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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와 몰리에르 

• <위선자들의 밀교〉를 중섬으로* 

김 규 종” 

1. 서론 

장 바티스트 몰리에르는 알렉산드르 뿌쉬낀과 니꼴라이 고골과 더불어 극 

작가 미하일 불가꼬프에게 의미심장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17세기 중반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의 극작가 몰리에르가 

불가꼬프에게 중요한 인물로 각인되었는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몰려에르를 

읽었고， 되풀이해서 읽었으며 사랑해왔다. 작가로서 내가 형성되는데 그는 지 

대한 영향올 미쳤다. 수 세대에 결치는 극작가들의 스승인 그의 개인， 즉 무 

대의 희극배우， 실패자， 우울증 환자， 사생활에서 비극적인 인간이 나를 사로 

잡았다"1) 

희극배우이자 연출가이며， 극작가이자 극장장이었던 몰리에르는 서양 연극 

에서 윌리염 셰익스피어와 베르툴트 브레히트와 더불어 하나의 거대한 건축 

물을 연상시킨다 이런 측면은 불가꼬프가 무엇 때문에 극작가 몰리에르에게 

* 이 논문은 2001년 경북대학교 교내 공모과제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rpy6llH , A (1988) , “o HeKOTOpμX Il CTO 'lH싸<ax M 5yJlraKOBa <Ka6aJla CBJlTOW) 

(<MOJlbep) )", 띠 A. [j}'J1raKoB-lJpa~taT}'pr H X}'lJO:KeCTBeHHJJl K}'J1bT}'pJ ero BpeMeH때 , 

c. 141 앞으로 이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틀을 인용할 경우에는 논문저자와 제목 및 
띠A. E}'J1raKoB- lJpJMJT}'prJ 로 표기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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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렸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학창시절에 불가꼬프는 

배우와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 후에는 작가가 되리라는 확신이 생겨 

났다. 이상과 지향의 이중성， 자신의 내부에 두 가지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 

즉 상호 배타적인 정열과 열망이 운명적인 모습으로 불가꼬프의 삶에 동반되 

고， 그 삶에 반영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2) 

성숙한 극작가이자 소설가로서 불가꼬프가 몰리에르에게 크게 경도되었던 

시기는 대략 1929년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듯이 1929년은 극작가 불가꼬프 

에게는 가장 어둡고 불행한 시기로 기록된다. 왜냐하면 1929년 1월에 <도주> 

의 시연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3월 6일에 ‘레파토리 선정 최고 위원회’ (이 

하 ‘위원회’ - 펼자)가 불가꼬프의 모든 희곡작품들의 상연금지를 발표함으로 

써 극작가 불가꼬프의 이름이 소련의 연극계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3월 17일에 [바흐딴고프 극장]에서의 〈조야의 아파트〉가 막을 

내렸고， 4월에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뚜르빈씨네의 나날들>이 제거되 

었으며， 6월 초에는 [까메르느이 극장]에서의 <자춧빛 섬>의 마지막 공연이 

이루어졌다 3) 바로 이 염혹한 시기에 불가꼬프는 극작가 몰리에르의 삶에 기 

초한 희곡 〈위선자들의 밀교>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29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전개된 소비에트 러시아의 문화

예술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몰리에르와 불가꼬프가 직면하였 

던 절대권력과 예술가의 운명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희곡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가 몰리에르의 형상을 어떻게 포착하였는지를 고찰함으로 

써 양자간의 일정한 연관성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11. 1929년의 문화-예술적 지형 변화 

1928년 제 1차 사회주의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소련 공산당은 JJ. 뜨로 

쓰끼와 지노비예프의 축출을 확인하였고， 뜨로쓰끼 반대파 75명을 제명하였으 

며1"붉은 처녀지』 의 편집장이자， 소련 문화혁명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A. 

2) CTpeJJbUOBa, E. (993), “B t쩌CJJe nOfH6뻐X 매Tb He lI<eJJalO ••• ", rnapa110KC 0 l1paMe, 

nepe'lHTblBaJ/ nbecy 1920-1930 r0110BJ , c. 246. 

