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로마쇼프의 풍자적 초기 희곡 연구
r 공기 빵 (B03 llY_ H 뼈 nHpO r) J 과

r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 (KOHeu KpHBOpYRbCKa)J 을 중심으로-

안병용

1.

들어가며 - 풍자 희곡 작가 보리스 로마쇼프

소비에트 드라마사를 연구함에 있어 1920년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혁명

직후 아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소비에트 국가는 내전이라는 소용돌이

를 거쳐 국가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고，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사

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 · 경제 · 문화를 망라한 사
회전반에서 새로운 논의와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 드라마 분야에서
는 영 웅혁 명 극 (repoìíKO - peBOÆOUHOHHa~ IlpaMa) 과 세 태 코미 디 (Õ blT OBajj KOMeIlH~)

가 시대적 요구로 인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세태 코미디 중 풍자 코
미디 (caTHpHQeCKajj KOMellJ쩌)는 과거잔재의 부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당대 현실

의 문제를 날카롭게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장르로 크게 각광을 받는
다. 그러나 전복을 통한 비판정신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있는 풍자 코미디장

르의 운명이
바와 같이

이어지는 소비에트의

역사 속에서

순탄할 리

없었고， 잘 알려진

불가코프 (M. 5YJIraKOB) 나 에르드만 (H. 3p1lMaH) 의

풍자극들은 계속되

는 출판금지， 상연금지라는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러한 탄압은 개별작가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풍자 코미디 장르 전반을 향한 것이기도 했는데 20년대에

각광을 받던 이 장르는 30 년대를 고비로 점차 사라지다가 스탈린 사후 해빙기
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1)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작가 보리 스 로마쇼프 (5. POMamOB) 는 바로 이 러 한

*
1)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φpOJIOB ，

B. , CYl1b6b1 JKaHpOB I1paMaTyprHH, M. , 1979.
H. , HCKyccTBo KOMeI1HH, Hay Ka, M. , 1978
KHCeJIOB , H. , 1ψo6J1eMbl COBeTCKofl KOMeI1HH, TOMCK , 1973.
φe .l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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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코미디 장르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작가이다. 혁명 직후 소비에트의 생생
한 현실을 질료로 하여 쓰여진 희곡 「공기빵 (B03 11Y mH 뼈 nHpor) J (925)2) 은 젊은

극작가 로마쇼프를 단번에 문학 이론과 비평계의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시켰다.

당시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 속에서 풍자 문학의 원천적인 존재 가능성의 문
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였기에 이 작품은 풍자코미디史에
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실의 문제를 자기화하는 것， 사회의 계
급 갈둥을 반영하는 것， 신구(新舊) 사회 체제간의 역사적 갈등과 사회 발전의
진보적 요소들을 묘사하는 것， 그리고 당대 소비에트 사회에서 낡은 것으로 치
부되던 모든 부정적인 산물들을 근절하는 것 등 당시 풍자 코미디 장르가 안

고 있던 주요한 문셋거리들은 이어 본론에서 살피게 될 로마쇼프의 「공기빵」에
서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찾게되었던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극작가 보리스

로마쇼프 0895-1958) 의 약력과 간단한 작품 소개가 필요할 듯 하다. 지방 극단
의 배우 가족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이미 아역배우로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섰던 로마쇼프는 극장의 상황과 매우 친숙한 극작가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키

예프의 아마추어 극단에서 활동하던 그는 모스크바 대학의 법학부에 입학했으
나 중도에 직업배우로 전향한다. 고골의 훌레스타코프에서 도스토엠스키의 라
스콜니코프에 이르는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냈던 그는 내전 시기 카프카즈 최
초의 소비에트 극장인 파티고르스크의 33사단에서 배우， 감독， 무대 감독 일을
병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 소설， 펠리에톤 그림 등에 다양한 재능을 보였다.
루나차르스키의 권유로 배우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 후 극작가이자 연출가，

연극 평론가로 성장해간다. 자신의 이론적 정향에 있어

러시아 고전적 전통과

가까운 정통주의를 고수하던 로마쇼프는 소수를 위한 탐미주의극과 형식주의
를 배격하고 당대 사회의 현실문제를 고발하고 소비에트의 도덕과 윤리， 삶의

진리를 설교하는 대중극을 쓰고자 했다 o 1922년부터 <이즈베스티야>， <극장과
음악>， <예술가와 관객>지에 실리던 그의 평론들은 자신을 극적(劇的) 리얼리
즘 전통의

확고한 지지자로 선언하고 있다. 로마쇼프는 「타렐킨의 죽음 J ，돈

벌이가 되는 자리 J ，숲」 둥의 메이에르훌드식 상연을 날차롭게 비판했던 것이
다.

이

시기

로마쇼프의

희 극인

(922) 는 당시 유행하던 서구의

2)

「하늘이

그를

구원하리 (Ero

cnacaeT

Heõo)J

희콕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케티라는

로마쇼프의 모든 작품은 다음 판본에서 인용된다 POMamOB ， 50' nbecbl, Mo , 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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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유부남 포인테이에르가 겪는 예측 불허의 사건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사랑하는 케티를 버린 포인테이에르는 분노한 케티의 모
친 푸딩부인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분신이자 살인자인 무정부주의자 벌이 등장해 더 큰 곤궁에 빠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파불라의 진행， 소극(笑劇)적인 기교 속에서 행복한 결
말로 끝을 맺는다. 보르좀(그루지야산 약수)， 갈스둑(넥타이)， 카스튜룰리(냄비)
등 의도적으로 우스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마스크-인물들은 끊어지는 듯한 전
보(電報)체의 언어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건은 코믹한 속도로 진행되
어 깊이 생각하거나 심리적 변화를 느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부르주아에 대한 풍자로서 이 희곡은 희극적인 슈셋 구성의 모방적 실

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개별적인 소극(笑劇)적-그로테스크적 기법들만
이 후일 NEP( 신경제정책)에 관한 그의 희곡들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시기의 초기작인 「하늘이 그를 구원하리」에도 코미디 장르에

있어서의 로마쇼

프의 의심할 데 없는 재능은 잘 드러나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슈셋을 구
성하고 다양한 코미디적 기법들과 기교들을 사용하는 그의 능력은 이 후 작품
들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3)

1924년

12월부터

「카자크의

일등대위

모스크바의

말르이

극장 스튜디오에서는 로마쇼프의

페지카 (φeJlbKa -ecaYJI) J 가 상연되었는데 내전에

쇼프 최초의 희곡 중의 하나인 이 작품은 1920년 가을 카프카즈의

극

관한 로마

역에서

일

어난 사건올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신의 희곡의 제목으로 로마쇼프는 카자크의
일등대위

페지카 셰를듀코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에트 초기

시민 전쟁에 관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지는 폭도행위가 갖는 비일상성， 자연발생
적인 통제불능의

힘 (CTIiXIi때HOCTb) 에

대한 숭배의

에트 초기에 시민 전쟁에 관한 다양한 해석 석한 -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

특히 적 · 백군을 나름대로 해

들을 담은 작품들 속에서 부농-무정부주의자는 멜로드라마적인 ‘악한’

의 특정을 지닌 가장 활동적인 등장인물이 되었다. 로마쇼프 주인공 카자크의
일등대위 페지카 셰를듀코프는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 특성을 지니고 있다. 페
지카의

3)

부하들에

대한 무대

지시도

일면적으로 특징지어져

있는데

한사람은

1925년 「하늘이 그를 구원하리」가 출판되었을 때 어떤 극장도 이 희곡에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 무대성 (ClIeHIit{HOCTb -

