리스 비극에서 합창단은 운명의 결정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1 여기서도 마 

찬가지이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엘리자베타 밤의 비극적 결말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다음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MAMAIIlA: Ha 6aJIKOH ABepb OTKpbITa! 

HBAH HBAHOBHq: XOTeJI 6b! 51 IIOI-l.IIPb!f'HyTb μo tIeTBepTO ~O 3T<lJIW 

EJIM3ABETA EAM: OTOpBaJIaCb rr IIo6e lKaJIa! OTOpBaJIaCb rr H:!' 6elKaTb! 

IlAlWIlA: Kapay JI, M051 Il!갱Ba5/ PYKa rr HOC Ta따fe lKe IIITγ따f， KaK 니 1" ‘f잉51pYKa 

rr yxo! 

엄바: 발코니에 문이 열려 있네. 

이반 이바노비치: 4층까지 점프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엘씌자베타 밤: 나는 부러졌고 도망 다녔어! 부러졌으니 도망가야지! 

아l빠: 오른팔과 코가 왼팔과 귀와 똑같네. 

발코니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상상력의 공간이 바깥(=현실) 

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 이반이 정신을 차리고 4 층 얘기(실제 

엘리자베타 밤의 방이 4층에 있을 것이다)를 꺼내는 것도 불길히다. 엘리자베 

타 밤의 처지가 다시 다급해지는 것이고 이 # 127t 그녀의 두번째 위기 장변 

인 이유가 된다. 아빠의 대사도 난센스가 아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짝을 맞추 

고 이젠 코와 귀만 자기 자리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사정은 다시 급박해지기 

시작하고 합창단은 이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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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에서 이반 이바노비치에게 말을 가로채이고(=죽고) 사라졌던 표 

트르 니콜라에비치가 되돌아와 무대에 등장하면서 # 12는 마감되고， # 13이 
시작된다. 이 조각의 부제는 다시 ‘라닥스’이다. 표트르와 이반의 대화는 바이 

올린과 드럼 연주 소리에 맞춰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미 있어 보이는 것 

은 “8분이 모르는 새 지나갔다”라는 표트르의 말이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등 

장하는 것은 상상력이 현실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 13은 표 
트르와 이반 둘 만 등장하는 조각인데， 이들은 다시금 결집되어 차츰 기운을 

회복한다. ‘고전적 파토스’란 부제를 달고 있는 # 14는 서사적 운문 형식을 취 
하고 있고， 표트르와 이반 그리고 아빠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시작은 이반 

이 표트르에게 ‘언덕’에 다녀오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다. 표트르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 언덕의 풍경들을 이야기한다. 이 언덕이란 공간은 소비에트의 현 

실 사회주의의 이상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IIETP HI1KOJIAEBI1Q: HlIKTO B HeM He ?KlIBeT 

1I )J;Bepb He paCTBOp5leT, 

B HeM TOJ1bKO MbIIIIlI TpyT J1a)J;OH5IM lI MyKy, 

B HeM TOJ1bKO J1aMrra CBeTHT p03MaplIHOM 

)J;a u;e J1blíl: )J;eHb rrycTbIHHHKOM CH)J;lIT 

Ha rreqKe TapaKaH. 

I1BAH I1BAHOBI1Q: A KTO ?Ke J1aMrry 3a?KlIraeT? 

IIETP HI1KOJIAEBI1Q: HlIKTO, OHa rOpHT CaMa. 

표트르 니콜라예비쳐: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아， 

문도 열리지 않아， 

거기엔 쥐들만 발바닥으로 밀가루를 비벼대고 있고， 

거기엔 램프만이 로즈메리처럼 빛을 내고 있고， 

하루 종일 바퀴벌레가 은둔자처럼 난로 옆에 앉아 있지. 

이반 이바노비치: 그럼 누가 램프에 불을 붙이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아무도. 램프는 저 혼자 타올라.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적 공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형장 같은 공간 

은 현실 속의 사회주의에 대한 상징으로 보이는 인간/인민 부재의 공간이다. 

