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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색 섬>에 나타난 작가와 검열의 문제 

- 패러디의 기원을 통해서* 

안 병 용 •• 

. TaK KTO )(( TbI, HaKOHel.l? 

- 11 - 'laCTb TOH CI1JIbI, 'lTO Be'lHO XO'leT 3JIa 11 COBep띠aeT 6JIaro. 

reTe , <φaycT>ll 

1. 머리말 

모든 예술과 그 창작자의 목표가 기존 사회의 지배적이고 유용한 가치에 

봉사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과 예술가는 때로는 그 시 

대， 그 사회의 금기에 도전함으로써 존재이유를 찾기도 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상처가 있는 곳을 아물게 

하는 것이다. 반면 권력의 경우에는 물리적， 정신적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이 

념에 대한 복종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집단적 이상의 추종을 개개 구성원까지 

* 이 논문은 1999년 경희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1) 불가꼬프는 <거장과 마르가리따〉의 에피그라프에서 <파우스트〉의 이 대사를 인용 

하고 있다 불가꼬프는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키는 볼란드를 통해서 선도， 악도 

아년 모호함과 그로 인해 연상되는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 메타 문학적 아날로 

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볼란드는 주로 ‘악의 화신’으로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는 문학적 기억인자가 총총히 박힌 이중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되모가츠끼가 쓰고 있는 연극적 마스크도 볼란드의 것처럼 모 

호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12 러시아연구 제 11권 재2호 

보편화시켜 미시적 권력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립적인 이분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과 권력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불화의 관계를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대와 타협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불가꼬프와 학명의 

대의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사회적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 소비에트 

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동시대적 감수성과 사회적 당대성을 본원적 특질 

로 하는 극작품 생산에 전념을 한 불가꼬프의 1920년대와 내전 이후 사회주 

의적 예술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 추진한 소비에트의 1920년대는 문학 

과 권력의 관계， 창작의 자유와 국가이념의 실현，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입한 

실제적 검열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였다. 

불가꼬프 극작품의 주제는 <뚜르빈가의 나날들>(nHH Typ띠HbJX) ， <도주> 

(5er) 등 혁명과 그 후일담을 다룬 것과 <적자색 섬 >(5arpOBbJH OCTpOB) , <위 

선자들의 간계>(KaõaJJa CBnOIll), <알렉산드르 푸쉬낀 >(AJJeKCaHIlP nYIll KHH)과 

같이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과 검열의 문제를 다룬 것，<아담과 이브>(AllaM H 

EBa)에서처럼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염려에 관한 것 등 크 

게 세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혁명을 다룬 작품들은 백군과 옛 귀족세력 

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나타난다고 비평계로부터 비난을 들었고， 혁명 후 왜 

곡되어 드러나는 제도모순에 관한 것 중 특히 작가와 검열에 관한 작품들은 

그 풍자성으로 인하여 불운한 무대 운명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화 된 

미래 사회에 관한 환상적 작품들은 다가올 공산사회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라 

는 이유로 비극적인 운명을 걷게 된다. 

이 중 <적자색 섬>은 작가와 검열에 관한 불가꼬프의 작품세계를 여는 첫 

번째 희곡으로서， 그 뒤 몰리에르와 푸쉬낀과 같은 작가를 소재로 씌어진 역 

사-전기 희곡(<위선자들의 간계>， <알렉산드르 푸쉬낀>)의 서막으로 볼 수 

2) 불가꼬프 각 작품들에는 여러 사상과 주제， 기법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처럼 소재 

나 주제를 중심으로 삼분하는 것은 도식화의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적자색 

섬〉은 작가와 검열이 주제화된 작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민중봉기와 국제혁 

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혁명에 관한 희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필 

자는 각 작품들 속에서 좀 더 무게 있게 다뤄지는 주제들에 비중을 두어 분류하고 

자 한다. 불가꼬프의 산문 작품틀 또한 도식 적 삼분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5eJla Jl 

rBaptlHJI>-혁 명 , <MaCTep H MaprapHTa> 작가， <Ca6a~be Ceptlue> , <POKOBWe 꺼Ilua> 

과학기술화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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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자색 섭>이 탄생하게 된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주인 

공 되모가츠끼의 정체가 무엇이며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과 검열문제가 어떻 

게 재현되고 있는지 다뤄보기로 하겠다. 

2. 작가 되모가츠끼와 불가꼬프와의 연관성 

51 06pall\alOCb K ryMaHHocTH COBeTCKOlí BJJaCTH H npowy MeHJI , nHCaTeJJJI, 

KOTOpwlí He Mo*eT 6빼Tb nOJJe3eH y ce6J1, B oT4ecTBe, BeJJHKoaywHo oTnycTHTb 

Ha CBo6oJlY. 

소비에트 당국이 조국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저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관 

대히 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 

불가꼬프는 당국에 보낸 많은 편지들 속에서 창작의 자유를 통제하는 소비 

에트 문학계， 겸열의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는 극장계， 자신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비평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적 

자색 섬>은 이 편지들에서 언급된 당시의 극장계 주위의 권력 문제와 창작의 

자유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적자색 섬>은 프롤로그과 에펄로그， 그리고 4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극중 

극 형식의 풍자극이다.<적자색 섬>을 비롯하여 〈위선자들의 간계>， <알렉 

산드트 푸쉬낀> 등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과 검열이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품들의 주인공은 모두 작가이다. <위선자들의 간계>에서는 몰리에르가， 

<알렉산드르 푸쉬낀>에서는 푸쉬낀이 그리고 〈적자색 섬>에서 가상의 작가 

되모가츠끼가 희곡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들이 불가꼬프 자신이 직 

접 겪은 작품검열과 창작 탄압의 경험을 토대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주인공들 

(작가)은 작가 불가꼬프의 분신으로， 혹은 불가꼬프 자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자색 섬>의 가상의 작가 되모가츠끼는 프랑스 작가 줄 베른4)을 필명으 

3) 5yJJraKOB M.(1997) 떼HeBHHK. nHCbMa. 1914-1940~ ， M., COBpeMeHH뼈 nHC aTeJJb, c.228. 

이 글은 1930년 3월에 불가꼬프가 소비에트 당국에 보낸 장문의 편지인데 자신의 

상황 설명과 함께 작가적，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가꼬프 연구에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불가꼬프가 당국에 보낸 편지들의 자세한 내용은 안병용(2때0) “역사 

-전기 희독 <5aTyM>에 나타난 풍자성 r노어노문학.11， 제 12권 제 1호 
4) Jules Verne(1 828-1905). 소년시절부터 바다와 모험을 좋아한 프랑스 작가로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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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데 줄 베른의 모험소설적인 환상적 무대를 〈적자색 섬〉의 배경 5) 

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 건너 남쪽 지방의 무인도， 화산폭발， 왕의 처소와 

할램， 소요， 폭동， 역병 등의 환상적， 모험적， 이국적 요소는 또한 불가꼬프가 

애용하던 작품경향이기도 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작품에 대한 검열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꺾는다. 검열을 

당해본 작가들은 창작활동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 

다. 불가꼬프처럼 출판금지와 상연금지를 겪어 본 작가라면 어쩔 수 없이 창 

작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검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6) 작가 불가꼬 

프는 가상의 작가 되모가츠끼를 내세워 자신을 숨기고 있고 다시 되모가츠끼 

는 줄 베른을 내세워 자신을 감추고 있다. 즉 되모가츠끼는 검열문제에 직접 

적 관련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꼬프가 설정해 놓은 이중 방어 

장치인 셈이다. 검열관 싸바 루키치가 작품 상연금지 결정을 내리고 되모가츠 

끼가 줍고 배고왔던 자신의 과거(불가꼬프의 생활을 대변하는)를 절규하는 모 

놀로그에서는 불가꼬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되모가츠끼의 형상이 발견 

된다. 

KHPH .... npa'lKa J10MHTClI Kall<LlμA LleHb: KOrLla 3anJlaTHTe LleHbrH 3a CTHpKy 

KaJlbCOH?! HO'lblO 3Bë3 Llbl rJlll Ll꺼 T B OKHO, a OKHO TpecHyBwee, H He Ha '1TO 

BCTaBHTb HOBOe... nOJlrOLla, nOJlrOLla 1I ropeJl H XOJlOLleJl, BCTpe'laJl paCCBeTμ 

Ha nJllOlIlHXe C nepOM B pyKax, C nycTbIM lI<eJlYLlKOM. A MeTeJlH BOIOT, rYLlllT 

lI<eJle3Hble J1HCTbI ... a y MeHlI HeT KaJlOW! .. 

끼리 ... 세탁소에서는 매일 북아 댐니다: 속옷 세탁비 내라고?! 밤엔 별들 

학 모험 소설의 아버지’라 불린다 과학에 바탕을 둔 모험소설 “기구를 타고 5주일 

동안”의 성공 후 50여 편의 과학 모험 소설을 썼다.<세계 여행>， <해저 2만 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신비의 섬>， <떠 있는 섬>， <15소년 표류기> 등의 작품 

이 있다. 