효과적인 상연올 위한 무대장치에 대한 작가의 배

려) 그 자체에 대한 작가의 추구가 이 경우 오히려 희곡의 성공적인 상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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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으로 부푼 혐오스러운 낯짝에 눈이 사악하게 빛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매

독으로 녹아 내린 코에

염증으로 부어오른 얼굴의

곰보이다’. 반면 긍정적인

인물인 가난한 카자크 적군인 마트베이 글로바는 무채색의 특정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페지카와 글로바， 그리고 페지카의 아내 안나 세르듀코바의 삼각관계는 작품

의 슈셋적인 축을 이루는데 타지(他地)의 폭도들의 무리로부터 고향으로 돌아
온 페지카는 안나와 마트베이의 아이를 죽이고 마트베이를 목매달게 되고 안
나는 적군의

진영으로 떠난다. 계급 전쟁은 피로 물든 사랑의

되고 첨예한 갈등은 진부한 삼각 관계의

틀 속에 흡수되어

관계로 끝나게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4) ‘아마도 작가 자신은 자신의 최초의 어쩔 수 없는 경험 부족함을 인식
하고 있을 것 이 다’라는 마르코프 (n. MapI<OB) 의

지 적 처 럼 로마쇼프는 낡은 극장

의 멜로드라마의 일상적인 형식을 단지 스타일의 새로움에 대한 암시 속에 재
현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5) 그러나 당대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킨 점은 이 작
품의 모든 다른 명백한 단점들을 덮을 만한 것이어서 「카자크의

일등대위

페

지카」는 클럽과 스튜디오에서 줄곧 상연되었다.
이어지는 로마쇼프의 희곡 「공기빵」은 앞서 개괄한 작품들의 단점을 극복하
며 작가에게

있어

현대의 소비에트적인 테마로 진일보하는 새로운 단계를 마

련해준 작품이다. 네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의 사건의 중심에는 풍자적 인
물인 협잡꾼 세용 락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초기

희곡들의

단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로마쇼프가 말하는 바 새시대가 요구하는 희독6) 으로서의 「공

기빵」은 풍자희극이

소비에트 현실에

재빨리

반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소비에트의 풍자문학， 좁게는 소비

4)

로마쇼프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r 폭흥 (WTOpM)J 의 저자인 빌-벨로체르롭스키 (B. 바J\JIb-

5eJlouepOBC I<Hll) 를 앞섰지만 그는 영웅혁명극 (repOHI<O-peBOnIDUHOHHa~ ApaMa) 스타일의

창시자로서 벌-벨로체르롭스키를 앞지르지는 못했다. 오히려 매우 본질적인 차원에서
「카자크의 일등 대위-페지카」는 조금 후에 쓰여진 라브레노프 (5. )]aBpeHeB) 의 「반란
(~Te*)J -

이는 형식상 멜로드라마의 기법으로 쓰여진 내전에 관한 희곡이다

-

과

유사하다.

5)
6)

Map I< OB ,

n. ,

“φeAbl< a-EcaYJI" // flp8SD8 ,

1925,

No.

34, 11

iþeBpa~.

1920년대 그의 문학 비평적 기사들은 그가 새로운 시대에 어떤 희곡이 필요한지를 이
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혁명적인 테마들은 계속해서 보다 더 자주 오늘날의 상
연목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극장이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피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것
이 다 "(POMamOB , 5. , TeaTpaJl bHble Oqep l< H / / XYDO:t<HHK H 3pHTeJIb ,

1924,

No.

1,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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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 풍자 코미디

장르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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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의

풍자 문학의

존재할 이유에 관한 찬 · 반 격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대 현실과 문학과의

생

산적인 상관성에 관한 논의들， 풍자 문학의 주인공 상에 관한 이견들， 극 형식
상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로마쇼프 나름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도

기적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와 연관 본 논문이 「공기빵」과 더불어 다
루게 될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 (KOHel\ KPHBOpblJI bCKa) J 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완결적인 로마쇼프의 결론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쇼프의 두 희곡 「공기빵」과 「끄리보르일스크의

작품상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 풍자코미디

종말」의

장르의 문제에 다가가

는 로마쇼프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11. r 곰기 빵 (B03 /.lYIIH뻐 nHpor)J - 소비 에 트 풍자 희 곡의 nHoHep
1925년 2 월 19 일 모스크바 혁명

극장에서

초연된

「공기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일반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작품에 관한 수많은 비평
들은 이 작품을 이제 시작되는 소비에트 드라마 부분에서의 큰 성과로 다루었
다: ‘큰 정치적

선별력과 탁월한 무대-극장적 재능으로 신선하고 개성

있으며

용감하게 자신의 희극을 썼다’， ‘이 작품에는 현대성이 살아 숨쉰다’， ‘살아있는
삶， 우리의 최근의 문제적인 현실， 소련의 일상， 동시에 극장의 법칙에 맞추어
예술적으로 승화된， 다시 말해 예술적으로 응축되고 섬화된 일상이 거기에

다’ 등의 찬사가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

있

잇달았고 곧 희곡은 여러 도시들에서

상연되었으며 작가에게 인기와 대단한 성공을 안겨주었다. 1920년대의 혁명적
드라마들과 동렬에 놓이는 이

작품에

대해 미쿨라책 (M. MHKyJIameK) 은 ‘이는 당

대적 삶의 질료를 예술적으로 변형시킬 가능성을 보여준 풍자 희극이면서 동
시에 드라마 부문 자체에 대한 공헌이기도하다’라고 쓰고 있다기
이 희극은 내가 제안한 테마에 대한 혁명극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쓰여
졌다. 작업기간은 지난 해 7월 -11 월이었다공기빵」의

테마는 1920년대부터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으나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소재로 취하고서야 이
테마를 문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희극의 목적은 지금까지 완전히 근절

7) MHKyJl ameK , M. ,

flyTH p l1 3BHTHJI COBeTCKOη KOMeOHH

1925-1934

rOOOB ,

npara , c.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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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구시대의 상업적 생활 양식의 어두운 측면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시간적 배경은 도시 신경제정책이 한창인 1922년 봄이다. 드라마의

핵심은 새로운 사회 대(對) 네프만과 투기꾼들의 싸움과 새로운 사회의 승리
를 묘사하는 데에

있다

<... >

당대적인 테마를 취급하는 러시아의 일상적인

상연목록의 극심한 빈곤함으로 인해 나는 그와 같은 영역에서 작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공기빵」은 이러한 의도로 내딛은 첫걸음이며， 작품
자체로 볼 때， 그 속에는 십중팔구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것이다.

1925년 〈新관객〉 잡지의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드러나는 로마쇼프의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로마쇼프의 극 이해와 풍자코미디 장르에 대한 그의 지속

적인 관심을 보여준다.8) 30 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의 극작활동의 시작에
관해 회상하며 로마쇼프는 다시 한 번 「공기빵」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다.
「공기빵」은 1925년에 상연되었다(혁명극장). 이 코미디의 토대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크라스노웬코프 (A. KpHCHO~eHKOB) 의

재판을 각색한 것은 아니다. 작가가[자신의

재판이

놓여있지만， 희곡은 그

필자 주] 희곡작품들이 가진 문

학적이고 예술적인 자질을 판단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희콕작업을 하면
서 힘닿는 한 그가 러시아 고전작가들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지적
되어야만 할 것이다.9)

희곡의 슈셋적 토대가 된 크라스노웬코프의 재판 (1924년 3월)은 소비에트 재

정기관의

남용실태를 파헤친 사건으로 이

소비에트 권력에

대표이자 당과

의해 산업은행 대표로 선출된 알렉산드르 크라스노웬코프의

비행이 고발되었다. 그가
들에 둘러싸여

때 前극동공화국의

BCHX 간부회의 일원이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네프만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패해갔다’. 고발 내

용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주위에 탐욕과 착복， 사기， 그리고 타락의 분위기’ 10)
를 만들었다. 그러나 로마쇼프에게 중요했던 것은 당대 독자들에게 있어 이미
오래 전에 센슈얼함을 잃어버린 슈셋의 토대가 된 사건의 특이성이 아니라， 현

실 삶에 대한 묘사의 핍진성， 전형화의 깊이， 자료의 예술적 성숙도， 충격적인
풍자의 힘이었다.