3) COKOJJOB, 5 (1997), rTpH :KH3HH MHXaH.지a ByJ1raKoBaJ , C.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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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스끼를 체포하기에 이른다.4) 이것은 이른바 ‘일국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 

하여 소련을 세계 유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로 건설하겠다는 스탈린의 

확고한 권력장악과 야심에 찬 의지의 발현이었다. 

1928년에 소련의 문학과 예술에 투영된 변화를 ].-0. 페터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1. 산업화와 집단화가 관철되기 위하여 문화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집중되어야 한다. 2.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롤레타리 

아 독재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관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이 계속되 

어야 한다. 3.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인간유형을 창조하는 사회교 

육의 기능이 예술에 부여되어야 한다. 4. 맑스주의의 관점으로써만 예술가는 

사회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작가는 19세기의 사 

실주의적 전통， 특히 똘스또이를 따라야 한다. 6. 프롤레타리아 작가연합(PAnn; 

이하 ‘라쁘’ - 펼자)은 헤게모니 주장을 새로이 하며 당의 도구임을 병백히 

천명한다.5) 

결국 뜨로쓰끼가 내세운 ‘영구혁명’의 이데올로기는 폐지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문화혁명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지속 

될 것이며， ‘라쁘’는 문학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되， 그것의 방법론은 19세기의 

사실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다. 

1920년대 말의 려시아 문학에 부여되었던 사회적 의무에 대하여 소련 문학 

연구자인 E 마이는 다음과 같이 쓴다: “이미 20년대 말부터， 제 1차 5개년 계 

획과 더불어 문학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에 훨씬 더 

정향되었다. 사람들은 문학의 과제를 무엇보다도 선전， 선동 및 인민의 교육 

에서 보았다. 더욱이 긍정적인 본보기의 보급이 새로운 인간을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 인 수단으로 간주되 었다 "6) 

이런 상황 아래서 ‘풍자’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이 1929년에 『문학신문』 

을 통하여 다시 전개되었던 것이다. ‘라쁘’의 비평가들 가운데 풍자에 반대하 

4) Peters, ].-u. (1980), rKunst als organisierte Erfahrung: 대er den 

Zusammenhang von Kunst- Theorie, Literaturkritik und Kulturpolitik bei A. V. 
Lunaearskiú , S. 175. 

5) 위 의 글， S. 177-178. 

6) Malí, 5. (1990) , “PycCKaJl caTHpa nocJle 1917-rolla", rSlawistik.J, 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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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B. 블륨은 풍자의 쓸모 없음과 그 

전통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우리에게서 ‘후려갈기고’， ‘날카로운’ 풍자는 잘 진 

행되고 있지 않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만 한다 .. 풍자의 전통은 단절되었다 ... 이 무기는 우리의 국가체계와 사회에 

서 증오해야 할 잔존물들과의 투쟁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7) 

물론 M. 로기와 같은 비평가들은 계급의 무기로서의 풍자의 가능성을 부정 

하는 블륨을 비판하면서 풍자의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블륨 동무는 

풍자를 공격하였고， 예술작품들의 공통적인 가계로부터 방탕하고 거짓되며， 

붕괴하는 존재로 풍자를 격리시켜 버렸다 ... 풍자는 계급의 분노로 노동자와 

농민을 무장시키며， 적대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비밀통로와 틈새를 드러낸다 

"8) 그러나 이런 견해는 B. 베쉬뇨프와 K 누시노프 등과 같이 블륨에 동조하 

는 다수의 ‘라쁘’ 비평가들에게 밀려 소수 견해로 전락하고 만다. 

신경제정책 시기의 유화국면은 사라졌고， 이제 ‘라쁘’가 문화-예술계 전반을 

추동하는 중심 세 력 으로 부상하게 되 었으며 , 그 과정 에 서 1929년 가을에 A. 루 

나차르스끼도 교육인민위원 직위에서 몰려나게 된다. 나아가 블라지미르 마야 

꼬프스끼의 <목욕탕> (930)을 둘러싼 논쟁들이 혁신적인 시인이자 극작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던 점 또한 이 시기에 변화된 문화-예술적 지형에 

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9) 따라서 <뚜르빈씨네의 나날들> (926) 이후에 불 

가꼬프를 향하여 지속되었던 좌파틀의 공세가 1929년을 기점으로 하여 폭발 

하였던 사실 역시 이런 현상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라쁘’의 대표적인 연극 비평가들인 P. 삐캘과 누시노프의 논쟁적인 글들을 어 

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10) 

7) 5JIIOM, B. (1929), “B03poaHTc~ nH caTHpa? ’ r!lHTep8. TYPH8.Jf r8. 3eT8.J , No. 6. 