5) JJ.E.5eJl03epCKall-5yJlraKoBa는 불가꼬프가 어려서부터 줄 베른의 소설들을 좋아했으 

며， 그의 놀라운 기억력과 상상력 덕분에 줄 베른의 주인공들이 〈적자색 섬〉 등장 

인물로 재탄생 되었다고 회상한다. 5eJl03epcKall-5yJlraKoBa JJ.E.(1989J lBocnoMHHaHHJldJ, 

XYLlOll<. JJHT. 1.1., c.130 
6) HHHOB A 는 불가꼬프의 많은 희곡들이 극장과 상연물선정위원회의 요구와 강요， 작 

가 자신의 작품의 완성도 추구 등으로 인해 수정/교정을 본 많은 원고(BapHaHT)들 

이 존재하는 점에서 불가꼬프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HHHOB A.(1987) “o TeaTpaJlbHOM HaC JleLl뻐 M,5yJlraKoBa, BBeLleHHe" , f'lψ띠TJeMhl 

rearpaπ'bHoro HaCJ1e,aHJl M.A. 5yraKoBa,!, 1.11’HHCTepCTBO KyJlbTypbl PCφCP ， JJeHHHrpaLl, c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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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것을 갈아 끼우지도 못하는 깨진 창문을 어루만지죠 ... 반년을， 반년을 

추위와 더위， 굶주림 속에서도 손에 펜을 쥐고 뿔류쉬하 거리에서 새벽을 맞 

이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함석판이 울어댐니다. 나에겐 덧신도 없답니 

다! ..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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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모가츠끼가 쓴 의사혁명극은 뒤의 에펼로그를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극일 따름이고 에펼로그의 되모가츠끼는 불가꼬프를 대신하는 모놀로그 

들을 쏟아 놓는다. 보조극 상연이 끝난 후 검열관 싸바 루키치가 상연금지 결 

정을 내리자 작가는 〈적자색 섬〉을 쓰는 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토 

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KHpH .... H BOT Jl BJlJleTCJI 3 J10Be1llH까 CTapHK. 

KHpH. . .. H OllHHM B3MaXOM, pOC'IepKOM nepa yÕHBaeT MeHJI ... Hy, BOT MOJl rpYllb, 

npOH3“ eë CBOHM KapaHllamOM ... 

끼리 .... 기분 나쁜 한 노인네가 나타나서 ... 

끼리 .... 깊이 생각지도 않고 단숨에 나를 파멸시키는구나… 그래， 여기 내 
가슴을 당신의 연펄로 찔러라 ... (210쪽) 

KHPH. . .. 나epBOH l.lbl! KTO HanHCaJl <5arpoBbllí OCTpOB>? 51, llbIMoral.lKHlí, JI(JoJlb 

BepH. nOJlolí , llOJlolí nO:l<apbl Ha MelllaHCKolí... ÕPOllJl'lHX õeweHblX coõaK... na 

311paBcTByeT COJlHl.le ... OKeaH ... 5arpoBbllí OCTpOB ... 

끼리 돈! 누가 〈적자색 섬〉을 썼는가? 나， 되모가츠끼， 줄 베른이다. 

메산스까야 거리의 화재야 썩 꺼져라 ... 미친 떠돌이 개들도 태양. 대양 

적자색 섬 , 만세 (214쪽) 

이렇게 상연 금지 결정 후 실성한 채， 쏟아내는 되모가츠끼의 모놀로그들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무대 위에서 독립적으로 울려 퍼 

질 뿐이다. 되모가츠끼의 모놀로그는 <위선자들의 간계>에서 몰리에르，<알 

렉산드르 푸쉬낀>에서 푸쉬낀， <아담과 이브>에서 예프로시모프， <거장과 

마르가리따>에서는 거장의 모습7)으로， 불가꼬프 자신(작가적 고뇌)을 담아내 

고 있는 언어들이다. 이미 무대 위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상실한 되모 

가츠끼의 모놀로그는 불가꼬프와 검열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7) 불가꼬프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몰려에르， 푸쉬낀， 예프로시모프， 거장， 빼르식꼬프， 
쁘레오브라젠스끼)은 천재적 형상을 지닌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COKOJlOB 5.(1997) 

FTpM :t<H3HH MHxaH.na 5y.nraKoBa,ß, 3J1J1HC J1aK ,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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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비롯된 불가꼬프의 울분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되모가츠끼를 불가꼬프의 분신으로 오해하고 자 

신의 문학적 불행을 대변하는 인물로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후 작품들 

에서 작가의 창작 문제와 사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되모가 

츠끼가 불가꼬프가 겪은 검열과 상연금지의 아픈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 

서 그를 불가꼬프의 자전적 인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불 

가꼬프는 모스크바 극장계에 되모가츠끼 같은 인물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매 

우 우려했으며， 그와 같은 작가가 창작한 희곡이 매일같이 상연되고 있는 점 

에 있어서도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불가꼬프에 비하면 작품 속 되모가 

츠끼의 작가적 능력은 훨씬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되모가츠끼가 쓴 작 

품은 당대에 유행한 진부한 정치적 혁명선전극일 뿐이다. 희곡 〈도주>에 내 

전의 사회 내적 요인， 즉 혁명의 정당성을 포함한 이데올로기를 보충하면 상 

연을 허락하겠다(584쪽)는 스탈린의 제의도 따르지 않던 불가꼬프가 어떻게 

이러한 의사혁명극을 자신의 분신을 통해서 쓰게 만들 수 있겠는가. 또한 작 

가 되모가츠끼가 극중에 역할을 맡은 끼리 꾸끼는 불가꼬프에게 어울리지 않 

는 온갖 혐오스런 인간성을 소유한 몰염치한 궁정의 사기꾼(npoxo띠Meu npH llBO 

pe)으로 등장한다. 불가꼬프는 왜 자신의 분신 같은 긍정적이고 소신있는 인 

물을 등장시키지 않고 단지 유행만 쫓는 풋내기 문청을 내세워 당시의 연극 

상황을 패러디하려고 했던 것일까. 되모가츠끼의 정체만 해결되면 그가 이 작 

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 

다. 

3. 작가 되모가츠끼의 정채 : 패러디의 본질 

작가 되모가츠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전에서 획득된 

자국의 독립성과 소련의 견고한 국제적 위상이 곧바로 세계 혁명으로 이어지 

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1920년대 중반의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에 

트 역사 발전에 대한 다양하고 환상적인 예측이 많은 작품8) 속에서 돌출한 

8) 10월 혁명 이후 세계정치발전의 전망을 그린 소설들로는 써bJl 3peHõypr의 소설 

<XyJ!HO XypeHI1TO>와 <TpeCT 11. E> , A.neKceμ TOJlCTOll의 <A3 J1HTa>, ESreH써 3aWl T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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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문학적 상황 또한 상정해야 한다. 

“좌익 전선”에 있던， 특히 극장 쪽에 있던 불가꼬프의 적 대자들 중에서 가 

장 막강한 인물은 BceBonon MeßepXOnbn였다. 그는 연극적 심리주의와 무대적 

환상에 근거한 러시아 연극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 

의 무대를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희곡들로 가득 채웠다. 1920년에 메이에르홀 

드에 의해 선언된 “연극의 10월TeaTpanbHhlß OKT~6pbn은， 새로이 형성된 인간 

관계 및 사회관계를 지난 시기의 낡은 예술적 방법론으로 포착하는 것은 전 

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9) 미래주의와 구성주의적인 형식들을 

활용하면서 “연극의 10월”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메이에르홀드는 혁명적 

인 레파토리 부재라는 문제와 직면했다. 그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을 선택했 

고， 고전 희곡의 과감한 번역을 추진했다. 또한 현존하는 드라마들의 개작과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연극의 발굴에 천착하게 된다. E. BepXapH의 알레고리적 

유토피아-드라마 <여명 30pH)(B. 5e6yToB가 개작， 메이에르홀드 연출)과 이듬 

해의 <미스쩨리야 부프> 공연은 무대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표상을 완전히 

뒤집는 전면적인 연극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 특히 <여명〉은 연극화 

된 정치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설적이고 감동적인 연기는 곧바로 

당대의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프롤로그부터 피날레까지 연극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았으며， 관객들은 무대의 행위에 빨려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은 

피날레에서 감정을 고양시키는 “인터네셔널”의 완성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인터네셔널”의 가사는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11) 이러한 피날레는 오랫동 

안 무대 위에서 반복되는 혁명 연극의 주요한 패턴 중의 하나였다. 아무튼 이 

작품은 A. B. JlyHa'lapcK때와 B. B. Ma~KOBCKH꺼의 찬사를 불러일으켰으며， 좌익 

프롤레타리아 비평계의 대환영을 받았다 12) 혁명 합창과 선동적인 연설과 함 

의 <M피>， MapHeTTa marHH~H의 <Mecc-MeHA>, BaneHTHH KaTaeB의 <OCTpOB 3peHAOpφ〉

등이 있으며 불가꼬프가 희곡화한 펠레톤 〈적자색 섬> 또한 그러한 맥락에 따르 

고 있다 HHHOB A. (1999) “ <5arpOB뼈 OCTpOB> KaK nHTepaTypHo-TeaTpanbHa~ napo따g ”， 

lMHxaμπ 6yJlraKOB Ha HCXO.ae xx BeKa,[, CaHKT-neTep6yprcKoe 5ynraKoBCI<Oe 06I1\eCTBO. 

CaHKT-neTep6ypr, c. 83. 

9) 김규종(1999) “ 1920년대 소련 연극의 문제들 r러시아어운학.!I， 제 6집 한국 러시아 

문학회 .8쪽. 

