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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통을 히 JL 있는 이들 극인익 창자정향을 11 아도 암 수 있듯이 흑특한 

선체관련파 겨~먼스 중심의 역끼， 동양역득에로의 경도， 비수얀젠 E11 '1닉의 

사용 늠은 소비어1브기 오랫~.인 강잉 했던 사실주의 인냐에 대한 반필/성신P 

로 잉어선 딩사의 언너 l라운브 연극 집판든이 공유하딘 장작의 경행이었나 

하지만 더욱 증R 딴 것은 이듬이 미학가 늑성 이천어1 ‘저항’과 ‘혁신’이라는 

사회적， 정지적 깎수성으도 연디]히 JL 있었디는 사실이디 ~비이1드의 퉁제와 

가순에서 자유균운 이 독딘냐단늘의 다양한 헝시 실험의 기저에논 아방기르 

드적 서헝정신， 페테스드도이카가 가져다 줄 선복"11 디]한 기미가 지랴히고 있 

았고， 1980-90년대 는어1 이딘이 버인 모든 진위석이 예낌r 행위는 l 자체호 

기존 체제와 이념이] 디l 깐 직점적인 서헝의 뷰칫이기도 랬디 

L렌데 소비에드의 붕괴와 너분어 이 E 의 저항은 갑작ει11 .L 대상옥 상심 

하시) 핀다 서사보다는 f생가 긴상어11， 재현보다는 성;깐어1 십증하는 냐낌주의 

jjl 연의 역극석 특성음 보여수는 이든 작품의 생생한1 ‘겨~먼/→상’이 8F，c아취 

어1 그 기의듭 잃 /11 핀 것이다 대신 lα”년대 닫에서 낀)ü()년대 초어] 이브딘 

이들은 선혀 기디l히지 뭇했빈 현상이] 작 1건히게 된디 그것은 Jl.특히뇨 가닌한 

천위부대였먼 ‘아방기브L’기 필리고 소비뇌는 성황이다 이글은 여전히 더시 

이여극겨1의 수 fr-서1 럭과 궈]유 단피아는 행보특 jjl 속하고 있시만 .L와 무관하 

/11 그늘의 ‘아방기르二 인냐’은 포스~닌소비어i'느 묘화의 지?갱도에서 매우 ‘성염 
석’이고 ~I 가 있는 으로객드의 하나까 띠어 ul 런다 7) 너옥이 산력 있는 쇠은 

인슬기늘의 정우 서뉘 예술계의 재원ö3c 환농하는 정우기 많아 자본과 이글 

예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디 그~I 고 이이한 상핑은 11 수적이 JL 선퉁 

가인 인냐응 지지하논 기생 인냐인늘이 기 성 기난하고 천위직이었던 예술기 

들의 상업성을 비판히 JL 질색히는 흥미도운 현상으포 。]이지뇨 있디 

이지텀 핵개 -y:간드소 HI 에드의 아냉가닫t드 연극이 지해있는 쌍황온 매 우 

흥미묶고， 또 이맨 의미에서는 위대묶디 ]티 i 여선히 1..'.1 시아 연극계약 비 

7) 이미 여러 논자늘 011 의해 지적도1였듯이 에슬의 상업회 문씨는 아직까지 포스[도소 

닝1 에트 문화계/] 안고 있는 /]징 주요한 화두의 하 Lt이다 ? 비에트의 제도식 안 

산장치 턱문이] 이데올묘기적인 역압에 시딛랬을지언정 f 상업성의 문시]이] 직언한 

삭은 없있던 연극계의 경우능 더욱 선한 뒤산을 앓고 있다 1087년 이픽 라사아의 

극장늘건 김열 폐지， 애퍼도 ~q 7-생의 가유 등 국가의 역입 o 고 111 터 완산 "1 해방 

두1 마 퉁시에 파/]로부터의 경제석 독납이라능 새노운 :;1 응 시 '11 되았다 곡l스트 1~ 

"1 에딘의 상업성 논쟁이] 관하여는 얀지영 (~OIl7，，). ~OO-~OH을 감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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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각시키며 인이 "1 미의 시]포운 층위를 열이니|는 피칭을 흥미묶게 꾀석히] 