8) PorH, M. (1929) , “nyTH coseTCKolí caTHphl" , 이'HTep8. TYPH8.Jf r8. 3eT8.J , No. 14 

9) 이런 측면에서 페터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마야꼬프스끼가 자살하기 
몇 달 전에 알았던 〈목욕탕〉의 완전한 부정은 문화정책의 선회를 얄리는 것이었 

다 . 문학적 풍자， 특히 풍자적인 극작품은 2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단지 개별적인 
폐해와 사회주의 사회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반 규범적인 행위에 반대해야 하였 

으며， 반대할 수 있었고，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질서 전체를 반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 이 다" Peters, ].-u. (984), rRussische Satire im 20. JahrhundertJ , 
München & Zürich, S. 86. 

10) nHKe지b ， P. (1929), “nepea nOaH~THeM 3aHaseca (nepcneK깨Shl Teace3oHa)", rH3BeCTHJfJ. 

No. 213 및 HycHHOS. 11. (1929) , “nyTb M. 5ynraKosa", rnell8. Tb H peBO쩌'l!HJfJ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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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쁘’ 비평가들은 불가꼬프의 희곡창조를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소련사 

회에 무용하며 유해한 것으로 수용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극작가 불가꼬프는 

<뚜르빈씨네의 나날들>에서 백위군에 대한 동정적이며 긍정적인 재평가를 

시도하였고<조야의 아파트>에서는 노골적인 포르노그라피를 선보였으며， 

<자춧빛 섬>에서는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라쁘’ 비평가 

들에 의한 텍스트의 오독 원인을 독단주의와 좌익 소아병에서 포착하면서 A. 

니노프는 이렇게 쓴다. “불가꼬프의 동시대 비평， 특히 라쁘 비평은 언제나 

그를 주시하였으며， 거의 예외 없이 불가꼬프 극문학의 의미， 사유 및 규모를 

얼마간이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었고， 평가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 

그 대신에 비평은 정치적인 의심과 편협성을 스탈린 시대의 국가 이데올로기 

의 요소로 전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11) 

특히 1928년 12월 11 일 [까메르느이 극장]에서 초연되어 28/29 시즌에 62회 
의 상연을 기록한 〈자춧빛 섬>은 당대의 대표적인 좌파연극에 대한 강렬한 

패로디이자， 당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수용되었다: “〈자춧빛 섬>은 

프세볼로트 메이예르흘드가 상연한 c. 뜨레찌야꼬프의 〈울어라， 중국아!>에서 
부터 말르이 극장에서 상연된 벨 벨로쩨르꼬프스끼의 <키를 좌현으로〉에까 

지 이르는 좌파 연극의 미학을 패로디적으로 흡수하였다 ... 작품의 첨예함은 

예술가를 노예이자 찬미가로 만드는 새로운 문예정책의 내밀한 본질을 건드 

리고 있었다 "12) 

<자춧빛 섬>에서 극작가는 당대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데올로기적인 

상연을 조롱하면서 소련 극문학과 연극을 말살하는 창조의 자유부재를 말하 

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이보다 복잡한 창조의 모 

멘트들이 내재해 있으며， 따라서 <자춧빛 섬>은 극작가 불가꼬프의 20년대 

창조작업의 결산으로 생각될 수 있다: “희곡의 주제에는 극작가 자신의 운명， 

즉 <뚜르빈씨네의 나날들>과 <조야의 아파트>의 상연상의 난관에 관여하면 

서 불가꼬프가 지나갔던 기진맥진한 시연의 위태로운 모멘트들이 반영되었다. 

<자춧빛 섬>은 1920년대 말에 도래하였던 스탈린주의의 조건에서 관료주의 

적인 강압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었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창 

4 참조. 