10) 김규종(1999:9) 

11) HHHOB (1999:86) 
12) 메이에르흘드는 고전희곡 뿐만 아니라 당대의 천편일률적인 희곡에 대해서도 냉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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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극이 종결되는 장면은 <적자색 섬>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메이에르홀드가 개작한 다음 연극은 급속한 유럽의 파멸을 그린 에렌부르 

그의 소설 <TpeCT 21. E>의 각색 희곡이었다. ‘세계 혁명’이란 주제를 가진 이 

연극은 네프 초기에 유행하던 유럽풍의 춤틀로 장식되었는데， 에렌부르그는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일방적 전횡 때문에 상연을 반대했지만， 결국 기묘한 

음악적 연극으로 전환되어 난잡하게 무대화되었다. 에렌부르그 소설 <TpeCT 

21. E>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극화 되는 과정을 불가꼬프는 주의 깊게 관 

찰했다. 메이에르홀드의 새 선동극은 문학계에서 넓은 주목을 받은 메이에르 

홀드와 불가꼬프간의 투쟁 13)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 

거하여 불가꼬프는 <적자색 섬〉을 창작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희곡 〈적자색 

섬〉의 가장 중요한 갈등 중의 하나인 극장주/연출가 겐나지와 별 재능이 없 

는 극작가 되모가츠끼와의 상호관계 14)는 에렌부르그의 <TpeCT 21. E>를 각색 

하여 메이에르홀드의 극장에서 상연할 때， 희곡작가 nOllrae L\K때15)와 연출가 

메이에르홀드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한다. 

연극적 패러디의 장르 자체와 <적자색 섬>에서 사용된 그 형식은 극장을 

묘사하는 무대의 ’리허셜’이며， 그것은 극작가 M. H. BOJlKOHCK~써의 패러디 작 

품인 <npHHL\eCCa A~pHKaHCKa~; BaMnyKa>와 <raCTpOJlb pb[tc!aJlOBa>와 아주 유 

한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마야꼬프스끼와 에르트만의 희곡을 제외한 대다 

수의 희곡들을 마음대로 각색했으며， 자주 원작자와 논쟁을 일으켰다 할 수 없이 

고전희곡의 개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메이에르홀드는 항상 새로운 

희곡에 대한 갈증에 시달렸으며 보잘 것 없는 당대의 희곡들을 기지고 소련의 레 

파토리를 구성해야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간주했다 소련의 현실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때로 I연막'0] 되었고 연출가는 그 ’연막’ 뒤로 자신의 범용함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김규종(1999:26) 

13) <적자색 섬〉에는 유사혁명 작품들이 패러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에르홀 
드의 혁신적 실험들에 대한 조홍(부분적으로 마야꼬프스끼와의 창작 논쟁까지 포 

함한)이 들어 있다. 
14) 이 관계의 핵심은 작가의 텍스트， 작가의 구상을 과격하게 바꿀 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연출가와 작가간의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15) 에 렌부르그의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nOllraeUK때와 되모가쓰끼의 연관성은 이름 

의 유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되모가쓰끼는 고전의 모티프(줄 

베른의 모험소설)를 사용한 반면， nOllraeUK때는 생존 작가(에렌부르그)의 슈셋을 

개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작가적 권리를 어떤 식으로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 

고 그 결과물이 전권적인 메이에르흘드에 의해서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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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20년대 비평가들은 불가꼬프가 1900년대 생겨난 러시아 용자 극장 

’KpHBoe 3epKaJlO' 의 연극 패러디 전통， 즉 날카롭고 악의적인 연극 패러디인 

<BaMnyKa>의 전통에 의지하려 한다는 비난 섞인 지적을 했다 16) 

<BaMnyKa> (910)는 Me꺼ep6ep 오페라의 상황과 모티프， BepllH의 <A때a>(불 

가꼬프가 애호했던 오페라 중의 하나)의 몇몇 테마를 이용하여， 판에 박힌 오 

페라 고유의 양식들， 연극적인 WTaMn들을 패러디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1유 

럽인들’과 ’흑인들’의 익살맞은 항쟁은 <적자색 섬〉 이전부터 이미 연극적 

패러디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17) 

불가꼬프의 〈적자색 섬>은 M. H. BOJlKOHCK때의 다른 패러디 작품 <뢰찰로 

프의 객 연raCTpOJlb Pb!tlaJlOBa> (911)과 더 욱 더 유사하다. 이 작품 속에 서 는 

지방 극장의 속물적인 풍속과 고리타분한 일상들， 도시 극단의 볼품없는 거드 

름， 프리마돈나의 변덕， 제대로 준비도 안 되어 망신스럽게 실패한 연극을 구 

하려고 온갖 몽부림치는 극단주의 농간 등이 조롱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 <적자색 섬〉에서도 활용되는 ‘인물들의 무대와 무대 밖의 이중성’ 이라 

는 원칙이 실행되고 있다.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분장실에서는 그 

로테스크한 형상을 하고 연기하다가도， 무대 위에서는 자신이 맡은 오페라의 

배역을 스스럼없이 연기한다. <raCTpOJlb PbltlaJlOBa>은 “CBo6ollH뼈 TeaTp" 

(극장 “ KpHBoe 3epKaJlO" 의 새로운 이름)의 무대에서 1925년(불가꼬프가 자 

신의 패러디 희곡 <적자색 섬>의 구상을 결심한 해이다)에 성공적으로 재상 

연된다 18) 

이러한 당대의 패라디 연극을 두루 섭렵한 불가꼬프는 <적자색 섬>을 통 

해서 20년대 가장 영향력 있던 ’좌익 전선’과의 문학-미학적， 사회적 투쟁을 

별이며， 나아가 그 당시 이미 막강한 권력을 축적했던 관료주의와 권력의 무 

소불위적인 폭력성에 저항했다 불가꼬프는 단의적인 가치와 WTaMn들， 절대적 

16) <BaMnyKa, HeBeCTa aiþpHKaHcKall>는 1908년 1월 페테르스부르그 극장 “KpHBoe 

3 epKaJJO " 에 의해서 상연된 패러디-오페라이다. 웃긴 동시에 심각한 이 onepa-napo띠g 

은 극장의 역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패러디 예술의 역사에서도 의미심장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BaMnyKa란 말은 예술의 모든 xaJlTypa나 고차원적인 

패러디의 수준을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Ea6H'IeBa 삐B.(985) “KOMel1HlI -nap。매R 

M. EynraKoBa <EarpOB~꺼 OCTPOB>", ~)((aHpbl B HCTOpHKOJ1HTepaTypHoM npoaecce,g, 

Bonorllac , 145. 

17) HHHOB(1999:90) 

18) H뻐OB099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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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범과 도그마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감행했던 것이다. 불가꼬프의 ‘드라 

마적 팡플렛’ 은 혁명의 xaJITypa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연극 

의 제현상들을 지배하는지 보여준다. KaMepH뻐 TeaTp의 연극은 당대 드라마투 

르기와 당대 무대의 실제 현상들을 패러디적 입장에 바탕하여 적나라하게 폭 

로한다. 

1928/1929년 시즌의 초입에 모스크바 연극계에서는 메이에르흘드 극장의 

<PbJlHI , KHTa찌〉와 MaJlblfi TeaTp의 <지eBO ]]eBO PYJljj>, TeaTp HM. MrCnC의 

<삐TOPM>가 계속해서 상연되고 있었다. 불가꼬프는 20년대 말에 올려진 일련 

의 연극들의 공통 요소들을 <적자색 섬>에서 패러디했다. 따라서 KaMepH뼈 

TeaTp의 <적자색 섬>이 연극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명약관 

화하며， 작가와 연출가도 당시에 <적자색 섬〉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지 아 

주 잘 예측하고 있었다 <적자색 섬>의 초연에 앞서 TaHpOB는 예술에 기생하 

면서 관료주의적 독재를 행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잡지 인터뷰를 감행한다 

자신의 관료주의적인 몽매함 속에서 혐오스러운 속물성의 무원칙적인 기 

회주의가 생기며， 유사혁명적 희곡들의 꼴사나운 WTaMß들이 양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겐나지와 되모가쓰끼의 운명을 결정하며， 운명과 함께 

희곡도 재빨리 재단한다 ... 우리 시대에는， 진실한 문화 혁명의 시대에는 유 
감스럽게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유사한 기볍들의 허위성을 혁파하려는 자 

기비판의 규범 속에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존재해야 한다 우리 극장의 〈적 

자색 섬〉은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 연극은 

사회적 질서와 극장적 질서의 상습적이며 공허한 WTaMß들을 전복하려는 풍 

자의 방식을 과제로 하고 있다 19) 

이 인터뷰 내용은 TaHpOB가 <적자색 섬〉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의 연출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적자색 섬>은 명백하게 좌익선동극에 

대한 패러디에 정향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아주 코믹하게 그로테스크하게 보 

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뚜르빈가의 나날들> 때문에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은 불가꼬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유를 시작한 것이다. 불가꼬프는 자신의 비난자들이 열렬하 

게 옹호하는 좌익선동극을 패러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허구 

19) “ <5aípOBblll OCTPOB>: 5eCelIa C A. 5!. TallpOBblM", I':KH3Hb HCKyCCTBd .J]. 1928. NO.49. 2 
lIeK. c.14. HIIHOB (l9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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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맹목적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물론 20년대 좌익선동극들이 갖 

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목표가 얼마나 비생 

산적인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도 이 패러디의 주요한 목적인 것은 두말할 나 

위도 없다. 