거기에는 쥐와 바퀴별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바퀴벌레는 거듭 말하자 

면， 죽음의 상징이고 소비에트 권력의 상징이다. 램프는 분명 혁명의 햇불로 

서의 램프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인민대중의 힘으로 타오르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적인 관성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어서 표트르의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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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지고 있는 것은 유물론적 자연철학처럼 보인다. 거기서 그는 빛과 파도의 

법 (3aKOH)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반의 대사를 틀어보자. 

I1BAH I1BAHOBI1Q (3a)!ClIra51 CIIIflIKY): Terrepb 51 rrOH5IJI, 

rrOH 5IJI, rrOH 5I JI, 
6JIaro.a;apIO II rrpllCe.a;aIO, 

II KaK BCer .a;a, llHTepecyIOc b 

KOTopòrtì tIac? CK3JKllTe M Ile. 

ITETP HI1KOJIAEBI1Q: QeTblpe. Oíl: , rropa 06e.a;aTb! 

I1B3H I1B3HOBlltI, rrotl: .a;eMTe, 
HO rrOMHllTe, tITO 33BTp3 HOtIbIO 

EJ!ll38BeTa l3aM yMpeT. 

이반 이바노비치 (성냥볼을 켜며): 이제 난 얄았어， 

알았다구， 깨 달았다구， 

고마움을 전하고 옆드릴게，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집 커샤 -

말해줘， 몇 시지? 

표트르 니콜라빼비치: 4시 어， 밥먹을 시간이네! 

이반 이바노비치， 가자구， 

하지만 기억해둬， 내일 밤에 

엘리자베다 밤은 죽을 거야 

이반이 성냥볼을 켜는 행위는 다시금 체포자로서의 자신의 젠체성을 찾아 

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는 알았다고 말하는 킷아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이미 지적한 대로 현실인식을 뜻한다. 이반과 표트프는 이제 밥 

을 먹고 지운과 정신을 차린 다음 자신들의 본래 목적인 엘리자에타 밤의 체 

포에 나설 것이다. # 147} 엘리자베타 밤의 세 번째 위기 조각으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의 위기는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끼? 그녀는 아 

빠에게 모든 결 의지한다. 이반과 표트르 두 사람에게 나타난 아빠는 이들에 

게 법을 무시하고 엘리자베타 밤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한다. 그에 대해서 표트 

르는 반발하고 이들 간에는 엘리자베타 밤띄 생명의 놓고 한판 대결이 별어 

진다. 그것이 ‘발라드적 파토스’란 부제를 가진 # 15이다. 이 조각은 두 주인 
공의 싸웅을 연극 속의 연극 형식으로 보여준다. ‘붐붐붐’하는 판소리와 함께 

이들은 말로써 결투를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아빠의 형상은 발터-드적 기사담 

에서 공주를 구하려고 전쟁에 임하는 용감한 기사의 그것이다. 그는 “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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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밤이여， 오래 살아라， 백 년 전 년을 살아라1"라고 축원하며 싸움에 임하 

여 결국은 표트르를 쓰러뜨린다. 승리 후에 그는 “펜(=깃럴)이여， 영광 있으 

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치권력과의 싸움에서 문학의 궁극적인 승리 

를 희원하는 작가적 바람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이 싸움에서 패한 표트르는 

엘리자베타 밤에게 안녕을 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단 이 결투에서 아빠가 이김으로써 엘리자베타 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그녀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미 그녀의 예정된 운명을 알리는 종소리 

(“밤")부터 결말을 재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 16의 부 

제의 ‘벽시계’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시계는 점차 그녀의 종말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엘리자베타 밤은 아빠를 반기지만 아빠는 힘이 없어 한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 무척 지쳤다고 말한다. # 16에 등장하는 이반은 아직 엘 
리자베타 밤의 통제하에 있지만 그녀가 시키는 심부름의 내용을 자꾸 엉뚱하 

게 말함으로써 그녀의 상상력의 힘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 17에서 아빠의 마지막 대사 또한 이젠 대세가 기울어감을 말해준다: “오， 
여자들이란 말이야， 도대체 개념이 없어， 여자들의 개념이란 속이 텅 비어있 

지 여자들의 개념이란 이 경우 자신의 체포/죽음을 늦추면서 이제까지 드라 

마를 진행시켜온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력이었다. 그것이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조각들은 그녀의 불행으 

로 점철된다. 