11) HHHOB, A. (1988), “o ßpaMaTyprHH H TeaTpe MHxaHna oynraKoBa (HTorH H nepcneKTH뻐 

H3yl.f eH뻐)"， μA. 5yJ/raKoB-llpaMaTyprJ , C. 13. 

12) CMem!HCK째， A. (1989), 띠'HxaHJ/ 5yπraKOB B XYPO :f<eCTBeHHoM TeaTpe.} , C.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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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자유에 대한 당국의 제약에 반대하는 노골적으로 언표된 저항이었다 "13) 

川. 절대권력과 예술가의 운명 

자전적인 성격의 소설 <극장소설> (936)에서 불가꼬프는 신출내기 극작가 

로 데뷔하게 된 주인공 막수도프의 심정을 절절하게 기술한다: “나는 서둘러 

독립극장으로 갔다 .. 가운데 문에 붙어 있는 변변치 않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 

왔다. 나는 읽었다 이번 연극 시즌의 공연목록. 막수도프 - <검은 눈>. 나는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보도에 서 있었는데， 그때 내 돈지갑이 왜 도둑맞지 않 

았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떠밀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불쾌한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버티고 서서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14) 

소포클레스， 로페 데 베가， 셰익스피어， 쉴러， 오스뜨로프스끼 등과 같은 러 

시아와 세계 연극의 고전대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자선의 희곡 <검은 눈> (<니 

ëpHhIH CHer >)이 공연될 것이라는 포스터릎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 

가1 바로 그런 상황의 가감 없는 묘사는 1926년 10윌 5일 [모스크바 예술극장] 

에서 <뚜르빈씨네의 나날들>이 초연되었을 당시의 극작가 불가꼬프의 ‘내면 

풍경’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세 해가 경파한 1929년 가을 연극시즌에 모든 극장이 자신의 희곡상연을 

줄줄이 포기 했을 때 극작가의 흉중에는 또 무슨 생각이 흐르고 있었을까? 

여기에 그 하나의 단서가 있다， “ ... 같은 날 0929년 9월 3일 필자) 불가 

꼬프는 청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고리끼에게 통보한다. <<나의 피로와 

절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금지되었고， 나 

는 파멸하였으며， 완전한 고독 속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존재할 

13) M.A. 5yJIraKOB (990) , rcoφaHHe COtfHHeH쩌 B nJ/ Tμ TOMaXjJ , TOM 3, nbecbI, c. 636. 

이와 관련하여 스뜨렐쏘바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견해를 언급한다· “팝플렛 <자 

춧빚 섬>은 작가의 고백에 따르면， 소련에는 창조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극작가는 정부 당국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지 출판의 자유에 대해 

서만 기술했지만， <자춧빛 섬〉은 시면에서 작가 (문학)， 연출가-극장장 (연극예 

술)， 지휘자 (음악예술)， 문화관리 (사바 루끼치)， 화산폭발 (혁명)， 영국선원 (세계 

혁명)을 뒤섞으면서 희곡-패로디의 형식으로 창조를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우위라 

불릴 수 있는 것과 충돌시 킨다 CTpeJIb110Ba ， C. 250 

14) 미하일 불가꼬프(990) r극장jJ , 김영국 옮김，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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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작가를 붙들어 두는 겁니까? 인도적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풀어 주십시오.>>"15)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래서 <위선자들의 밀교>는 창조되었다. “작가가 

<위선자들의 밀교〉라 부른， 몰리에르에 대한 희곡의 초판은 작가 자신의 표 

현에 따른다면， 1929년 후반기의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창조되었다. ‘엄 

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에 감추어져 있던 것은 오늘날 잘 알려져 있 

다. 광포한 반 불가꼬프 캠페인이 언론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16)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극작가 불가꼬프가 비극적인 몰리에르의 전범에 눈을 

돌렸을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련하고도 피로 물 

든 대가 몰리에르의 형상은 ... 친밀한 문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전혀 근거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에게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불가꼬프가 몰리 

에르의 형상에서 자신을 반추하고， 자기의 상황을 몰리에르의 그것과 비교하 

며， 몰리에르의 운명에서 자기 운명의 신비를 보고， 프랑스 대가의 이야기를 

교훈이자 질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상이 생겨난다 "17)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가 시종일관 관심을 두고 있는 몰리에르 