이와 같이 되모가츠끼는 검열이라는 특정한 연극상황만을 연출하기 위해 

준비된 신인작가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편승해 희곡에 대한 전횡을 감행하 

는 메이에르홀드와 그 극장 조직，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연극 현실에 대한 

풍자와 패러디를 위해서 섬세하게 직조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레파 

토리를 위해서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은 신인 작가의 희곡 작품을 검열관에게 

시연해보이고， 작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품에 대한 전횡을 휘두르는 극장 

주 겐나지와 극작가 되모가츠끼와의 관계가 좀 더 정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때) 다음의 A. HHHOB의 말은 그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 

고 있다. 

이 희곡의 구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의 하나는 겐나지 뺀필 

로비치와 그의 극장의 실제적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되모가츠끼의 

회곡을 단 한 번의 리허설로 처리해버리는데， 그의 핵심적인 작업은 다른 연 

극， 즉 그리보예도프의 코메디 <지혜의 슬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메 

이에르홀드는 “그러나 나(메이에르훌드-역자주)는 이 연막llblMOBa51 3aBeCa에 

대하여， 말하자변， 그것의 양변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많 

은 극장에서 극장장들이 통계를 위하여 소련의 테마를 다룬 희곡들을 선택 
하고 있으며， 이런 희곡들을 적당히 날림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다른 희곡들 

에 대다수의 비용과 커다란 정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메이에르홀드는 본질적으로 <적자색 섬〉의 중심 슈셋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그 현실성과 편재성， 전형성을 보증한 것이다 ... 겐나지는 메이에르 

흘드가 말한 그러한 식으로 되모가츠끼의 이데올로기적 회곡을 상연하는 것 

이다 21) 

20) 이 점을 간과할 때， 이 작품의 갈등 구조는 검열과 그에 대한 피해자라는 단순 이 
분 구도로 경직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되모가츠끼는 단순히 불가꼬프의 

개인적 경험의 반영 때문에 검열제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만은 아니다. 되모 

가츠끼는 희곡작품에 대한 연출가의 전횡이라는 예술의 본원적 문제에 대한 관심 

과 당대 좌익 연극계를 주름잡던 메이에르홀드에 관한 예술사회학적 관찰 없이는 

탄생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21) HHHOB A. (l988) “o llpaMaTyprHH H TeaTpe M. 5YJIraI<OBa" , f).( A. óy.지rl1KOB-npiiMii Ty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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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되모가츠끼라는 뜨내기 문청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그가 불가꼬프의 분신이나 화신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복잡한 내막이 생기게 

된다. 되모가츠끼는 정치집회극이었던 〈여명 3opli>과 같은 혁명선동극의 피날 

레， 그리고 그 작품의 창작기법이었던 ‘알레고리’의 희화화， 에렌부르그의 

<TpeCT ll. E>가 nO.llraeUK뻐에 의해서 각색되고， 또다시 메이에트홀드에 의해 

서 무대화될 때 발생한 연출가의 전횡문제，<밤뿌까〉와 〈뢰찰로프의 객연> 

에 나타난 풍자와 극중극의 패러디 등 당대의 연극 상황을 압축적으로 묘사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원된 인물이다.<적자색 섬〉이 불가꼬프의 분신이 

겪는 검열의 문제보다는 신인작가 되모가츠끼를 중심으로 한 극장의 문제가 

더 핵심적 테마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적자색 섬〉에 많은 모티프를 제공한 

<지eB rypbl'~ CIi HIit{ K IiH>(924)의 공연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연극 

적 농담f 이라 불려진 이 작품의 개작자는 불가꼬프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재능 있는 젊은 작가 HIiKOJl뼈 3p.llMaH이었는데， 19세기 전반기의 멜로드라마 

BO.lleBIiJlb(ll. T. JIeHcKlill 作)을 풍자적으로 현대화한 이 작품 속에는 훗날 〈적 

자색 섬>에서 표현될 풍자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풍자의 명확한 목적도 발 

견된다. 허구적 이국성 (3K30T찌Ka)을 표지하는 ‘페루’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심 

인 이 BO .lleB IiJlb의 2막 또한 nyCTocJloBueB 의 극장에서 상연될 희곡의 리허설 

을 다루고 있다. 

불가꼬프 자신처럼 작품의 예술성， 순수성과 무관한 이유로 억압받는 것은 

아니지만 되모가츠끼 또한 시대가 배태한 운명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 

는 인물이다. 그렇다고 되모가츠끼가 모순으로 가득 찬 연극계의 희생양으로 

비극적인 면모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되모가츠끼는 극장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겐나지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관료조직에 흡수된 검열관 싸 

바와 거의 유사한 비극적 수준에 놓여있을 뿐이다. 만약 불가꼬프가 되모가츠 

끼를 자신과 비슷한 인물， 혹은 이후에 주인공으로 삼은 푸쉬킨이나 몰리에 

르， 거장과 같은 인물로 형상화했다면 이 작품은 검열의 문제만 유독 도드라 

졌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꼬프는 당대에 유행한 혁명선동극의 작가를 내세움 

으로써， 작가와 사회， 창작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었으 

H xYOO!l<eCTBeHHiiJl KyJlbTypii ero BpeMeHH",. COlO3 TeaTpaJlbHblX lle5l TeJlell PCφCP ， c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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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이 (이념의 문제로 탄압 받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에 보편 

적으로 편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변 되모가츠끼가 극장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검열관에 

의해서 새로이 촉발되는 검열제도와의 갈등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살펴보자. 

4. 검열의 주채에 대한 풍자 

작품의 모든 것 이 화산 폭발에 맞춰 져 있다(Ha H3Bep*eHlUl Bcë nOCTpOeHO. 

154쪽)는 되모가츠끼의 희곡 〈적자색 섬〉은 장르상 환상극에 속한다. 자신이 

쓴 가상 무대의 핵심을 극장장에게 설명하는 되모가츠끼의 작품해석을 들어 

보자. 

llwMoraUKHß. 3TO, BH마He J1H, aJlJlerOpH5I... Ha OCTpOBe... 3TO, BH마He J1H, 
$aHTaCTH4eCKa51 nbeCa… Ha OCTpOBe *HByT yrHeTëHHWe KpaCHWe Ty3eMl뻐 

nOLI BJlaCTblO 6eJlwx apanOB... H BOT npOHCXOLIHT H3Bep*eHHe ByJlKaHa ... 51 04eHb 

J1106J11O Jl(IOJlb BepHa... lla*e H36paJl 3TO HM5I B Ka4eCTSe nCeSLIOMa... n03ToMy 

MOH repOH HOC5IT HMeHa H3 JI<IOJlb BepHa S 60JlbmHHCTSe cJly4aeB ... BOT HanpHMep 

- 끼OPLI r J1eHapSaH. ‘ 

되모가츠끼. 보시다시피， 비유입니다 . 섬에서 . 환상극입니다 .. 섬에는 붉 
은 원주민들이 하얀 흑인들의 지배 밑에 억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 화산 
폭발이 있구요 ... 저는 줄 베른을 아주 좋아해서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 그래서 대개 내 주인공들은 줄 베른 작품에서 따 왔습니다 글렌나르반 

경처럼 말입니다. (156-157쪽) 

C He6a Ha TpoCaX cnycKaeTc꺼 Kopa6J1b... Bce S KOCT’OMax C HJlJlIOCTpaUHß K 

KHH*KaM Jl(IOJlb BepHa 

유럽인들이 탄 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모두 줄 베른 책에 보이는 옷들 

을 입 고 있다.(165쪽) 

조연출 메쩔낀은 빠스빠르뚜 하인 역과 말하는 앵무새 (rOBOp.slII\J깨 nonyraR) 

역을 동시에 맡는다. 화산 폭발 후 궁정의 사기꾼 끼리를 새 왕으로 추대하고 

옛 하얀 흑인 병사들을 민중의 병사로 재치장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하얀 날 

개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장면도 환상극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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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IOnaeT B JIanOmH, C apanOB MrHOBeHHO CBaJIHBalOTOI õeJIble nepbll , H Ha 

rOJIOBe BWpaCTalOT ÕarpOBWe. 

손바닥을 탁 치자， 흑인 병사들로부터 하얀 깃털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머 

리 에 적 자색 깃 럴 이 자라났다.(175쪽) 

E. BepXapH의 알레고리 희곡 〈여명 30PH>처럼 되모가츠끼도 자신의 극을 알 

레고리(비유)이자 환상극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되모가츠끼가 쓴 극은 단순한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대중화시키는 정치선전극 형식의 가변을 쓰고 있지만 

에펄로그에서 검열관의 등장 이후 그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며， 왜곡된 검열 

과 권력의 치부를 드러나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은 풍자나 단순 코미디로만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고골적 전통， 즉 쓴웃음(CMex CKB03b cnë3) 뒤에 숨어있 

는 비극적 요소 때문에 희비극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 이 작품에 사용된 풍자 

기법 22)은 이 쓴웃음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극장장에게 무료 입장권 

을 요청하논 전화(na? TeaTp. KOHTpaMapOK He ,llaëM. 150쪽)가 쇄도하는 어수선 

한 극장 사무실에서 극장장이 모든 배우들을 모아 놓고 새 연극 발표 준비를 

선언하는 들뜬 분위기는 고골의 <검찰관>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고골의 텍스 

트뿐만 아니라， 그의 컨텍스트와 희비극의 분위기까지 연관시키려는 불가꼬프 

의 의도로 보인다. 

feHHanHìl. nonpomy THmHHbl! J1 npHrJIaCHJI Bac , TOBapHlnH, C TeM, 4TOÕW 

COOÕIl\HTb BaM 

CH3H. (H3 foroJI꺼). npeHenpHlITHoe H3BeCTHe". 