8)
9)
10)

HOB뼈 3pHTeJ1b ,

1925,

No.

6.
1953, c. 88.
1924, No. 58, 9

POMamoB , 5. , φaMaTypr H TeaTp , M. ,
lle Jlo KpacHo~eHKosa / / H3BecTHJ/,

Map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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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그는 자연주의적인 묘사의 유혹， 법적 사건의

재

현이나 그것의 해석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능숙하게 그 자료들을 다듬어나갔다.
로마쇼프는 사실을 택해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유형화하여 독창적인

예술 드라마， 풍자 코미디인 「공기빵」을 창작했던 것이다

예술적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실제 삶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희곡의 슈셋과 형상

로마쇼프는 자신의

을 살아있는 실제현실에서 찾았던 오스트롭스키 (A.

H.

OCTpOBCKl써)의 고전적 전

통을 따랐다. “드라마 작가는 적어도 허구가는 아니다. 그는 없었던 일을 꾸며
내지 않는다. 삶과 역사 그리고 진실이 테마의 기초가 된다 "11)

「공기빵」의 주인공인 공산주의자 일리야 코로므이슬로프는 투쟁적으로 혁명

적 활동을 한 과거를 가진 인물로， 내전 후에는 은행의 ‘붉은 은행장’이 되었다.
이는 1920년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붉은 은행장이 된 코로므이슬로
프는 점차 그를 둘러싼 사기꾼과 협잡꾼들의

영향 아래서

정치감각과 자각성

을 잃어간다. 그의 운명은 이후 소비에트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극적인 운
명의 맹아(朝흉)를 그 내부에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로마쇼프가 인
물의 ‘사회적 전형화’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의 풍자적 요소는 꼬로므이슬로프를 형상화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

다. 실지로 진실하게 하는 일 없이 이 일 저 일에 쫓기는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그의

계속되는 반복어구인 ‘짧게 !(Kopoqe!) ’와 간절한 한 방문객의

청원을 외면

하는 장면은 관료주의의 허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코로므이슬로프가 속기사
룩시나에게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에서 쩔렁거리는 주화가 다 뭐냐’라는 기사를
받아쓰게 하는 1 막 4장의

코믹한 에피소드는 마야롭스키의

조정국장인 포베도노시코프가 타자수 운제르톤에게

「목욕탕 J 2 막에서

기사를 받아쓰게 하는 장

면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두 인물들간의 중요한 차이는 마야롭스키의 포베도노
시코프에

대한 형상화가 전형화에

성공하고 있다면 코로므이슬로프는 불확실

하게 형상화되어있다는 점이다. 로마쇼프는 자신의 인물에게 풍자적 장르가 요
구하고 있는 특징의 부여 여부를 결정 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피날레에서 前 ‘붉은 은행장’은 다음과 같은 따뜻해진 참회의 말을 한다.

“< ... >
1.I eCKHM

Ho Kopo뻐 C JlOB He no tlJl e l..l. CJI빠ne Bbl l H Mor npellaBaTbCJI KOMMep

HJlJlI0 3H Jl M, JI Mor He nOHHMaTb Toro , 1.I TO lle Jl aeTCJI BOKpyr , HO

npellaBa Jl paÕ0 1.lHX HHTepeCOB. KOpOMblC Jl OB He ÕOHTCJI CYlla. OH *lleT ero."

11)

OCPOBCKHll , A. H. , 0 TeaTpe ,

1-1., 1941 ,

c.

150.

껴

He

러시아연구 제 8권 제 1 호

90

“< .. > 그러나 코로므이슬로프는 비열한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업가의 가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었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노동자의 이익을 팔지는 않았습니

다‘ 코로므이슬로프는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므이슬로프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2)

끊임없이

동요하는 지식인 뿐 아니라， 국내전의

수많은 전투지휘관들도 이

시기에는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의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했었기에 네프 시기의
문제점이란 진정으로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는 정치적인 자기정립
과 선택의 시기였던 것이다.
‘코로므이슬로프의 테마’에 관하여 ‘광대하며 적절한 테마’라고 쓰고 있는 루
나차르스키 (A. }]YHaqapCKI깨)는 동시 에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 판적

발언을

덧붙인다: “ ... 그러나 그 중심 의도는 全 희곡의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 >

일상의 파도는 은행장을 완전히 소극

적으로 이끌었고 이 파도에 이끌려진 인간-뚱보의 내변을 우리는 전혀 들여다
볼 수가 없다. 드라마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 심리학이 무대에는 펼요하지

아마도 이것은 아직까지 로마쇼프

않다고 간주하는 입장에

속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한편 코로므이슬로프의

형상이 보여주는 불확실성과 상당한 심리학적

미완

성은 극작가가 긍정적인 주인공의

성격을 매우 부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긍정적

주인공에

문제는

1920년대 풍자 희곡에

대한 부정확한 성격화의

있어 ‘일반적인 것이었다’. 네프로부터 자라난 실업가들

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보다는 정부 리따에 보다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붉은 은행장’의

형상은 그 본질상 긍정적인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정치적으

로 도덕적으로 불분명한 공산주의자는 희생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는 작
품 속에서 풍자되고 있는 일련의 다른 등장인물들 속에서 자신의 조그마한 자
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베스킨 (3. EecKHH) 의 평가에 따르면 혁명극장의 무대에서 이 역할을 한 M. 리

쉰은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연기함으로써 코로므이슬로프의 타락과
비의도성을 강조할 수 있었으며 그로써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었다’ 14) 그러나

12)
13)
14)

POMaIDoB , 5. , [JbecbI, M. ,

1954,

c.

J1YHa'mpC I< HIl, A. , 0 TeaTpe , 끼.，

174.
1926.

5aC I< HH , 3. , “B03 ll)'IDH뻐 nHpor" // HOBbllt 3pHTeJ1b ,

1925,

No.

9, 3

Map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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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공식적인 비평은 전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비평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로마쇼프의 보다 더 탁월한 풍자적 통찰력과 날카로운 관찰력

의 완성도는 오히려 로마쇼프가 네프시대의

협잡꾼을 묘사하는 데에서 잘 드

러난다고 여겨진다. ‘손가방을 들고 날아 들어와서 첫 번째 보이는 자리에 옴
을 던진다 (BJle TaeT c nOpT빼J1eM ， 6pOCaeTc~ B nepBOe nOnaBilleeC~ KpeC JlO) ’, ‘폭
탄처 럼 거 리로 날아나간다 (BblJleTaeT ， KaK 6oM6a , Ha

YJlliUY) ’

등의 지문과 사기

꾼들 사이에 암투대처와 다음 계획을 짜는 능력을 보면 세몬 락의 몽의 움직
임과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빠르다.
그는 조그마한 좀도둑이

아니라 거대한 야수(육식동물)이다. 일프와 페트로

프의 소설의 오스타프 벤제르와 유사한 ‘대음모가’ 세용 락의 형상은 재미있는
투기꾼의 형상을 그로테스크할 정도로까지 응축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속이
빈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

이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회 풍자 테마의 영원성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에

자신의 사업에 ‘붉은 은행장’을 끌어들인 기지

넘치는 투기꾼 세온 락의 모든 사업은 그 본질상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세몬 락은 희곡의 중심인물이다. 이 희곡의 시작은 락이 과자점에서 기이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케이크를 주문하는 장면이다.