냈다 이핑꺼] 러시아 행식수의와 러시이 아냉가E 브는 서노어1 꺼] 앵감의 워최 

응 제공하며 긴밀한 공f 속에 생깅했다 

1980년대 말 모구시가 사선의 극반응 ‘포 E 말 1 이(형식(시행)석이)’호 벙벙 

했응 띠[ 그 기저에논， 자가글에기1 쓴아지먼 죠흥;깐의 별영인 ‘포브말느이‘블 

기꺼이 학피으1 벙칭으포 삼았민 ‘이사아 행식?의 의 아방가프드적 반、규정신 

이 자리하고 였었응 것이다(알려진 바대묘， ‘헝시주의‘뉴 소비어1 닌의 공시묘화 

가 가장 칠서히게 틴압했니 1 비 I덩이 강잭의 경향이었디) 더불이 푼르민느이 

극장’의 창작은 “오직 새호운 여]순 형식의 장조만이 인간에게 세셰익 경야음 

통려-~=- .Ji 사물들을 부휠시킹‘수 있디는 형식 7::.악지들의 믿l 응을 공유히 JL 있 

나 ~Gi 퍼]이1 λ:드로이카 시기 모구시 사다익 사끄러운 도센든은 자동화된 삶의 

지각응 깨우1 새균운 의마균 채우고자 하는 떨망P 도 기나 차 였었다 →날는， 

억압과 규재의 쌍정이딘 소비에드의 방맹이 사라꺼 시급 」듀의 도반온 많이 

순화되었지만， 새롭기1 펄치진 삶의 이띤응 지각’하고자 하뉴 일성민픔은 연힘 

이 없디 그[민 그의 '1퓨 속이1 그[펴지는 시l 게는 끼칠 i 뇨등스랙 JL 안울한 통 

사에， 독특한 서성생P 균 기나 자 있다 

모구시 여등등이 택아는 서사빙식 역시 20세시 는 이빙가딛브 여]숙의 서사빙 

시과 매우 유사하다 거의 넌든 식품에서 1ι뉘치는 승거리 증심의 산직 서사 

대끼 이 wl 시와 어1 피소브의 충듣노 극을 이끌어 가는데‘ 이는 ‘지}헌’이 아빈[ 

‘칭스’와 ‘f 생’응 정식행위의 간간。 균 성의했던 세기 초 아방기르L 예술의 

엽장괴 디프지 않다 ‘벌디미디이 연출가리는 벌 1성이 붙을 까큼 즐거 사용히 

뉴 무대 위의 C영성 역시 그 자세기 목직이 아니라， 이러한 ‘f생’가 계기글응 

필성화할 장치도 사용될 뿐이디 ~.의 자퓨븐 미리 정히]진 기익를 ‘선틸’히기 

나 ‘가]혀’하시보나， I1 표든의 즉Z] 석이고 역동석이 충듣 속에서 새노운 시의유 

생성히] 낸디 모구지가 TIl ~.넌스적 구성이니 배우들의 즉흥연기를 즐거 사용 

하는 이유1 극장이라는 믿덴 공간보다는 광장1 거리 둥 연린 공간음 선호하는 

이유 역시 이와 다브지 않다 그러한 i긴 속에서 기표글은 더욱 깅렬하게 부 

딪히 폭빈 하며 새노운 기의듀음 생싱파고 구성하끼 때문이나， 

그리고 그텅기1 생생핀 의미기 진짜 꼼응 입는 갓은 다듭 아닌↑ 싼객(’따귀 

맞은1 관객 )으1 머릿속이디 관객의 지각을 긴장사커 인식으1 대상을 ‘낯섣케 

~:;) Seiner. 49에서 λH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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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샤드’는 텍스트들은 절디l 그 지제에서 완걷필 수 없기 때분이디 ~.것은 “수 