겐나지 조용히 하시오! 한 가지 전할 게 있어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시지. (고골에서). 아주 안 좋은 소식". (1 56쪽) 

상연허가를 받아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극장장 겐 

나지 뺀펼로비치는 검열관 싸바 루키치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뺏골 

까지 이 데올로기 적 (nO M03ra KOCTeií H,lleOnOrH'-!eCKaJl nbeca.)인 희 곡”이 라고 

선전한다. 극장장에게 건네진 작품의 첫 장에 제시된 무대 공간(OCTpOB ， HacenëHH 

뼈 KpaCHblMH Ty3eMuaMH, KOH )j(HByT no,ll BnaCTblO 6enbIX apanoB".)23l은 작품의 

22) 풍자 기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희숙(1992) “역사이해와 글라스노스트 If레닌 

과 고르바초프!J， 한국슬라브학회， 351-3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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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이미 붉은 혁명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며， 작가 되모가츠끼도 이데올 

로기적인 것에 맞추려 노력했다(71 CTapaJlC}))고 대답한다.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24) 중에서 풍자의 최고선상에 위치한 사람은 검열 

관 싸바 루키치이다. 되모가츠끼가 불가꼬프를 보호하면서 대변해 주고 있는 

인물이라면 검열관 싸바 루키치 25)는 되모가츠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다 검열관 싸바 루키치는 극이 끝날 무렵 등장하지만 희곡의 처음부터 끝까 

지 극의 흐름을 통제하는 인물이며 리허설의 중심에 서 있다. 고골의 “검찰 

관”에서 흘레스따꼬프처 럼 극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인물인 것이 

다. 경박한 행동에다 싸모바르의 차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직책에 관계된 일에 

는 권위적인 그는 연극의 상연 여부를 판단할 만큼 지적인 인물은 아니다. 연 

극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로서 그의 주 관심대상은 연극이 일차원적 

으로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함유하고 있는가 여부일 뿐이다. 

겁열관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가 어떤 인물이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검 열관이 등장하자마자 극장장은 오색불꽃(특히 빨간색) 조명 

을 지시하고 무대는 금새 붉은 빛을 띠게 된다 (CueHa HeMe~J1eHHO 3aJlHBaeTC}) 

HeeCTeCTBeHHbIM KpaCHbIM CBeTOM. 197쪽) 또한 앵 무새 에 게 뭐 든 듣기 좋은 구 

호를 지시하고 앵무새는 만국 노동자의 단결을 외친다. 

JJopD. MeTe11I<HH! nonyraìí nycTb 4TO-HHÕYDb nOnpHJlTHee Bbl l<pHI<HBaeT. He 

04eHb õpaHHCb. JJo3yHroBoe 4TO-HHÕYDb ... 

경 메첼낀! 앵무새가 뭔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도록 해. 너무 욕하지 말 

23) 5y11ra l< oB M.A.(l990) "Co6pa.HHe CO'lHHeHH B flJl TH TOMa.μ， T.3 nLeCbI. M XYDoll<ecTBeHHaJl 

11HTepaTypa, c .153. 앞으로 본고에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의 페이지 숫자로 표현 

한다 

24)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부정적 인물들이다 긍정적 인물들로서는 긍 
정적 원주민 (n0110ll<HTe11bH뻐 Ty3eMe띠으로 소개되는 까이 (Kaìí-KYM)와 파라(φappa

TeTe) ,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원주민 편에 서는 하얀 흑인 (õe11뻐 apan)의 근위대 

장 리끼 (JJH I<I< H-THI<I<H), 근위대원 토홍가(TOXOHra) ， 하녀 뱃시 (5eTCH) 정도인데 이 

들은 부정적 인물들에 비해 주요 역할을 배정받지 못했다. 

25) A.I1.빼11aTOBa는 싸바 루키치가 권력과 힘의 화신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하 

게 그에 대하여 성(性)이나 직책， 인간적 특징에 관한 작가(불가꼬프)의 어떠한 언 

급도 없다고 주장한다. 빼11aTOBa A.I1.(1995) “ <5arpOB뼈 OCTpOB> M. 5y11ra l<oBa: OT 

naMIþ11eTa 1< I<OMeDHH-rpOTeCI<y", FTBOp'leCTBO MHXa.H.π.0. EyJ1r a.KoBa.. HCCJ1eI10Ba.HHJI. 

Ma. TepHa.J1b1.JJ, 5Hõ11HorpalþH꺼 KHHra 3. Hayl<a. CaHI<T -neTepõypr, c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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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뭔가 구호라든가…(197쪽) 

nonyra꺼 3LIpaBcTByllTe, CaBBa JJyKII'I. npOJIeTaplI1I BCeX CTpaH, coeLIl!HJlllTecb. 

앵무새 안녕하십니까， 싸바 루키치.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198쪽) 

겸열관이 등장하면서 언급하는 첫 대사를 보면 그가 자신의 직책에 맞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CaBsa (BXOLIIIT). Xe... xe... 113BIIHIITe, '1TO On03LIaJI... LIeJIa... 3aCeLIaH바!ue 

3aLIepll<aJIO. 3LIpaBcTsyllTe, 3LIpaBCTsyllTe. 

싸바 (들어온다) 헤 .. 헤 ... 늦어서 미안합니다.‘. 일이. 회의 때문에.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197쪽) 

멋 적은 웃음과 당시 관료들의 변명으로 자주 쓰이는 회의 때문에 늦었다 

는 핑계， 정확하게 문장을 매듭짓지 못하는 그의 부정확성은 그의 인상이 기 

회주의적이며 논리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싸바 루키치를 맞이하는 극장의 모습은 검열관(당국)의 검열기준에 구색 

을 맞추는 자기검열화된 극장계를 보여준다. 그런 모습은 작품의 논리성이나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품이 왜곡된다 할지라도 극장은 상연 승인만을 

유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lllplIll<ëp B3MaXIIBaeT naJIo'lKoll. OpKeCTp Ha'lIlHaeT “Ax, LIaJIeKO HaM LI。

T“nnepeplI!". JJOpLI 3a cnllHoll CaBBhI rp0311T LIIlPlIll<ëpy KyJIaKaMII. OpKeCTp 

MrHOBeHHO MeHJleT MOTIIB 11 IIrpaeT “BhlWJIII MhI Bce 113 HapOLIa. 

Kllpll. reHHaLIIIμ naHtþllJIh/4, 4TO BμEBponellcKlle MaTpOChI He MoryT 3Toro neTb l 

JJOPLI (rp03“T eMy KYJlaKaMII). MOJI4I1Te, 3JIOC 'IaCTH뻐! 

지휘자가 지휘봉을 든다 관현악단은 “아 찌페레리까지는 얼마나 먼가1" 

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경이 싸바의 뒤에서 주먹으로 지휘자를 위협한다. 관 

현악단은 순식간에 곡을 바꾸어 “우리는 인민으로부터 나왔다를 연주한 

다. 

끼리 겐나지 뻔펼뢰치， 안 됩니다! 유럽 선원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경 (주먹으로 위협하며) 입 다무시오， 불행한 사람 같으니 1 (1 99쪽) 

이러한 환상적 무대의 비유와 풍자의 공격 대상은 무엇인가? 혁명에 관한 

풍자인가? 검열제도에 관한 풍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J1 .E .l3eJl03epC Ka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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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yJlra l<OBa가 작품 집필과정을 회상하는 글에서 대답을 내리고 있다. 

Bopb6a 6eJlblx aparrOB H KpaCHhlX Ty3eMI.\eB Ha BarpOBOM OCTpoBe - 3T。

TOJIKO rreHa, Kp앤eBO ， 3aHlITHhlli φH， a CYIllHOCTb rrbeChI, e!! rny6HHHoe 3HatjeHHe 

- B cY.llb6e MOJIO.llOrO nHCaTeJlll, B ero TBOptjeCK얘 3aBHCHMOC깨 OT “ 3JIOBe미ero 

CTapHKa" - l.\eH30pa CaaBhI JJyKHtja 

적자색 섬에서 하얀 흑인노예와 붉은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단지 거품이고 

재미있는 배경에 불과한 겉치장일 뿐입니다 희곡의 본질은 음흉한 늙은이인 

검열관 싸바 루키치에게 창작을 구속받는 젊은 작가의 운명에 있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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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가 소비에트 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이 작품이 예술 창작과 소비에 

있어서 작가와 독자， 관객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연물선정위원회에 관 

한 풍자라고 증명하고 있다 소련의 비평계가 한 목소리로 희곡 <적자색 섬> 

을 무능하고 서툰 졸작이며 혁명에 대한 비방작이라고 혹평하는데 대한 답변 

으로 편지를 쓰게 된 불가꼬프는 풍자의 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 

고 있다. 

COBeTCKall npecca, 3acTyrrallcb 3a rJIaBperrepTKOM, HanHCaJIa, tjT。

“ <BarpoBhlli OCTPOB>" - naCKBHJIb Ha peBOJIIOI.\HIO. 3TO HeCepb!!3Hhlli JIerreT. 

naCKBHJIlI Ha peBOJIlOl.\HIO B rrbeCe HeT no MHOrHM npHtjHHaM... naCKBHJIb Ha 

peBOJIlOl.\HlO, BCJIe.llCTBHe tjpe3Bhltja때Holi rpaH.llH03HOCTH e!!, HanHCaTb HEB03MO*HO 

naMφJIeT He eCTb naCKBHAb, a fAaBperrepTKOM - He peBOAIOUHlI . 