. MN XOTHM DaTb B 3TOM rrHpOre 3M6J1 eMY HamerO rrpeDrrpH~TH~X. B~ rrOHH
MaeTe , rrHpOr - Hama HDe~. TIHpor H3TIa , rrOHHMaeTe? 3TO He rrpOCTOe y l< pame
뻐 e ... KOHDHTep Cl< Oe BOrr JlOmeHHe HamerO rpaHDH03HOrO De Jl a!"(c. 70)
. 우리는 이 케이크 속에 우리 회사의 엠블렘을 넣고 싶습니다 자， 아시
겠습니까， 빵은 기념비입니다

빵은 우리의

이데아입니다. 네프 시기의 빵， 이

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 우리의 웅대한 사업이 빵
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1"

세몬 락의 ‘웅대한 사업’은 ‘미국으로 난 창문’으로 계획된， 새로운 속 빈 기

업을 창설하려는 것이었다. 락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로마쇼프는 풍자가， 즉 폭
로자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작가가 다른 인물들을 뒤로 끌어내리는 자신의
풍자적

인물의

이름의

상징성 (paK 가재)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희곡

제목의 다의적인 상정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락과 그의 무리들은
빵을 맛볼 운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건이 진전됨에 따라 그들의 계획은 더욱
더 무상해졌고 락이 자신의 모험적인 계획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했고，
이후 ‘묘비’와 흡사하게 생긴 것으로 밝혀지는 빵-기념비는 허세， 공허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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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인들의 탐욕의 상징인 ‘공기빵’이 되었다.
희극 「공기빵」에서 풍자라는 사회적 테마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극작법의 정

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쇼프는 당시 떠들썩했
던 협잡꾼에

대한 재판 과정의

해괴

망측한 세부 사항들을 거의 축어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정 정도 예술적 전형화의 가능성을 좁혀버렸다. 재판기록과의
축어적인 일치로 인해 이 작품의 세부적인 일화들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칼
럼적 해석을 보여주는 성급함과 센세이셔날한 평론의 경박함을 공유하게 되었
다. 간혹 로마쇼프는 풍자 장르에 대한 지나친 집착(:I<aHPH3M) ， 기지로 인해 비
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웃음이 언제나 긍정적인 주인공들의 동반자로 등장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 웃음은 무관심한 제삼자적 관찰자의 권리로 무사태평
하게 희곡 전체를 돌아다닐 뿐이다. 고콜이 웃음은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 비평가는 로마쇼프의 희곡에서 ‘지나칠 정
도의

장르적 소재의

유혹’을 발견하였다. 콜초프 (M. KOJIbUOB) 는 ‘현실재판의 사

진적인 복사는 희곡에 어떤 불필요한 역겨운 분위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결함은 지나친 무게와 희곡의

조야함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로마쇼프가 자신을 활기차고 예민하며 사회에 대한 식견과 어떤 철학적
인식을 지닌 풍자가로 소개한 것’을 반박할 수는 없었으며 젊은 극작가의 과단

성과 독자성을 감지했다: “「공기빵」에서는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소비에트 세태의
하며 눈을 내리까는 순진한 여학생이

갖가지

어두운 측면들 앞에서 부끄러워

아니다 "15) 다른 자리에서 로마쇼프의

희

극을 언급하면서 콜초프는， 이것은 ‘최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에트 사회

와 관련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그것에 의해 생성된 희극들 중의 하나이자

<... >

우리의 소비에뜨적， 네프적 시대의 일상적인 세태가 가진 ‘벌어먹을 문제들’에
대한 문학적 반영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는 희곡들 가운데 하나’라고 반복하고
있다 16)

「공기빵」을 초연한 혁명 극장과 그곳의 배우들， 연출가 그리피치 (A. rpHIlHt:f)
에게서 로마쇼프는 열성적인 지지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극장은 논쟁적인 열
정을 가지고 선언하였다: “희곡 「공기빵」의

상연을 통해 혁명

극장은 동시대

극장의 예술 사회적 경향에 있어서의 변혁을 발견한다. 그 변혁은 동시대의 세
태극 창조에 접근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17)

15)
16)

KO Jl bllOB , M. , “ B0 3JlymH뼈 ITHpOr" (TeaTp PeBO JlIOllHH) // np8B08 ,
KO Jl bllOB , M. , 3 I< 3aMeH I< pHTH I< e / / HOBblR 3pHTe.nb ,

No. 45 , 24
1925, No. 9, 3 MapTa.

φeBpaJJ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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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적 (ÕbITOBO인)’이라는 단어는， 물론， 어떤 보다 복잡한 그 무엇， 즉 루나차
르스키적 구호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 ‘극장성 (TeaTpaJlbHOCTb) ’과 세태를 종합
하고

있는 리 얼 리 즘 적

세태적인

것 (peaJlIiCT IiQeCK뼈 -ÕbITOBOη) 을 의 미 한다

기빵」의 연출자들이 이 극을 전 소비에트 극장에

공

있어서 ‘변혁적인 것’으로 간

주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희극이 지변에서 얻은 반향도 특징적이다. 소
볼레프가 〈新관객>지에

실은 비평의

제목인 “추악한 유슈케비치인가 아니면

동시대의 ‘검찰관’인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

현실적으로 로마쇼프의

희극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극장 토론의

노선， 즉 ‘세태에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문제의 지속이었다
루나차르스키를 추종하면서
이고 깊이

근본적인

일부 비평가들은

소비에트 예술의 주요 임무를， 세태의 사실주의적

있논 묘사 방식으로 동시대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았고공기빵」을

소비에트 혁명극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서 환영하였다.

1920

년대의 극장에는 선동적이며 선동용 포스터식 장르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주어
져 있었다. 동시대 극장은 새로운 소비에트 리얼리즘 극에 도달해야만 했다.
콜초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기빵」은 우리의

현대적 삶을 소재로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생생한 리얼리즘 연극이요， 공산주의자들의
희곡에서 현대성， 생생한 삶， 우리의

세태극이다.

최근의 고무적인 현실， 소비에트 세태가

샘처럼 쏟아지고 있다 "19) r 공기빵」의 초연이 있고 나서 2 년 후에 씌어진， 로마

쇼프에 대한 최초의 문학비평 논문의 저자인 바크스 (5. BaKC) 는 그것을 ‘동시대
세태극 기법의 선구자’로 칭송하였다 .20)

「공기빵」을 가장 뜨겁게 지지하는 이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평가들은 희
극에서

자연주의의

특정들을 발견하고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당시의 비평가들이 개별 극작가의 지닌 개인적인 약점들과 결
합되어있는 개별적인 결함들을 전체 소비에트 극작법의 발전에
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경향들 -

사적인 특징들로 설명되어진다 -

있어서

역사적

이러한 경향들이란 그 당대가 갖는 역

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로마

쇼프의 희극을 역사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에 와셔야공기

빵」의 어떤 묘사 방식， 장르주의， 실상을 그대로 복사한 슈셋， 이 모두가 단지

17)
18)
19)
20)

HOBblB 3pRTeJlb ,

1925,

No.

6,

c.

11.