양사의 ‘사동화’된 관셰석 감끽옥 진지]로 해서만 싱업년 수 있으매，”n l ‘사 

농화‘핀 지각의 틀응 깨 I든펄 띠)민 진정한 의미둡 기낄 수 있다 두 차례 서응 

국제공역예 ;r 지]유 찾았던 모구시가 작품의 구체석이 모티브에 관젠 과객듀의 

실묘글에는 성실하고 상세한 납번응 내놓았지만， 식품 껴지)의 의마듭 갇는 실 

문에는 두 번 디 인순히게 ‘해석븐 관객의 몫’。]이는 3십「븐 담으쿄 응한 것은 

결딘 우인은 아니다 :.m 그균테스三L하게 그려진 낫선 생(生)의 이미지글이 진 

정한 기으1 를 얻은 S은 우랴의 머덧속이기 때문이디 

3-3. ’오블렛을 요리할 불’ 배우 

이런 i 진 <'1 듭 난보한 ‘?검사’P 도 노래하는 1ιf치기 기 Z 정겨1 한 수밖에 

없는 것븐 아이도 세포유을 위한 시]포유’“선위를 위한 선위“ ‘형식을 위한 

헝시‘P 도의 유흑일 것이다 상염직 P 균는 생공했지민 별다른 예술직 평기블 

받지는 뭇한 서커스 〈크비가톡>이니 2C씨3닌 횡냥마스크 λ1상식 기]막식 등은 

새호운 행식에 대한1 진의가 내밀젠 의 ul 특 암선 경우라 올 수 있다 문론1 누 

구보다 모구시 자신이 이리젠 위힘싱음 자 안고 또 경겨1 힌다 」는 1992년， 

정제직인 이유균 참여했던 미커냐단파의 협픽 3:z. 5:.책닌블 자신윤 자신 여성이 

가장 뇨등스1..'.1 웠민 작업으포 기억깐디 미국 걱븐 ‘퍼 Et 낀스를 즐기는 푼 

스닌 _ll.던 냐단’이라논 명성응 는고 ‘포르말느이 냐성'"듭 초정했고， 어떤 내직 

동기도 없이 ‘푼스드모더니츄을 우]깐 Ej 스드모빈 퍼갚낀스’를 준비해야랬민 

L 끼간은 」 이후호도 벚 년 동안 지워시지 않는 쌍치유 넘 겼나， 이 사시의 

교훈을 모구치는 디유괴 같이 정리깐디 

포스디묘더니츰F 플가이아시 오을셋파 같다 딛갚f 챔 f 양파f 도마Ý. , 미 

추? 뷔 E 십이 1킹 2「 수 있디 디시 앙헤 싹견하 셔 ì~적c;l 요리。1 디 하지민 τ 

오을렛음 8."1 한 플을 찾지 돗한다년 그건 그셔 보기뉴 중지만 먹을 수는 

없는 이띤 것 ~l 뿐이디 피포깐깐노 "1 찬가지디 이 ]1J 리 LJI 만한 삿상녁과 지 

→적인 기슬을 풍원하여 F 생한다 하더라드 그섯윤 창주하는 사람늘의 마음 

26) 이징욱 ， 150 

~7) 이 011 관하여는 11 LLIl://hl og.11 a v er. C( )111/ sIla f~()( )::'，/(-이()IH07(i~199 (~()()5년 〈땅대닐의 악 

쿄〉 콩연 픽 ‘예숭/1 짜의 대화’ 역취콕， htqι/;'blog".navcr.conνspai21/140030l43422 

(~()()Ii년 〈개와 늑대 사이〉 강연 후 J예슬가와의 대화f 늑주)록)을 감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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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огда мне самому непонятно почему я занимаюсь

театром Е Ефрамова Русский Журна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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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нятие авангард становится товаром

Полякова Культура портал апр

Маска Могучего Л Румянцева Культура

с Межгород Ж Зарецкая



В живых бы остаться Какой там нафиг м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Н Белогрудова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Соколов С Школа для дураков

Урманцева А Школя для дураков Андрея Могучего

Шкловский В О теории прозы Москва



Резюме

Заметки о театре авангарда в постсовесткие времена

Андрей Могучий и Формальный театр

Ан Чжи Ен

В своей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Америке с целью познакомить

американских читателей с русским театральным миром в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етерубрск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Журнала Марина Дмитревская

называет Андрея Могучего единственным питерским театральным

авангардом Как известно корень авангардного театра в пост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можно найти в театральном андерграунде периода Перестройки

В данной статьи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режиссерскую эстетику последнего

авангарда Андрея Могучего Во второй главе исследуем творческий

принцип Могучего отрицающего систему репертуарного театра и

настаивающегося в системе театра проэкта В третьей глав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обенности режиссерской эстетики питер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во многом сходной с эстетикой авангарда прошлого века В

четвертой главе анализируя спектакль Школа для дураков сделанный

по мотивам одноименного романа Саши Соколова Школа для дураков

мы хотим показать конкретный пример театраль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Могуче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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