. 소비에트 언론은 상연물선정위원회를 변호하면서 “<적자색 섬>"이 혁 
명에 대한 비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혁명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 혁명의 장엄함 때 
문에 혁명에 대한 비방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팝플렛은 비방이 아니 

며 상연물선정위원회는 혁명이 아닙니다z7) 

불가꼬프의 다른 극작품들 중 혁명을 소재로 한 “뚜르빈가의 나날들”에서 

반혁명의 기치를 올렸던 주인공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혁명)의 대세로 받아들인다. “도주”에서도 백군은 볼셰비키의 승 

리를 이제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 

26) BeJI03epCKall-ByJIraKOBa 끼 E. (1989) ~BocrroMHHaHHlI J ， xY.llOll<. JJHT. M., c .130. 
27) 5yAraKoB M. (l997) w l1HeBHHK. nHCbM/1.. 1914-1940.Jj. M., COBpeMeHHhlli rrHcareAb, 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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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고 고국으로의 귀향을 갈망한다. 과학기술화 된 미래세계의 위험성 

을 표현한 “아담과 이브”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와 국제혁명으로 전형적 

인 결말을 맺고 있다. 즉 불가꼬프의 극작품에는 혁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장면이 없고， 혁명을 거부하던 인물들도 결국은 체홉 “벚꽃 동산”에서 벚꽃나 

무 찍어대는 도끼질 소리처럼 혁명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 

들인다. 

이 희곡에서 풍자의 대상은 〈적자색 섬〉의 에필로그에서 즉흥적으로 연기 

되어지는 부분， 즉 노동자의 인터네셔널 혁명가가 울려퍼지고 국제혁명이 삽 

입되는 진부한 의사혁명극 자체이다. 작가와 극장주의 자기검열을 통해 전형 

적 혁명선전극으로 씌어진 작품에서조차 검열관 싸바 루키치는 국제혁명의 

부재라는 빈틈을 찾아낸다. 국제학명을 이루지 않았다고 상연을 금지한 검열 

관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이미 짜여진 이데올로기적 기준자를 적용시 

키는 상연물선정위원회의 꼭두각시 관리이다. 검열관이 보여주는 검열기준의 

파행적인 적용은 국가질서를 강제적이고 권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상징 

한다 철두철미하게 혁명이란 일률적 내용을 담아낸 의사혁명극이 탄생되는 

과정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물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극중극 

형식은 관객이 연극에 몰입됨을 방지하고 관객의 지적 판단， 분석， 비판 능력 

을 존중한 서사극 효과를 가져다준다. 

불가꼬프가 설정한 환상적 무대， 비유， 풍자기법은 예술 창작과 소비에 있 

어서 창작자와 독자， 관객보다는 궁극적으로 검열의 주체가 되어버린 당대의 

겸열제도 일반을 꼬집고 있다. 불가꼬프는 부정적 인물인 검열관 싸바 루키치 

가 상징하는 검열 주체(상연물선정위원회)， 작가 되모가츠끼가 쓴 당대의 진 

부한 의사혁명극， 극장장 겐나지 뺀필로비치가 보여주는 자기검열화된 소비에 

트 극장계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검열문제에 관한 비판과 판단을 독자와 

관객에게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5. 극중극 형식의 극장성 : 검열의 고발 

불가꼬프 작품의 대부분은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선전이라는 

이념적 목적이 전혀 없다. 그의 작품에는 혁명 후 왜곡되는 세태를 풍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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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1920년대 러시아 풍자드라마에서 불가꼬프와 쌍벽을 이루는 블 

라지미르 마야꼽스끼도 <적자색 섬>과 내용상， 장르상 상관관계를 가진 작품 

을 쓴 바 있다. 성서의 내용을 극화한 〈미스쩨리야 부프>와 극중극 형식을 

빌어 관료사회를 꼬집은 “목욕탕”이 그것이다.28) 

일반적으로 극중극 형식의 보조극은 세익스피어 “햄릿”에서처럼 주극을 보 

강시키기 위한 삽입극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 

이 부차적이다. 보조 역할을 맡은 되모가츠끼의 극29)은 프롤로그와 에펼로그 

를 제외하고 4개의 막을 차지하고 있어 분량 면에서 <적자색 섬〉은 기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통 극중극떼)은 보조극의 분량이 적은 데 반해 〈적자 

색 섬>의 보조극은 그 분량이 주가 될 만큼 양적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다. 보조극의 내용상 특징은 아이스킬로스 작품의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 

서 보이는 정적인 극과는 탈리， 장변 변화가 급히 이루어지고 많은 역동적 사 

건틀이 발생하여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극이다. 인위적이며 우연적인 사건31) 

을 포함한 빠른 움직임은 극 전개 발전에 속도감을 준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는 주극이 핵섬이고 보조극은 주극의 문제를 첨예화할 뿐이다. 주극의 인물들 

이 보조극의 배우로 등장하는 것만 빼놓고 주극과 보조극은 상호관련성이 없 

어 보이며， 실제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 또한 서로 다르고 줄거리도 판이 

28) 불가꼬프의 비혁명성과 마야꼽스끼의 혁명성， 두 작가들의 관계， 작품들의 내용상， 

장르상 상관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김규종(200이 “극작가 블라지 

미르 마야꼬프스끼와 미하일 불가꼬프의 대화t"러샤아연구.!I， 제 10권 제 1 호. 서 

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9) 겐나지 판필로비치 극단의 극을 I 극， 되모가츠끼의 극을 II 극으로 정의.<적자색 

섬>의 극중극 기법을 분석한 논문 참고. 김희숙(992) “역사이해와 글라스노스트 

「레난과 고르바초프.!I， 한국슬라브학회， 357쪽. 

30) 겐나지 뻔펄로비치의 극장을 배경으로 하는 프롤로그와 에펄로그를 주극으로， 1막 

2막 4막의 무인도 장면과 3막의 유럽 장변은 보조극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1 막， 2 

막， 3막， 4막의 분량이 많지만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의 주제인 극장의 검열이란 문 

제는 겐나지 뺀필로비치 극장에서 현실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4개의 막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희곡을 이루고 있지만 프롤로그와 에펼로그 없이는 진부한 혁명 선 

전극의 내용을 담을 뿐이고 프롤로그와 에펼로그의 내용을 보강하는 단순 배경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31) 인위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갑자기 

유럽인들의 등장， 화산 폭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줄 알았던 까이와 파라의 귀 

환， 어딘지도 모르는 유럽으로 끼리의 도주와 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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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주극과 보조극은 서로 상호침투하도록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이 것은 단지 보조극이 주극의 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 

상 분석뿐만이 아니라 두 극이 서로 혼재하는 형식상의 분석 또한 가능케 하 

고 있다. 두 극이 혼재하는 부분은 프롤로그의 후반부(155-161쪽)에 배역을 

배정하는 장변에서 이미 시작된다. 보조극의 역할을 배정 받은 배우가 보조극 

의 배역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극장장과 작가， 조연출은 여전히 본래의 

신분으로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극과 주극이 서로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극은 잊혀지고 보조극만 

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보조극이 전개되어지는 중간 중간에 보조극 

의 등장 인물이 극 밖(주극의 세계)으로 이탈하는 대사를 한다. 작품의 외형 

적 틀(액자)을 제시하는 주극은 현실의 세계이고 보조극은 환상적 요소를 포 

함한 가상의 무대이다. 주극과 보조극이 혼합되면서 인생이 연극이 되고 세계 

가 무대가 되어 현실(삶)과 연극(예술)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다. 이러한 메타 

드라마적 장면은 극장성을 노출하게되고 관객들은 문득 잊고 있었던 사실(자 

신들을 극 속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여 연극에 몰입하게 되는 아리스토텔레 

스적 연극이 아닌， 연극으로 제시된 하나의 가상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곧 그들은 극장적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극에 몰입하였던 감정상태에서 벗어나면서 현실과 연극을 평가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극중극 형식은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 특히 서사극에 

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검열제도와 의사혁명극에 대한 풍자를 의도한 본 

작품의 주제에 알맞은 형식이라 하겠다. 

빠스빠르뚜 역을 맡은 메쩔낀이 보조극이 진행되는 중간에 주극으로 이탈 

하는 내용이나， 

nacnapTY(3a cueHoA). EBpOneA뻐， Ha BhlXOll! BOJlOllb l<a , '1TO :l<e ThI I<Opa6J1b 

He cnyCTHJl I 

빠스빠르뚜(무대 뒤에서) 유럽인들， 등장! 발로지까， 배 안 내리고 뭐 하 

냐!(165쪽) 

극장장 겐나지가 글렌나르반 경 역할 도중에 심한 표현을 사용하는 앵무새 

메첼낀에게 보조극의 상황을 단절시키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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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OplI. nOJler'le, MeTeJlKHH 

nOllyraA. CJlymalO, reHHallHA naHIþHJlOBH'I 

경. 좀 조심해， 메첼낀. 