C060 Jl eB , CeBepH뼈 IOmKeBI앤 H깨 HOBblA

KOJl태OB ，

1.1.,

“ PeBH30p"

3K3 aM eH KpHTHKe / / HOB없 3PRTeJIb ,

ν HOBblB 3pRTeJlb ,

1925,

BaKc , 5. , llpaM aT ypr 5. POMamoB ν Ha JlRTepaTypHoM

13, 9
nOCTY, 1927,
No.

1925,

Map Ta.
No.

24.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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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가의

경험

부족과

기법의

완성도에

있어서의

미숙함의

결과가

아니라

1920년대 극작법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주의의 ‘잔재들’의 전형적인 예임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쇼프의 재능이 번득이는 이 희곡은， 풍자 희곡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당대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전체 드라마 분야에서도， 개별적인 희극 장르에서도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난점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공기빵」에

존재하는，

소비에트 풍자 희극의 주된 발전 경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연
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세태묘사( ÕbITOBH3M) 에서 세태 (ÕbIT) 로의 웅직임이다.

로마쇼프의 희곡은 1920 년대 희곡에서 당대 소비에트적인 소재에 기반한 수
준 높은 사회적， 세태적 희극 장르를 확립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에트 극의
얼리즘의

획득은 「공기빵」의

리

경우 무엇보다도 1920 년대 희극 작가들 중 최초

로 로마쇼프가 시대의 중심적인 갈등， 신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상태에

있는 러

시아에서 계급 투쟁의 본질을 반영하는 갈등을 희극의 토대로 삼는 데 성공하
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로마쇼프의

희극에서

포착되고 있는 당대

현실의

다양한 현상들의

흐름은

‘네프의 주인공들’의 갖은 이상비대한 헛된 꿈들과 갈등이 보여주는 코믹한 부

조화， 이러한 ‘삼일 천하’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사유에 의
해 조명되어진다. 여배우이며

코로므이슬로프의

정부인 리타의

대사가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 Bce paBHO 3aBTpa BCeX BaC

1I0rOH .sI T

1I0JJO ll< eHHOrO

CpOKa... Pa3Be BbI He

3 BaJJ a ,

BbI

'1 TOÕbI

1I0llrpaJJII 11

B Tpll meR! ... 11 He

'1 yBcTByeTe

,

'1 TO

lI<II3Hb

ymllJJII? KT。 뻐? IIp.sI Hb , HaK lIlI b ,

“내일 당신들 모두 목덜미를 잡혀

lI<lI Tb

BaM ÕOJJbme

HapO 'l HO BaC BbIlI eHa! ... "(c.

147)

끌려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신들은

제명을 다 살지 못할 겁니다 ... 정말 당선들은 삶이 그대들을， 패배하고 물러
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들
은 누구입니까? 쓰레기， 더껑이， 거품에 지나지 않아요! ...

희극의 주요 인물인 세온 락은 단순히 협잡꾼이 아니다. 그는 열광자， 국제
적인 규모의 사업을 꿈꾸고， 자신을 ‘프로메태우스’， ‘에펠 탑’ 등으로 상상하는，
네프 시기의 ‘시인’으로 제시된다.

로마쇼프는 네프 시대에 갑자기 삶의 표면으로 부상한 벼락부자들의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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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풍자적인 전형화로부터 벗어났다. 삶의 다채롭고 유동적인 사실들 속에서

주요 고리를 탐지해내고，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관점에서) 상호 대립하는 세력

들에 대해 정확하게 사상적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전망， 투쟁의 결말을 내다
보고， 간단한 스케치에서 보펀적인 형상들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
이 로마쇼프가 단순히 풍자적일 뿐 아니라 리열리즘적이기도 한 희극을 창조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자신의 희독이 가진 문체적 특징에 대해 말하면서 로마쇼프는 ‘성격과 상황
의 결합을 과장해야만 했던 펼연성’뿐만 아니라 ‘그로테스크의 응축성’을 상기
시킨

바 있다 2 1) 그러나 로마쇼프의

다. 로마쇼프의

희곡에는

「공기빵」의

현실을 완전히

모든 것이

왜곡시켜버리는

근본적으로 슈셋， 상황， 성격들은 삶이 지닌 개연성의

그런

것만은 아니

예술기법들은 없다.

틀을 넘어서지

네프시기의 거대 상업주의의 허상과 환영에 대한 풍자적

않았다.

엠블렘인 거대한 ‘공

기빵’이 등장하는 피날레는 희극이 가진 리얼리즘적-세태적인 全구조를 관통하

는 통일과 완성의 장변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소비에트 희극의 문체 분류의 토대에 구체적-세태적인 요소(현
실태)， 가상적인 요소(잠재태)의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한다면 「공기빵」은
현실을 그 고유한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구체적

세태적인 원칙이 지배적일 뿐

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기능 하는 희곡 중 매우 성공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다.
「공기빵」은 소비에트 드라마사에서

최초의

소비에트 희극으로 자리잡게

되

었고， 이 후의 풍자극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희곡은 갓 뛰어든 많은
소비에트의 드라마 풍자작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공기빵」에서 드러나는 로마쇼프의 형상들은 그 모든 단점들과 무대성 (cue
HM 'I HOCTb) ,

장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작가는 당대의 세태 코미디의 가능한 발전 방식 중 하나를 제시하면
서

루나차르스키의

유명한 요소， ‘오스트롭스키를 향하여

뒤로 가라! (Ha3all K

OCTPOBCKOMY!)’에 대 한 나름의 답변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이 다 .22)

21)
22)

HOBblR 3pHTe J1b ,

1925, No. 6, c. 6.

한때 루나차르스키는 로마쇼프의 초기 작품들과 비평 활동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후
기 작품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루나차르스키의 지지

는 극작가 로마쇼프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이념적인 내용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의 새로움 속에서 혁신을 추구했던 극작가 루나차르스키의 실제
창작 역시 로마쇼프에게 영향을 주었다. 루나차르스키와 로마쇼프의 희곡들은 몇몇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전통적인 극 형식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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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r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 (KOHeQ

KPHBOpWRbCKa) J

- 질타적 풍자에서 건설적 풍자로
로마쇼프의

다음

작품인

풍자적

멜로드라마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에서

벽촌인 구(舊)크리보르일스크는 파멸을 향해 치닫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롭게

변신한 레닌스크가 세워진다. 도시

암시적이다 -

KpbIBOpblJl C K 는 KpblBoe p bIJIO(찌그러진

이름들의 상징성은 대단히

낯짝)， J1eHHHcK 는 물론 J1eHHH 에서 유래한

것이다. 1920년대에 이러한 개명은 흔한 일이자 동시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재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의 구성원
들 -

‘타고난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며 사기를 일삼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으

로부터 뇌물 받는 재무감독관 코르진킨， 크리보르일스크의 반(反)혁명주의자들

의

친구인 회계원 올체나쉬와 같은 인물들이

형상화되었으며

이러한 속물적

소시민들은 레닌스크의 재건이라는 기획에 대립되고 있다.
「공기빵」에서처럼 로마쇼프는 재치 있는 희극적 분위기와 생생한 관찰력， 세

태 장르적인 디테일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로 사라져가는 舊세계를 묘사해낸다.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의 초연을 본 인버 (B. I1Hõep) 는 다음과 같이 썼다: “희

극은 매우 흥미로운 일련의 순간들을 전달하고 있으며 놀라울 만큼 견고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진 인물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이들이 여태까지 무대적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로마쇼프는 문자그대로

그들을 삶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했고 마치 딱정벌레들을 표본 하듯 날카로
운 펜 끝으로 종이에 못박았다정)

새로운 세계의 적들， 쿄로진킨과 올체나쉬의 세계를 심판하는 장면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며 축적되어 가는 에피소드들의 연쇄는 점차로 그 자체가
심판하는 가치세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가치세계는 미묘한 풍자적 분위기를

낳았는데 이 풍자희극은 사실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었다.
웃음을 통해 절멸시키는 예술， 인물들의 진정으로 희극적인 자기 폭로와 상호
폭로의 예술은 극히 노골적인 교훈성을 지닌 인민재판이나 하루살이에 불과할
뿐인 선동물에 비해 명백하게 우월하다. 교훈성을 드러내는 다른 종류의 선동
물들에 대한 명백하게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새로운 희극에서

웃음은 이미

풍자가-로마쇼프와 그의

긍정적

다

23)

HH6ep , B. , He TOJlbkO 0 nbece / /

HOBblR 3pHTeJ1b ,

1926,

No.