4. r앨리자베타 밤j어|서의 실재 

이미 여러 불길한 정조들을 통해서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계에 침범해 들어 

왔던 실재는 이제 그녀의 상상적인 세계를 현실로 소환하게 된다. 예비적으로 

먼저 # 17에서 엄마는 자신의 아들 표트르가 엘리자베타 밤에게 살해됐다고 

고발한다. 이반 일리치가 눈에 불을 켜듯이 성냥불을 켠다. 성냥불은 무엇인 

가를 찾는 행위를 보조하면서 동시에 엘리자베타 밤의 가날픈 생명을 상징한 

다. 엘리자베타 밤은 엄마가 미쳤다고 말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아빠도 

옆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춤이나 추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도와줄 사람 

이 없다. 그녀의 상상력의 힘도 바닥이 났다. 사실 여기서 사건은 종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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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츰없다. 무대 풍경은 다시 방으로 바뀌며 엄마와 아빠는 사라진다. 엘 

리자베타 밤은 다시금 이 드라마의 출발상황으로 돌아간다. 그 상상세계와 현 

실세계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건 숫자， 혹은 정확한 계산이다. 

EJU13ABETA BAM: OHH ceíì lIac IIpH,[(yT, lITO 51 Ha ,[(eJIaJIa l 

MAMAIllA: 3x27=81 
엘리자빼타 밤: 그들이 곧 올 거야， 어떡해야 하지. 

엄마: 3x27=81 

여기서 3x27=81의 세계， 이와 동치인 다른 수식으로 표현하까면 2x2=4의 

세계이다 그것이 거꾸로 말해주는 것은 엘리자베타 밤의 상상석 공간， 그녀 

의 상상력의 세계가 그와는 다른 알고리즘의 세계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바퀴벌레’와 엘리자베타 밤의 싸움은 현설적 권력과 문학적 상앙력의 싸웅이 

었고， 이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는 것은 엘리자베타 밤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 18은 # 1 의 반복이다. 이 조각에 꾀해 극의 흐 
름의 인과적 연관성은 모두 파괴되고 「엘리자베타 밤」 속에서 ‘일상적인 논리 

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견해도 씨으나16)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자세하게 얽어온 바대로 # 18에서의 반복은 자체로 충 
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각은 ‘사실적이고 건조하며 

사무적’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즉 범죄자의 체포라판 일종의 공 

무수행과정을 그리고 있는 조각이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고 아무도 죽이지 않 

았다고 항변하지만 결국 그들의 손(권력)에 넘겨진다. 그리하여 그녀의 성냥 

불 같은 생명은 그결 끄기 위해 소방수 복장까지 하고 들이닥친 표트르 니콜 

라예비치와 이반 이바노비치 손에 달려 있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IIETP HI1KOJIAEBI1Q: I1MeHeM 3aIWHa BbI apeCTOBaHbI. 
I1BAH I1BAHOBI1Q (3aJlmra51 CIIHlIKY): CJIep;yíì Te 3a HaMH. 

표l르르 니콜라예비치: 법의 이름으로 당선을 체포한다. 

이딴 니콜라예비치 (성냥불을 켜며): 우리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마지막 # 19는 ‘오페라적 종결’이싼 부제를 갖고 있으며， 끌려가는 
엘리자베타 밤을 보여준다. 

16) 안지영 0996l ，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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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TP HI1KOJIAEBI1Q: EJIIf3aBeTa EaM, cnOKOtl: HO’ 
I1BAH I1BAHOBI1Q: CMOTpl1Te B Aa끄b nepeA co6o tl: . 

E.Jlli3ABET A BAM: A B AOMl1Ke, K.O'IDpb따 Ha rope, )')Ke ropl1T oroHerc. l'v1:b IIIill 

yc따caMl1 weBe끄51T， WeBeJI5IT. A Ha nel!Ke TapaKaH TapaKaHOBl1l!, B py6axe c PbI
JK l1M BOpOTOM 11 C TonopOM B pyKax Cl1Al1T.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엘리자베타 밤， 조용히 하시오! 