앵무새， 알겠습니다. 겐나지 뺀펄로비치.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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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극과 보조극 혼합의 절정은 보조극 진행 도중 3막에서， 극의 시작 

(프롤로그)부터 예고돼 왔던， 검열관 싸바 루키치의 둥장으로 절정을 이룬다. 

naclIapTy (BÕeraeT, paCTep~H). J10Pll’ J10Pll! J10Pll' 

J10Pll. KaKa~ emé lIaKOCTb cJly 'lHJlacb B MoéM 3aMKe? 

naclIapTy. CaSBa J1yKH'I lIpHeXaJlH! ’ 
빠스빠르뚜 (당황한 채， 뛰어들며). 경! 경! 경 l 

경. 성채 안에서 웬 불길한 소란이냐? 

빠스빠르뚜. 싸바 루키 치 가 왔습니 다 (197쪽) 

적자색 섬으로 유럽인들이 출정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검열관 싸바 

루키치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대 위는(보조극)은 순식간에 긴장 속에 휩 

싸이며 보조극 진행이 중단되고， 극장은 싸바 루키치를 맞는 준비에 분주해진 

다. 싸바 루키치의 등장으로 보조극(가상의 세계)은 주극(현실 세계)과 합쳐지 

고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합이 더욱 밀접해져서 두 세계의 진행이 공 

존하게 된다. 검열관 싸바 루키치는 관람석에서 총연습을 관람하지 않고 보조 

극이 진행되는 무대 위를 서성거림으로써， 시종 관객들로부터 현실세계를 의 

식하게 만든다. 다른 모든 인물들이 주극과 보조극 경계를 넘나드는데 반하여 

싸바 루키치는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오히려 보조극의 극장성을 노출시키 

는 동시에 주극의 상황에 긴장감을 유도한다. 현실 세계에서 작가나 극장장에 

게 쏟아진 관심집중이 이제는 검열관 싸바 루키치에게 옮겨지게 된다. 

적자색 섭을 정복하러 떠나는 배에 싸바 루키치가 탑승하고 내리는 장변에 

서 주극과 보조극이 혼합된 대사와 지문이 이루어진다. 

J10Pll. Bce Ha Kopa6J1b! nOllH~Tb Tpall! nO:!<aJITe, CaBBa J1yKH'I. HO:l<Ky He 

ymH마ne 06 Tpall. 

경. 모두 배에 올라라! 맞을 올려라| 타시죠， 싸바 루키치. 발 조심하십시 

오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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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lblIDHa 3J10BeDla51 My3blKa , H Kopa6J1 b BXOIlHT B 6yXTy , nepBblM C HerO CX。마H 

CaBBa C 3K3eMnJl5l pOM nbeCbl B pyKax H nOMeDlaeTC5I Ha 6blBWeM TpOHe, OH qapHT 

Hall OCTpOBOM , 

불길한 음악이 흐르고， 배가 부두에 정박한다. 손에 희곡 대본을 들고 싸 

바가 첫 번째로 내려서 왕좌에 앉는다， 섬을 두루 관장한다， (203쪽) 

싸바 루키치가 보조극 진행에 통화되지 않은 채 무대 위 권좌에 앉아 극 

진행을 지켜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현실세계의 검열관이라는 권위가 무대 

(가상세계-창조적 예술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극이 적자색 

섬의 민중 승리로 끝나고 주극으로 회귀하는 에펼로그에서 모든 이들의 관심 

이 싸바 루키치에게 집중한다 

, CaBBa Jly I<H'I OIlHH, HenOIlBHlI<eH, CHIlHT Ha TpOHe Hall TOJlnolí , BHIl ero 

r Jly6o l<oMblCJleH H XMYP , Bce B30pbl 06paDleHbl Ha HerO , 

CaBBa , nbeCa 3anpeDlaeTC 5I, 

, 싸바 루키치， 사람들 앞에 움직이지 않고 혼자서 왕좌에 앉아 있다 그 

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찌푸려 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 (207-208쪽) 

상호침투적인 주극과 보조극 관계의 극장성은 작품의 주제인 ‘작가와 검열 

문제’를 풍자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극의 중심 주제인 검열과 상연 

금지에 관한 문제는 보조극에서 잠시 잊혀져 있다가 주극 종반부에서는 첨예 

하게 다루어진다. 이 주제에 대한 암시는 주극 초반부터 극장장 겐나지와 조 

감독 메쩔낀의 대사 속에서 드러난다. 

reHHallHlí “110aHH rp03HI뻐" 60JlbIDe He nolíllëT" , CTaJlO 6blTb, BOT 'ITO , Bo 

3bMeWb Tμ， Bblpe ll<eIDb nOllXOll5lDlH꺼 l<yCOK , nOH5IJI? 
MeTeJlKHH, nOH5I THO, (KpH배T.) BOJloll5l, Bo3bMëIDb 써 3a때따a y “I1BaHa rp03HOrO" 

KyCOK, BblKpOHWb H3 HerO 3anJlaTy B “Map짜o CTlOapT" , He nolíllëT “I1BaH rp03Hblη ‘ 

3anpeTHJlH! , 

겐나지 요안 뇌제 더 이상 상연 안된다'" 그렇지. 당신 가서 적당한 크기 

로 잘라내라 알았나? 

메첼낀 알겠습니다 (소리친다) 발로자 이반 뇌제의 뒷배경 천을 잘라서 

마리야 스튜어트 바대를 만들어라， 이반 뇌제는 상연 안된다 금지했단 말 

야 I (1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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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허락을 받으려하는 긴박감은 희곡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정서이다. 이 

긴박감의 첫 언급은 주극 초반부터 겐나지의 대사에서 나타난다. 

reHHanHll , TpH llHJI! A Bμ 3HaeTe, '1TO 3a 3TH TpH llHJI npOH30WJJO? CaBBa 

ßyKH'I B KphlM ye3*aeT! 3aBTpa B OllHHHall~aTb '1aCOB yTpa , 

llbIMOíaU!<싸l. na '1TO BbI?! 
reHHallHll , BOT BaM H “ lla '1TO BbI", CTaJJO 6b1Tb, e*eJJH MbI CeíOllHJI eMy íe 

HepaJJbHy~ He nOKa*eM, TO nOJJy'lHM BMeCTO nbeC bI KyK“W .. , 51 Ha neKOpa~HH no 

TpaTHJJCJI! npOH3BOllCTBeHHμII nJJaH CJJOMaJJ! 

겐나지. 삼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싸바 루키치가 크림으로 떠난답니다. 내일 아침 열 한시에. 

되모가츠끼. 그럴 수가?! 

겐나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총연습을 보여주지 못 한다면 모 

든 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무대장치에 돈을 써 버렸다구요! 작품 

계획이 영망이 돼 버렸으니 I (152쪽) 

작품이 뺏골까지 이데올로기적이라 설득하여 간신히 싸바 루키치에게 총연 

습 관람을 허락 받은 후， 극장은 긴박하게 바삐 움직이고 큰 사건을 앞둔 긴 

장과 기대감에 무대는 들썩거린다. 극장의 모든 무대장치는 검열관 싸바 루키 

치에게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보조극을 위한 무대는 조 

야함을 보이며 급조되고 작품 내용의 대략적 설명과 역할 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리허설이 시작된다. 

추장이 거 처 하는 처 소(BHíBaM)를 톰 아저 씨 의 오두막집 으로 대 체 하고 

c..x“째Hy H3 “M띠 TOMa" nOCTaBH lIlb , 154쪽)， 아라닷산을 화산으로(. .. BeJJH 6 

yT때。py ， '1To6 OH íOpy , KOTOpaJl noxyll<e , B ByJJKaH npeBpaTHJI , 154쪽) 둔갑시 키 

면서 급히 꾸며지는 무대는 계속 반복되는 “극장은 신성한 곳(TeaTp 3TO xp 

aM)”이라는 극장장의 대사와 서로 모순되는 분위기를 빚어낸다. 오히려 이 대 

사는 자주 반복되면 될수록 무대 위의 공허감을 조장할 뿐이다. 

상연금지 이유를 묻는 극장장의 질문에 싸바 루키치는 희곡의 결말이 반혁 

명적 (B KOHue KOHTppeBOJl때HOHHaJl nbeca , 210쪽)이기 때문이라 대답한다. 싸바 

루키치와 극장장의 소크라테스식 질문과 대답 속에서 유럽의 선원들도 본질 

상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기에 적자색 섬의 민중승리와 더불어 그들도 

혁명에 동참하여 국제혁명으로 결과가 귀착되어야 한다는 검열관의 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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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극장장은 즉석에서 작품의 결말에 국제혁명을 삽입시킨다. 검열관 싸바 

루키치는 작가가 국제혁명으로 내용 수정을 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걱정 

하자 극장장은 자신이 나서서 조치를 취한다. 

11oPIl, 11eT씨 CaBBa 11yK때'" ceß lJac 6YlleT KOHeu c Me*Il'앤apollHoß peBO~UHeß ， 

CaBBa , Ho, MO*eT 6b1Tb, rpa*llaHHH aBTOp He *eJlaeT Me*IlYHapOIlHOß peBOJlIOUHH? 