13, 30

Map Ta.

주인공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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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자로 등장한다. 구(舊)도시 크리보르일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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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과 사건들은 레닌스크

주민들의 새롭고 신선한 시선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펠리에톤적인 스케치
인 「공기빵」과 비교해볼 때 근본적인 진일보였다

로마쇼프는 여기서 낡은 것

과 새로운 것의 대조라는 희극 기법을 사용하였다.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에서는 희극성과 작가의 풍자 자체가 변화되었는데
이는 새 사회

이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네프시기의 속물적 사기꾼들과 사회부

조리를 비난하는 채찍질하고 질타하는 풍자였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주인공들
을 주된 등장인물로 등장시켜 그들의 삶의 고뇌

새로운 시대 건설 노력 등을

보여줌으로서 건설하는 풍자로 질적 변화를 한 새롭고 전망적인 것， 동시에 혁
명적인 것에

정향된 풍자였다. 작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과연 풍자적

희극에

긍정적인 주인공들이 필요한가’라는 이후의 논쟁들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에서 로마쇼프는 그러한 인물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공기빵」에서
긍정적 인물들 (rycapoB ， KphlWKHH) 은 무대의 등장 횟수나 대사 면에서 큰 역할
을 차지하지 못하고 부정적 인물들을 받쳐주는 엑스트라와 같은 보조적 기능
만 담당하였으나
작품의

전면에

「크리보르일스크의

등장하게

되는

종말」에선

것이다.

긍정적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벽촌집행위원회 (ye3 1lHbIH YHCnOJIKOM) 의

의장인 안드레이 부드케비치나 군사 위원인 세르게이 메호노쉐프， 신문 <코윤
의 등대〉의 일꾼들， 콤소몰 당원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물론 작가는 자신의 주인공들을 아직

형성과정에

있는 성격들로， 그리하여

그 가능성을 끝까지 다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 인물들로 제시했으며 이들 인물

들의 전형화는 이후의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극의

진행

속에서

인간인 집행위원회

관객들은 소비에트의
의장 부드케비치는 삶이

미래와 사회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첫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민중과 당에 헌신하는 인간이었던 그
의 사적인 인식에서는 새로운 소비에트의 도덕성이 기형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도덕성은 문학 속에서 사상성을 강하게 요구한 소비에트 정
권의 요구로서 사랑하는 여인인 나탈리야 무글라노바의 출산에 대한 부드케비
치의 다음과 같은 태도는 그 좋은 예이다.

“k뻐 TOJl b l< O TeM 11 C'-!a CT JlIIB bI, qTO CBOOOIlHbI OT BCeX 3TIIX npe Jl eCTe l!.... MN

Ha nocTy. HaM

He Jlb3~

IIMeTb lleTe l!.

Bo 3 I1 TbC~

C ne Jl eH l< aMII -- lle JlO

6yp*y a3H퍼X

MaMam.
“우리는 오직 이러한 모든 기쁨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행복하다

<...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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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보초 경계 근무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기
저귀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부르주아지의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24)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태도는 당시에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었던 것이다.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도덕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작가는 로자 베르그만을 무대에 등장시키는데 그녀는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신성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오직 당의

일만을

사랑하는 부드께비치와 같은 인물이다. 민중에 대한 봉사와 정의라는 이념 속
에서 콤소몰을 통해 양육되었던 그녀 속에서 선한 성격은 당시 일부 소비에트
젊은이들에게 퍼져있었던 외적인 조잡함과 뒤섞여 존재한다. 로마쇼프에 의하
면， 극단적이고 모났으며 논쟁적인 그녀는 세계를 새롭게， 자기 식으로 변화시
키러왔던 자들 중의

하나였다. 자신과 연인

대화 속에서 로자는 자신의 원칙 근성인 것

관계인

예브람피

르이바코프와의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고， 가정생활은 속물

을 단언한다. “잣주전자 뚜껑을 수놓은 사모바르가 나을지도 모

르죠. 찬장. 이인용 침대. 카나리아， 매주 토요일엔 온 가족의 목욕， 매년 봄에
는 새 로운 기 저 귀 들 (Pa3yMeeTC$l，
KP뻐 KoR.

lIy 'i me

CaMOBap C

'i aRHHKOM

n021 B$l 3aHOR no-

5y!þ eTHK. llBycn aJI bHa $l KpOBaTb. KaHapee 'i Ka. 110 cy660 TaM CeMe 꺼Hble 6aHH ,

a Ka*ayw BecHy HOB에e ne JleHKH)" -

로자는 경멸적으로 이렇게 외친다.잉)

〈코윤의 둥대> 신문의 부편집장 예브람피 르이바코프는 사랑에 관한 질문
을 그토록 가볍게 바라보는 로자 베르그만에 대한 서정적 고뇌 속에서 살아간

다. 로자와 예브람피의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꾸며진 전통적인 코미디의 불변
의 사랑의 이야기이자 소비에트 시대에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랑의 형식 -

그

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트랙터나 당의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것 -

이다

런데 소비에트 희극의 형성 초기 단계에서 사랑의 테마는 작가가 주인공의 내
적 세계나 그의 전체적인 기질， 그의

경험적 직접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이러한 사랑의 슈셋적 흐름은 초기 소비에트 쿄미디 희곡들에서 빈약했던
심리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예브람피 르이바코프의 사랑 고백에 로자는 여
자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가정 용품도 아니라며 그의 사랑을 속물적인 것이
라 단정하는 장면 (207쪽)과 메호노세프와 로자의 사랑 관계， 로자를 둘러싼 르

24) POMamoB , 5. , flbeCbl, M. , 1954, c. 191.
25) TaM :l< e. , c.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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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코프와 메호노셰프와의
야 -

연적관계 (215쪽)

임신은 자연스러운 것 -

임신을

와 부드케비치 -

금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 주의 과제 가 있다 은 풍자 멜로드라마라는 작품 장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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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드러나는 나탈리

임신은 속물적 근성이고 지

의 사랑의 갈등관계 (1 91 쪽) 등

멜로드라마의 성격을 대변하면서

「공

기빵」에서의 부족한 섬리묘사와 갈등 묘사를 보강해준다. 미크로노소프의 대사

는 당대

젊은 공산당원들의

사랑에

“전세계적인 문제야: 질투와 광기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CTBO. MHpOBa51

쪽) 이

어린 열정

전세계적인 수수께끼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 (MHpOBO다

3arallKa!