의 작품은 〈타르뒤프>이다 <타르뒤프>는 볼리에르가 남긴 30작품 가운데 

열 세 번째 희극으로 1664년 5월 12일 초연되었다 18) 이 작품은 초연 직후 공 

15) COK0 J10B , c. 252 

16) rpy따H ， C‘ 140. 이런 측면 이외에도 당시의 불가꼬프가 직변했던 어려움을 소꼴로 
프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즉， 불가꼬프는 작가로서의 그들 지켜주지 못하 

는 [전 소련 작가동맹] (Bcepoc대CKH따 CO lO 3 nHC a TeJ1eH)으로부터 1929년 10월 2일 

탈퇴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상황이 가중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공연금지를 이유로 그의 희곡 〈도주〉에 지불한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 아래서 〈위선자들의 밀교〉가 착수되었다고 

소꼴로프는 기술한다 COK이10B. c. 252-253 한편 니노프는 <위선자들의 밀교〉 창 
작사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희곡 〈위선자들의 밀교〉 

초판은 1929년 12월에 완성되었으나 ‘위원회’가 상연을 금지한 후에 불가꼬프는 몇 

차례에 걸쳐 작품 텍스트를 손보았다 그 결과 작가가 인정한 새로운 제목인 <몰 

리에르>의 제 2 ， 제3판이 나타났다 (1930-1931). 1935년 5월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서 시연이 재개됨으로써 불가꼬프는 극장의 요구에 따라 희곡에 새로운 손질을 가 

하였다 " HHHOB , C. 10. 

17) neTpoBcK때， M. (988), “MHXaHJ1 5yJ1raKOBH H BJ1a띠MHp Ma>I KOBCK때 rM. A. EyπraKOB 

llpaMBTyprJj , C ‘ 375 

18) 몰리에르 (2000) r타르뒤프 • 서만케족.Jj , 극예술 비교연구회 옮김， 207쪽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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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금지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창원 끝에 1669년 2월 5일 몰리에르의 

[팔레 루아얄 극장]에서 상연이 허가되었다. 44회의 연속공연을 기록한 <타르 

튀프>는 같은 해 3월 15일 출판 허가를 받아， 3월 23일 처음으로 햇빛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 14세가 총애하였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몰리에르의 1 9) 작품 <타르튀 

프>는 독실한 신앙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는 허위와 위선이 가득 찬 카툴 

럭 신자 타르튀프를 풍자하는 희극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볼리에르의 희극은 

파리의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파리의 생 바르 

텔르미 교구의 주교인 피에르 룰레가 몰리에르에 반대하는 팡플렛을 썼으며 

(1664년 8월 4일)， 파리의 대주교 아르두앵 드 페레픽스가 〈타르튀프>의 공 

연과 독서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1667년 8월 11 일)." (207-208쪽) 

태양 왕 루이 14세가 자신의 절대권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문학과 예술을

옹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의 개화와 정점에 루 

이 14세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스스로 발례의 무용수로 춤을 추었다는 사 

실은 예술을 통한 권력의 유지와 고양이 어떻게 가능하고 유용한지를 웅변적 

으로 보여준다. 평생 몰리에르를 옹호하였던 루이였지만，<타르튀프>와 몰리 

에르에 대한 교회권력의 집요한 비난과 거부의 목소리 때문에 몇 년 동안의 

공연급지 명령을 내리지 않블 수 없었다. 

<타프튀프>가 완전한 공연파 출판 허가를 받은 다음 볼리에르가 몸소 쓴 

<타르튀프> 서문에서 우리는 희극예술에 대한 극작가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우리는 연극이 교화를 위한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진지한 도덕적 표현들은 대개 풍자적인 표현틀보다 그 효과가 털하 

별다른 인용 없는 올리에르와 <타르퇴프>에 대한 정보는 이 책에 따른다 필요하 

다고 여겨지는 경우 본문에 이 책의 쪽수를 밝히도록 하겠다 

19) 루이 14세는 문인에게 내리는 특별 연금 1천 리브르플 매년 몰리에르에게 하사하 

였고 (1663년)， 볼리에르의 첫 아들인 루이의 대부가 되었으며 0664년)， 몰리에르 

의 극단에 7천 려브르의 연금을 지급하고， 왕실 극단이라는 칭호뜰 내렸다 0665 
년) 