11oPIl, KTO? ABTOp? He *eJlaeT? ~e끼aJl 6b1 1I BHlleTb lJeJlOBeKa, KOTOpblß He 

*eJlaeT Me*IlYHapOIlHOß peBO~UHH" ， 

J!OPIl(WHnll뼈 wënOTOM) , CeßlJaC 6YlleM HrpaTb BapHaHT 빼HaJla" ， H~mpoBH3HpyßTe 

Me*IlYHapollHylO peB。찌OU뻐， Ma TpOC bI 1l0Jl*H매 npHHlITb ylJaCTHe" , eCJlH BaM Ilopora 

nbeca 

KHPH , A, íI nOH lIJI" , nOH lIJI 

경， 빨리 준비해(메첼낀에게-펼자 주)11 싸바 루키치씨'" 곧 국제혁명으로 

도출되는 결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싸바. 그러나， 혹시 작가는 국제혁명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경 누가요? 작가가? 원하지 않는다구요? 국제혁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카랑카랑한 렛속말로(작가에게 필자 주))， 마지막 부분을 다르게 . 선 
원들도 동참하는 국제혁명을 즉석에서 꾸미시오'" 만약 희곡이 소중하다면'" 

끼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212쪽) 

끝난 줄 알았던 보조극이 다시 살아나면서 무대는 다시 급전되고 국제혁명 

이 즉흥적으로 연기된다. 유럽인의 하인으로 있던 빠스빠르뚜， 뱃시， 말하는 

앵무새， 적자색 섬의 원주민， 유럽 선원들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는 합창으로 

무대의 막을 내리고 싸바 루키치는 드디어 상연허락(nbeca K npe.llCTaBJJeH때 

pa3pemaeTcll)을 선포한다. 

끼리의 대사(A ， 71 nOH lIJJ" , nOHlIJJ.)는 주요 등장인물인 검열관 싸바 루키치와 

극장장 겐나지 뺀펼로비치， 작가 되모가츠끼 세 사람의 역학관계가 수직적 지 

배와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두운 검열의 그림자가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감싸 누르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현하고 있는 극중 

극의 형식은 풍자기법과 함께 자유로운 창작(작가)과 검열(검열관)의 갈등， 진 

부한 혁명선전극의 생산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검열의 부당함과 

허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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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검열이란 예술작품(출판물， 공연물)과 개인 우편물， 대중공공매체 등을 감 

독하는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다. 사전 심의와 같은 검열제도를 통해서 특정 

한 표현이 제한된다면 이는 사상이나 예술의 표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 

라， 국민의 알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문화와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검 

열은 심하게 나타난다. 정권에 이로운 의견만 인정하는 반민주적 의도 때문 

에 겸열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자율적 논의와 합의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양태를 띠게 된다. 국민을 계몽시키고 훈육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 소비에트 

검열의 주체는 비판， 토론， 논쟁의 여지를 말살시키고 모든 예술 과정을 통 

제하여 예술의 본래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혁명완수라는 국가적 대업 아래 자행된 당대 소비에트 검열은 불가꼬프로 

하여금 풍자 기법에 치중케 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성과 관련이 

없던 그의 풍자는 다시 출판금지 상연금지의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 

다 불가꼬프의 작품들은 초기부터 백군과 옛 귀족 세계에 우호적이라는 낙 

인 때문에 향상 당국과 비평계로부터 비난과 적의를 받아왔었다. 자신의 작 

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꼬프는 풍자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또다시 검열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가져 

왔다. 풍자의 대상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혁명 자체일 수는 없었 

다. 그 대상은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하는 일그러진 검열제도를 위시 

한 소비에트 사회 전반에 대한 반감이었다. 

불가꼬프는 <적자색 섬>의 풍자와 극중극 형식을 빌려 이에 대한 반감을 

탁월한 예술성으로 표현했다. 불가꼬프는 당대의 진부한 의사혁명극과 우매 

한 검열을 풍자함으로써 소비에트 검열 주체의 자의적 해석경향과 이데올로 

기적 경직성을 꼬집고 있다. 모든 형태의 검열은 일차적으로 작가의 상상력 

을 제한하며 이차적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구속하고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상상력과 문화적 생산력을 억압하게 된다. 

1920년대의 혁명선전극에 치우친 러시아 극장계를 풍요롭게 채워 줄 수 

있었던 불가꼬프의 풍자코미디 〈적자색 섬〉이 당국의 검열로 인하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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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하지 못한 점 32)은 러시아 문학계의 큰 손실로 귀결되었지만 페레스 

트로이카 이후 이제 다시 재평가되고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다 

32) 희곡 〈적자색 섬〉은 알렉산드르 따이로프(AneKcaHap TaHpOB)의 소극장(KaMepH뻐 

TeaTp)에서 1928년 12월 11 일 첫 상연되었고 60여 회 상연된 후 1929년 6월 이후 

부터는 상연물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불가꼬프 생애 중 〈적자색 섬〉은 출판되지 

않았다. 첫 출판은 뉴욕에서 1968년에， 소련에서는 1987년에 이루어졌다 COKonOB 

5.(996) 덩IHUHK.110neI1HJI By.11raKOBCKaJldJ, J]OKHa-M빼. M. , c.28 



〈적자색 섬〉때 나타난 작가와 겁열의 문제 237 

참고문헌 

1차 자료 

5yJJraKOB, M.A.(990) FCOφ/J.nμe COtfHHe쩌 B nJlTH TOM/J.XJ , T.3 nbeCbI. M. XYIlOlKeCTBeHHa 

~ JJIiTepaTypa 

2차 자료 

안병용(2000) “역사-전기 희곡 <5aTYM)에 나타난 풍자성Ii'노어노문학J， 제 

12권 제 1호 

김희숙(992) “역사이해와 글라스노스트Ii'레닌과 고르바초프J ， 한국슬라브학회 

김규종(2000) “극작가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와 미하일 불가꼬프의 대화 

f러시아연구J， 제 10권 제 1호. 서 울대 학교 러 시 아 연구소 

5a6wleBa, IO.B.(985) “KOMellli~-napOIlIi~ M. 5yJJraKOBa <5arpOBbI꺼 OCTpOB)", 

Ii'$/J.HPM B HCTOpHKO~HTep/J. TypHOM npouecceJ , BOJJOrlla 

5yJJraKOB , M.(997) W l1HeBHHK. nHCbM/J.. 1914-1940J , M. , COBpeMeHHbIH nliCaTeJJb 

5eJJ03epCKa~ -5yJJraKOBa , JI.E.(989) wBocnoMIiHaHIi자1 ， XYIlOlK. JIIiT. M. 

HIiHOB , A.(987) “o TeaTpaJJbHOM HaCJJe띠Ii M.5yJJraKoBa. BBelleHHe ", Ii'np06~eMM 

Te/J. Tp~bHoro H/J.Cπ8，llHJl M.A. Byr/J.KoB /J. jj , MHHHcTepCTBO KyJJbTypbl PCφCP. JIeHHHrpa!l 

HHHOB, A.(999) “ <5arpOBbI꺼 OCTpOB) KaK Æ’TepaTypHo-TeaTpaJJbHa~ napoIlH~" ， 

Ii'Mμ'X/J.H~ Syι~raKOB H/J. Hcxone xx BeKa~ ， CaHKT-neTep6yprcKoe 5ynraKoBCKoe 

06~eCTBO. CaHKT-neTep6ypr 

neTpOBCK Ii낀， M.(988) “Mlixalin 5yJJraKOB Ii BnallliMlip Ma~KOBCK Ii찌 " Ii'M. A.Sy~r/J. KoB 

ßP /J.M/J. rypr H xYßo*eCTBeHH/J.Jl Ky~bryp/J. ero BpeMeHHJ , M. 

COKOJJOB , 5.(997) Ii'TPM *H3HH MHX /J. Hß/J. By~r/J.KoB/J.j}， 3JJJJHC JJaK 

(1996) w3HUHKJJOnellli~ 5yJJraKOBCKa~~ ， JIOKHIl-M때. M. 

φHJJaTOBa ， A.H.(995) “ <5arpOBbIH OCTpOB) M. 5yJJraKoBa: OT naMiþJJeTa K KOMellH 

” • rpOTeCKy", Ii'TBOp 'leCTBO MHxaH~a By~r/J.KoB/J.. Hcc~eßOB/J.HHJl. M/J. TepH/J.~Mj}， 

5H6JJHOrpaiþH~ KHHra 3. HayKa. CaHI<T -neTep6ypr 

4YllaKOBa, M.(988) w:tH3HeonHcaHHe MHXaHJJa 5yJJraKOBa~ ， KHHra. M. 



238 

Резюме 

Проблемы цензуры и писателя в спецификах 

<Багровый остров> 

Ан, Вен-Ён 

дЛЯ М. Булгакова всю его жизнь существовала одна серьёзная проблема тика 

- нравственный и свободный писатель и цензура. Пьеса <Багровый остров> 

имела трагическую судьбу, похожую на судьбу самого автора Булгакова. Запрещали 

и публикацию и постановку. 

Эта пьеса имеет подзаголовок 'Генеральная репетиция пьесы гражданина 

Жюля Верна в театре Геннадия ПаНфиловича с музыкой, извержением вулкана 

и английскими матросами.' 

Главным для Булгакова в <Багровом острове> было обличение советской 

цензуры, демонстрация траг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драматурга Дымогацкого от 

зловещего цензора Саввы Лукича. Драматург Дымогацкий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амого писателя Булгакова. 

Сатир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атра, <Багровый остров> является 

протестом против подавления свободы слова и казё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вободы 

творчества. В пьесе так же г лавнbIМ приёмом показывается пародия на произвол 

власти Главреперткома и вульгарные агитспектакли. 

Двойной план пьесы, изображение 'театр в театре' -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Багрового острова). Театральность этой пьесы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в стремительных 

переходах от реального к условному и Обратно. Она раскрывает изнанку сцены 

и секреты театральной машинерии. 

Театральность вместе с пародией играли важную роль в высмеивании 

запрети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уже тогда грозила 

искусству великими бедам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