희극에서

대한 고민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

Bonpoc:

peBHOCTb H 6e3yM-

KaK pa3pelllHTb C MapKCW!eCKOìl TO t.I KH

생생함과 자연스러움이

3peHH5I?..)끼 216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 예브람피가

친구들과 맥주 잔으로 자신의 축일을 기념하는 때인데 로마쇼프는 가벼운 유
머로 예브람피와 그의

친구들을 형상화한다. 겉보기에

인물들인 두냐 카쉬키나와 구세프 역시

둔하고 시골티가 나는

혁명의 시대에 모든 젊은이틀이 추구

하였던 혈기왕성하고 들끓는 삶을 갈망하였다.
극의 주인공들 중 훨씬 성숙하고 풍부한 경힘을 지녔으며

정신적으로도 풍

요한 사람은 군사위원 메호노셰프이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한 거대한 사랑을 가
지고 있었고 자신의
그의

당의

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인물이다.

형상은 소비에트 드라마 분야에

있어

최초의 성공적인 볼셰비키의

형상

들 중 하나이다.
광범위한 대중을 향한 지향 그 자체로 인해 이 작품은 도식적이고 단선적인
성격을 띠게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리열리즘적 세태적

형상화라는 자신의 예술적 원리에 충실한 로마셰프는 구체적인 일상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는 낡은 일상과의 접전 속에서， 새로운 삶의 건설을 위한 투쟁 속
에 주인공들을 제시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우주적인’ 걱정들을 지닌 도식화된
극의 등장인물들에 단순하고， 평범하고， 대지에 견고하게 발딛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풍자적인 희극의 문제틀을 이해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에서 로마쇼프는 1920년대 극작품들에서 매우 긴요
했으며

r 공기빵」에서

레닌스크의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던

사람들은 사건

전개에서

긍정적인

인물들을 창조하였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군

세바스티야노프와 연루되었던 청년동맹원 나탈리야 무글라노바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예술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확신 어린 혁명 사상의 승리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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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야 무달라노바는 긍정적인

인물들과 부정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그녀

의 운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극의 중심

인물이다. 1920년대 공산청년

동맹원들의 색다르고 생생한 하나의 유형인 그녀는 ‘즐거운 낙원’이라는 식당의
주인， 로드쥐킨의 수양딸이다. 그녀가 자라난 부르주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

자 나탈리야는 집을 나와 콤소몰의

대열에 참여하고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가

기로 계획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굳건하게 매듭짓고， 과거를 썩은 이빨처
럼 뽑아낸다 (TyrHM

y3JIOM nepeTjjHeM Hamy 60JIb H BbITjj lIlHM npOmJIOe , KaK rHHJIOH

3y6) ’라고 나탈리야는 부르짖는다 .26) 그러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말

처럼 쉽지 않았고 로드이쥐킨의 아들이자 과거의 백군 세바스티야노프는 그녀
를 선동하여 반혁명의 음모로 끌어들이려 한다.
로마쇼프는

세바스티야노프의

형상을

예술적

강렬함과

극예술적

장인성을

가지고서 솜씨 있게 그려낸다. 이 인물은 무한한 속물성과 냉소주의를 지니고
있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진정한 것이 아닌 죽은 삶을 살고， 그 속으로 나
탈리야를 이끌고 들어가려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재판에서의 진술에서는 세바
스티야노프의 생생한 신조가 가장 뚜렷하게 펼쳐진다.

“ ...

51 3aHHMaJl Cjj npOBO I< aUHe꺼 I< a I< npO !þ eCCHe l1 ... HeHaBHCTb , maHTa :l< -

MOH Cpe~CTBa. Ho y MeHjj HeT ue Jl H.
a 3aBTpa C KeM

‘

,

Y MeHjj

HeT y6e:l<~eHHI1.

BOT

CerO~Hjj jj C HHMH

,

yro~HO.

나는 선동을 직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목적이

미움

협박 -

이것이 나의

수단이다.

없다. 내게는 확신도 없다. 오늘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이다'''2:7)

이렇듯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서정적-희극적 주제와 나란히 극에는 심리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무글라노바의 세바스티야노프의
타나고， 여기로 심리

탐정소설 성격의

멜로드라마적인 슈셋이 나

세바스티야노프의

슈셋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상황하에 네프만적인 속물성의 그로테스크한 톤(로드쥐킨)이 첨가되어
이 복잡한 구도는 자칫 극의 구조적인 무정형성과 통일되지 못한 문체의 다층
성을 만들어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로마쇼프의 ‘풍자적

멜로드라마’의

구조적 주제적 모순에 관한 언급에서 루나차르스키는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
을 현실과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극들에

26) 상기서， 268쪽.
z7) 상기서，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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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이 극

「공기빵」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로마쇼프가 대

체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생생한 드라마적 기질을 보여준다. 사실 그 배경상 수
도에서 지방으로 옮겨진 이 희곡은 그 유려하고도 다양한 인물 유형에서， 그리
고 무엇보다도 삶에

다

대한 그들의

밀착성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

물론 아직도 이 작품의 모든 것이 작가 자신에 의해 관찰되어지고 창조되

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이 허구적으로 만들어졌고 소문에 기초하고 있다. 따

라서 그 누구도 100% 의 진실성 을 보장할 수는 없다 "28)

앞서 살펀바와 같이 로마쇼프 작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가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 하에서의 풍자코미디 장르를 이룩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공기빵」
과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은 이러한 그의

작품이며

지닌

이

작품들이

몇

가지

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로마쇼프의

작품들

은 매우 첨예한 문제의식과 함께 풍자코미디 장르에 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재능 있게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으며
보리스 로마쇼프는 소련 드라마 발달사에
한 1920년대의 풍자 쿄미디의 선구자 중의
러시아 고전적

전통주의를 고수하며

있어서 하나의 흐름을 긋기 시작
한 사람이다. 이론적 정향에

있어

소수를 위한 탐미주의와 형식주의

극을

배격하고 당대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소비에트 도덕과 윤리， 삶의

진리를 설교

하는 사실주의 대중극을 추구해왔다. 10 월 혁명 이후 드라마 분야에 있어서 당
면한 주요 과제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구체제와 신체제간의 갈등， 새로 등장하

는 관료주의， 소시민주의， 신경제정책 과정상의 사리사욕， 반혁명 요소 제거 등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새

시대 공산주의를 위한 긍정적

인물과 요소를

찬양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전국민적인 혁명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한 실험 무대가 풍자 코미디였다. 두 풍자극을 분석해보면 소재， 장
르， 배경의 시간과 공간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925년에 쓰여진 「공

기빵」은 풍자 코미디로서 신경제 정책이 한창인 때의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하

28)

flyHa 'l apcKH l!, A. , TeaTp CerOI1HJI. OueHKa COBpeMeHHOrO peTTepaTypa H CueHbl, M.-JI. ,

c.

58-59.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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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26년에 쓰여진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은 풍자 멜로드라마로서 어느 한

벽지의 조그마한 도시를 무대로 하고 있다. 공기빵에서의 중심인물은 신경제정
책 진행 중의 사기， 투기， 협잡꾼이고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은 공산주의자 공

산청년동맹원이다. 작품 상 의의는 「공기빵」에서 신경제정책 당시 큰 스캔들
을 이룬 상업 협잡꾼의 재판사건을 소재로 당면한 중요 문제들을 풍자를 통해
소비에트 사회-생활 코미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과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에서는 채찍질만 하는 풍자가 아니라 기울어 가는 구세계를 긍정 인물과
코미디의 눈으로 새 세계의 희망을 표현했다는 점이다공기빵」에서는 심리상
태를 보여주는 지문이나 대사가 크게 사용됨이 없이 빠른 사건 전개로 독자가
생각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면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은 슈셋의 다층구조와
심리부분이

보강된 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동시대의

마야롭스키， 불가코

프， 에르드만의 풍자물들과 비교하면 인물의 전형화， 심리와 갈등묘사의 깊이，
주제의 도출 등 작품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리스 로마쇼프

는 소비에트 문학 초창기에 풍자 코미디의 선구자로서 당시의

예리한 문제와

과제를 문학이란 예술 속에서 구현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920년대의

세태에 근거한 소비에트 풍자적 희극에

디의 본보기가 되었던

있어 새로운 풍자 코미

「공기빵」과 「크리보르일스크의 종말」의

연구는 주제적

인 측면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 풍자 희극 분야에서의 문체적인 탐색의 범위는
더 넓고 풍부하다. 이는 본 논문에 남겨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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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Сатирические

пьесы Б. Рома.ова

Ан Бен Ен

Пьеса "IJоздушный пирог" наг.исана Б
ТJ-!РИЧССКОЙ
ной
Б,

комедии.