20)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영되었던 제라르 크르비오 감독의 영화 [왕의 춤]이 웅 
변석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꼭가 장 바티스트 휠리 

0632-1687)와 극작가 몰려에르의 두 인물이 어떻게 루이 14세와 교감하였는지를 

재현한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hltn ’//bh.knu.ac.kr/ 
-gjkim) 실려 있는 “[왕의 춤J: 절대권력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참조항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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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러면 아마도 희극이 유쾌한 교훈을 통하여 사람들의 단점을 꾸짖는 독 

창적인 시에 다름 아니며， 그것을 부당하게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인간이 오락을 펼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정한다면， 희극보다 더 순수 

한 오략을 찾을 수는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01-16쪽) 

위대한 희극배우이며 극작가인 몰리에르는 웃음을 통한 사회 병리현상의 

예방과 치유의 기능을 희극에서 보았으며， 그것은 계몽주의 시기의 연극미학 

의 두 가지 핵심개념인 ‘오락’과 ‘교훈’을 선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웃음에 대 

한 몰리에르의 이런 견해는 H. 베르그송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뒷받침된다: 

“질병이 일정한 과도함을 정별하는 것과 동일하게 웃음은 일정한 오류를 징 

별한다 .. 웃음은 파도가 모래 위에 남겨놓은 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표면에 생겨난 폭동을 가리킨다. 웃음은 이런 동요의 민첩한 윤곽 

을 순간적으로 스케치한다."2 1) 

그러나 중세의 엄숙주의와 경건주의를 떨치지 못했던 당대의 프랑스 교회 

권력은 몰리에르의 <타르튀프>를 용인할 수 없었고， 루이에게 공연금지를 요 

청하였던 것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극작가의 노력은 세 차례에 걸 

쳐 태양 왕에게 청원서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불가 

꼬프에게도 전개된다. 1929년 3월 6일 ‘위원회’가 불가꼬프의 모든 희곡 상연 

금지를 결정함으로써， 3월 17일 <조야의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상연되는 것 

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자신의 작품들이 연극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한 

불가꼬프는 같은 해 7월에 스탈린과 M. 깔리닌에게 해외이주를 요청하는 편지 

를 발송한다.껑) 

21) Bergson, H. (988), rDas Lachen: Ein Essay 디ber die Bedeutung des 
KomischenJ , Darmstadt, S. 124-125. 

22) CO I< OJlOB, c. 395. 자신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불가꼬프는 같은 해 9월에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인 A. 에누끼드제와 M. 고리끼에게 해외이주를 요청하는 펀지 

를 다시 발송한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계속 묵살되었고 불가꼬프는 1930년 3월 

28일 소련정부에게 단호한 요청을 담긴 편지를 다시 보낸다. “나는 소련 정부가 

시급하게 나의 아내 류보피 예브게니 예브나 불가꼬바를 동반하여 내가 소련의 국 

경을 떠나도록 명령하기를 요청한다 소련당국의 인도주의에 호소하면서 나는 자 

기의 조국에서 쓸모 없는 작가인 나를 너그럽게 방변하기를 부탁한다 만일 내가 

기록한 것이 무근거하며， 내가 소련에서 평생 침묵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소련당국 

에게 부탁하나니， 나의 본업에 따라 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로 하여금 정식 연 

출가로서 극장에서 일하라고 명령하기를 부탁한다" CTpeJJbl.\OBa, c. 269. 이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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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튀프>의 공연금지만을 제외한다면 몰리에르가 루이 14세의 절대권력 

의 총애와 비호를 받으며 상당히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했다면， 불가꼬프는 선 

배 극작가가 상상하기 어려운 질곡의 길을 걸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1929 

년 2월에 스탈린은 ‘라쁘’의 대표적인 극작가이며 영웅-혁명적 드라마 <폭풍 

우〉의 작가이자 열렬한 반 불가꼬프주의자였던 빌 벨로쩨르꼬프스끼에게 

<도주>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그것이 바로 극작가 불가꼬프 

를 향한 박해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정)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타르뒤프>의 피날레 장면은 극작가 몰리에르에 