이반 이바노버지: 당선 저 앞쪽이나 보시오 

엘리자빼타 밤: 언덕 위의 집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네. 쥐들은 자꾸 수 

염을 움직거리고 있지. 난로 옆에는 타라칸 타라카노비치가 붉은 깃이 달린 

셔츠플 입고 양손에는 도끼를 들고 앉아 있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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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의인화된 타라칸 타라카노비치가 상정하는 바는 이미 여러 차 

례 언급했다. ‘붉은 깃’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바대로 시대적 맥락에 

서 볼 때， 그것은 소비에트의 권력이다. 도끼를 들고 앉아 있는 죽음의 형상 

에서 우리는 단적으로 그것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작가 하름스 

가 그 도끼에 희생되는 것은 엘리자베타 밤의 죽음 이후 15년 후이다). 

「엘리자베타 밤」을 읽으며 이상에서 주로 다룬 것은 작품의 Wt 속에서 재 

구성할 수 있는 Wd였다. 이 글에서 시도한 「엘리자베타 밤」 독해는 자신의 

제포/죽음을 유예시키고자 하는 엘리자베타 밤/작가의 사투가 무대라는 상상 

적 공간에서 어떻게 펼쳐지며 결국 어떻게 패배하고 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편， G. 로버츠는 「엘리자베타 밤」에 나타난 성(싼)정치학에 주목 

하면서 이러한 패배를 가부장적 세계관의 재현으로 해석하는데，I7) 이것은 남 

성(체포조)/여성(엘리자베타 밤)이라는 성별화 자체가 권력관계의 산물이자 

효과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메일라흐에 따르면 「엘리자베타 밤」의 기본 

플롯은 부분적으로 ‘라덕스’ 극장의 제작자이자 하름스의 친구였던 카츠만 

(G. N. Katsman)의 체포와 연관된 것으로 하름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27 

년 8월 16일에 체포되었다.18) 하름스가 이 사건의 무대화를 의도하였더라도 

17) Graham Roberts(996) "Poor Liza: the Sexual Politics of Elizaveta Bam by 
Daniil Kharms," Gender and Russian Literature: New Perspectiues. Rosalind 
Marsh(edJ,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Neil ComwelJ(ed.)(1991), p. 212. 물론 이 사건이 창작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는 
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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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남성이 아닌 여성익 성별이 할당되는 것은 그가 권력관계에서 언 

제나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타 밤」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성정치학이 아니라 정치학 자체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때의 정치학’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름스찰 포함한 오베리우트들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예술적 강령으로 주창한 바， 이것은 현실에서 지배 이데올로기 

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엘리자베타 밤」에 나타난 앙상계와 상징 

계(현실) 사이의 간극과 대립은 그러한 양립불가능성이라는 적대” 혹은 적대 

로서의 설재를 표시한다. 그들의 ‘실재예술’뜬 그런 의미에서 ‘실 내의 예술’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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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lt 

The Irnaginary and the Real in D. Kharms’s Elizaveta 8am 

Lee ,: Hyun-Woo 

D. Kharms ’ s Elizaveta Bam has been considered as a "manifesto" of the 

OBERIU theater, which emphasizes theatrical plot than dramatic one. 

Although it may seem absurd and nonsense at first sight ‘ the plot in 

Elizaveta Bam has its own logic, which can be viewed as a struggle 

between the imaginary and the symbolic. 

Elizaveta Bam, the heroin in the text is traced by two rnen for her 

having ki11ed someone, but insists her being innocent. This :IS the basic 

situation in the text, which rerninds us of the terror in soviet society. All 

she can do to demonstrate her innocence is to postpone arrest through her 

imagination, which basica11y intends to transform the real situation to 

harmless play or game. 

The rea1 in Elizaveta Bam is the antagonism between the imaginarγ 

wor1d constructed by its heroin and the rea1ity controlled by the political 

power, which after all succeeds in arresting her. This plot line in Elizaveta 

Bam shows that "the re떠 art" in Kharms means "the 따t of the real", 

manifestatÎon of the impossibi1ity in representing the social anta텅o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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