советской

Ромашова

в

кутировался
кой

нть

центр

в

пьеса

году. Она относится к жанру са

192;:)

ЖИВОМ и

актуа,lЬНОМ материале

сразу

критика-теоретических

вопрос

о

принципиа,lЬНОЙ

новой

историческое

тематику

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литературы

В то

Написанная

споров.

возможности

(оциа,типической

время

поставила

отразить

молодого

3ТО

время

драматурга
широк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дис

с атиричес

культуре.

перед драматургией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революцион

стояли

борьбу,

большие

происходящую

задачи: оево

в

обществе:

ис

торический КОНф,lИI<Т между новой и старой социальными системами, изобразить
нос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ое, порожденное,

в

комеДИIi

восхождеНIiЯ

фера НЭПа,

'великого

Бендера,

мирное

явлением

rЩРОI''',

современной

уничтожать

Te~le,

на

отрицатель

жизни советского

rrр!Одс-гаплявшей

советской

все

11ЛЯ

первый

ее

общества,

автора новый

план

ВЫСТУПliла

время
в

20--е

комбинатора' Семена Рака, ближайшего

собрал

тюриста, Коммунист

в

и

как тогда СЧlпалось старым в

"ВОЗilУJJJНЫЙ
к

ин:ивать

:этап

атмос

IJ центре событий оказалась сатирическая фliг;:.'ра афериста Ссмена

Рака. Образ
Остапа

про! ресса,

в

себе

с! ущенные

до

гротеска

Илья Коромыслов, человек с

стал
годы.

'красным

директором'

Однако. под

неселого

боевым революционным

банка,

воздействием

мелких жуликов, он утратил политическое

черты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что

было

окруживших

весьма
его

аван

прошлым

частым

крупных

и

чутье и бдительность.

"Воздушный пирог" сделал очевидным тот фа!(т, 4ТО зарождающаяся в се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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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 20-x rO~OB COBeTCKa~ CaTHpH~eCKa~ KOMe~H~ cpa3y *e CTaHOBHTC~ BhlCOK 。
。 nepaTHBHb매，

6bICTpO pearHp ytOlI\HM Ha

~eHCTBHTeJIbHOCTb

*aHpOM.

nbeca POMamOBa yTBep*~aJIa B KOMe~HHHOH ~paMaTyprHH 1920-x rO~OB *aHp
BbICOKO까

COUHaJIbHO-6hlTOBOH
peaJIHCTH~eCKHe

KOHKpeTHO

KOMe~HH

e꺼

Ha COBpeMeHHOM

3aBOeBaHH~

COBeTCKOH

COBeTCKOM MaTepHaJIe.

~paMaTyprHH

“B03~ymHoM nHpOre" npe*~e BCerO B TOM , ~TO POMamoBy ~Horp때OB

~Ba~uaTb~

rO~OB

HhIH KOHiþJIHKT 3nOXH , KOHiþJIHKT ,
B

yCJIOBH~X

HOBOH

y~aJIOCb

-

3KOHOMH~eCKO낀

B

nepBoMy H3 KOMe-

nOJIO*HTb B OCHOBy

OTpa*aBmJ깨

npO~BHJIHCb

KOMe~HH

ueHTpaJIb

CYII\H OCTb KJIaCCOBOH 60pb6bI B POCCHH

nOJIHTHK H.

B HOBOH nbeCe POMamOBa “ KOHeu KPHBOpblJl bCKa" , KaK H B “B03~ymHoM nHpOre" ,
POMamOB H306pa*aeT CTapbIH

yxo~~띠HH

MHp C 60HKHM

KOMe~HHHhlM

TeMnepaMeHTOM ,

*HBOH Ha6JIIO~aTeJIbHOCTblO， C TO~HOCTblO 6bITOBb~ *aHpOBbIX nO~p06HOCTeH.
B HOBOH

KOMe~HH

CMeX y*e BhlcTynaeT CO lO 3HHKOM POMamOBa C06hlTH~

nOJIO*HTeJIbH hlX repOeB.
*HM

B3rJI~~OM

H JIHua KpHBOphlJl bCKa

*HTeJIeH fleHHHcKa , 3TO

~BHJIOCb

6삐JIH

CaTHpHKa H

er。

nOKa3aHhl HOB hlM CBe-

npHHUHnHaJIbH hlM marOM

Bnepe~

no

cpaBHeHHIO C iþeJIbeTOHHhlMH 3apHCOBKaMH “ B03~mHoro nHpora". POMamOB npHMeHHJI

npHeM KOHTpacTa: cTapoe-HoBoe ,

3~eCb KOMe~H il:HhlH

BeTXOe-MOJIO~Oe

H T.

~.

B “ KOHue KPHBOphlJIbCKa" H3MeHHJIOCb caMO KaqeCTBO KOMe~H인HOCTH ， KaqeCTBO
aBTopcKo il:

caTHpμ.

Ha HOBoe , nepcneKTHBHoe , B TO
6hlJIH e lI\e
KOH

Bnepe~H.

KOMe~HH

Hap~~

6H~ylOlI\a~ ，

3TO 6hlJIa caTHpa He TOJIbKO

He

Bpe~

-

npe~BH~ n03~HeHmHx

HO H

peBαJJIOUHOHHoe.

opHeHTHpOBaBma~

Bce

pa30qapOBaHH~

cnopOB 0 TOM , Hy* Hhl JIH CaTHpHqeC-

’

nOJIo*J TeJIbHhle repoH , POMamOB no .na raJI , qTO TaKHe repOH B03MO*HbI.

C ueHTpaJIbHOH ,

yTBep*~alOlI\eH

nO~BJI~eTC~ MeJIO~paMaTH~eCKa~

rH3HpOBaHHhlH ~eTeKTHB -

HOBoe

JIHpHKO-KOMe~H야 HO야

TeMa MyrJIaHOBOH ,

JIHHH~ CeBacTb~HoBa.

c lO~a

*e

TeMOH , B nuece

BTopraeTC~

nCHXOJIO-

npH 3TOM BeCbMa peJIbeiþHo Bhl

cTynaeT rpOTeCKOBO nOKa3aHHbIH TOH H3nMaHOBCKOH 06bIBaTeJIb1I\HHhI.
3HaqeHHe TBOpqeCTBa POMamOBa
nOKa3aTb CaTHpHqecKylO

KOMe~1O

3aKJIlOqaeTC~

B TOM ,

~TO

npH HOBOH BJIaCTH. Ero

OH

nepBh때

nO TIbIT aJIC~

npoH3Be~eHH~ ， HeCMOTp~

Ha HeKOTophle npHcyI따!e HM He~ocTaTKH ， Bce *e 06JIa~a1OT KaK OCTpOTOH np06JIeMaTHKH , TaK H TaJIaHTJIHBhlM ee BOnJIO lI\eH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