게 내리는 자애로운 태양 왕의 은총처럼 보인다. 희극에서 난마처럼 뒤얽힌 

사건을 손쉽게 해결하는 집행관은 그리스 고전비극에서 등장하는 “Deus ex 

machina"를 연상시키며 극작가는 집행관의 입을 빌어 루이 14세에 대한 찬미 

를 아끼지 않는다: “폐하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셔서 사기 

꾼들의 간계도 통하지 않지요 ... 폐하께서는 절대권력으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이 자에게 상속한다는 계약서를 파기하시고， 또 피난중인 당신의 친구와 밀통 

한 죄도 용서하시겠답니다." 000-101쪽) 그러므로 국왕의 성은에 감읍하는 오 

르공의 마지막 대사는 몰리에르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꺼이 발아래 엎드려 폐하께서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102쪽) 

<뚜르빈씨 네의 나날들〉은 1920년대 중반 소련의 문화 예술계에서 소란스 

러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24) 그후의 <조야의 아파트>와 <자춧빛 섬> 역 

시 좌파 비평가들， 특히 ‘라쁘’ 비평가들의 끊임없는 공격대상이 되었다. 비록 

<뚜르빈씨네의 나날들>의 열렬한 관객이었지만25) 스탈린은 정치적 사회적 

의 편지는 그 후에도 몇 차례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KOJJOB, C 

396-400 참조. 

23) 이 점에 대하여 스벨란스끼는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 ... 불가꼬프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뚜르빈씨네의 나날들〉 공연에 

자리하였던 스탈린이 어째서 그 공연을 금지하였는가? 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도주〉의 금지와 관련하여 당시에 모스크바 연극계에 돌아다니고 

있던 스탈린의 말을 빠벨 마르꼬프가 이렇게 전했다: ‘내가 폼소몰에게 양보했 

다." (강조 필자) CMeJJJlHCKHA. A. (1994), “TeaTp MHXaHJJa 5yJJraKoBa: TpH~QaTwe 

ro때， M.A. 5yJJraKOB", rnbecbI 1930-x ro.aOBJ , c. 4 

24)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여산 박형규 교수 화갑 71념 논문잡」 에 들어 

있는 졸고 “M. 불가꼬프의 희곡 〈뚜르빈씨네의 나날들 연구>"， 276-283쪽 참조. 

25) 노비꼬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15차례에 걸쳐 〈뚜르빈씨네의 나날들〉 공연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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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조적 소수자에 속해 있었던 불가 

꼬프에게서 은총의 손길을 거두어버린다: “이런 <불길하고 어두운 세력>이 

(작가의 창조적 자유를 압살하는 세력 - 필자) 모든 것을 절멸시키는 권력을 

느닷없이 획득한 이런저런 〈좌파> 비평가들이나 시기에 가득 찬 극작가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천진한 일일 것이다. 엄청난 공격성에도 불구 

하고 ‘라쁘’ 가담자들은 최고의 인형 조종자의 손아귀 속에 들어 있는 자동인 

형들에 지나지 않았다 "26) 

1930년대에 소련당국으로부터 박해받았던 시인 O. 만델쉬땀에게 안나 아흐 

마또바가 보여준 것 같은 영웅적인 용기를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불가꼬프가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해에 의지할 때 권력과 예술가의 관계에 대한 불 

가꼬프의 사유를 올바르게 독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위선자 

들의 밀교>와 더불어 절대권력의 압제에 쓰러져 가는 창조적인 시인의 운명 

과 고독을 다룬 〈최후의 날들> (<뿌쉬낀>: 1935) 역시 이런 맥락의 연장선 

위에 자리하고 있다: “예언가이자 代體의 희생인 예술가의 형상은 불가꼬프에 

게서 특별한 색조를 얻는다. 허약하며 박해받고 의지할 곳 없는 예술가는 지 

상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 악의 조직적인 힘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어떤 강력한 

비호자의 도움에 의지한다 ...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는 팔려 나간다. (배반당한 

다). 그를 구해야 마땅하거나， 혹은 구할 것처럼 보이는 자가 지극히 무자비하 

게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창조자를 파멸시킨다.<밀교>에서 <고인의 수 

기>에까지，<뿌쉬낀>에서 죽기 직전의 마지막 희곡 〈제비의 둥지> 창작의 

도에 이르기까지 대가와 권력의 상호관계라는 이런 도식은 불가꼬프에게서 

언제나 재현되며， 몰리에르에 대한 희곡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완전하게 재현 

되어 있다 "27) 

하였다고 한다. Ho뻐KOB ， B. (986), “M.A. ByJlraKOB-npaMaTypr", rMHxaHJI BYJlraKOB , 

nbeCblJ , c. 7. 

26) CMeJlJlHCK뼈， A. (1989), rMHxaHJI ByJlraKoB B XYllOll<ecTBeHHoM TeaTpeJ , c. 155. 
27) CMeJlJlHCK뼈. A. (1994), “TeaTp 싸IXaHJla ByJlraKoBa: TpHlIUaTble rOllbl, M.A. BYJlraKOB" , 

c. 16. 



62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1호 

IV. [위선자들의 밀교l에서 불가꼬프가 포착한 몰리에르의 형상 

몰리에트는 이미 18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28) 20세기 

에 들어와서도 그의 대표적인 희극들인 <수전노>， <서민귀족>， <타르뒤프>， 

<상상병 환자> 등이 널리 공연되었다. 이른바 ‘몰리에르 시기’는 불가꼬프의 

창조적인 삶에서 거의 3분의 1 에 달하는 7년 동안 지속되었다<위선자들의 

밀교> (1929-1936) , <정신 나간 쥬르탱> (1932) , <몰리에르씨의 생애> 

(1933) , <수전노> (번역; 1936).29)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는 세 방향에서 몰리에르의 형상을 추적 

한다: 연극생활과 몰리에르， 루이 14세와 몰리에르， 종교권력과 몰리에르. 이 

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몰리에르는 매우 구체적이며 살아 있 

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불가꼬프는 이 희곡에서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인물 몰리에르의 창조가 아니라， 1930년대의 소련이 

라는 시-공간에서 포착한 불가꼬프 나름의 고유한 인물 몰리에르 창조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역사적 연대기가 아니라 낭만적인 드라마를 썼다. 

낭만적인 드라마에서는 완전한 전기적인 정확성이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 

다. 희곡의 극적인 강화와 예술적인 채색에 복무하는 일련의 변화를 나는 허 

용하였다떼) 

28) 이것과 관련하여 그루빈은 다음과 같이 쓴다· “ 18세기에 러시아에 전문극장이 나 

타나게 되자 몰리에르는 러시아에서 제2의 조국을 얻게 되었다. 그의 희극들이 끊 

임없이 러시아 연극무대에서 상연되었던 것이다. 그리보예도프， 고골， 오스뜨로프 

스끼는 몰리에르를 자기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하였다 rpyÕI!H. C. 146 그러 
나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비평가였던 B. 벨린스끼는 몰리에르에 대 

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이한 점들이 있다. 내게 

도 마찬가지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몰 

리에르와 보드벌이다 " BeJJI!HCKI!ß, B. (1954), rnOJlHOe COφaHHe CO 'lHHeHH.야 , TOM 

2, c. 389. 

29) 몰리에르와 관련된 불가꼬프의 창조에서 러시아어 번역작품인 〈수전노>를 제외한 
일련의 작품들에 대하여 노비꼬프는 이렇게 쓴다. “몰리에르에 대한 희곡 〈위선자 

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는 천재의 비극을 결정하였던 극적인 상황의 발현에 주 

의를 집중하였다 .. 극작가 몰리에르의 내부 실험실을 통찰하기 위하여 불가꼬프는 

우아한 희극 〈정신 나간 쥬르탱〉을 쓴다. 몰리에르의 개인성을 떠올리기 위하여 

그는 1933년에 전기적인 중편소설 〈몰리에르씨의 생애〉를 쓴다" HOBI!KOB , c. 34 

30) CMe.llSlHCK째， A.(989), rMHXaHJl By.πraKOB B XY110iKeCTBeHHOM TeaTpe,j , c.2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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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는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극장 • 궁정 • 집 • 교회 • 궁정 

• 집 • 극장이라는 장소의 도식을 통하여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볼리에르 

가 어떻게 초라하고 허접하게 볼락하여 죽음에 이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이 도식에서 무엿보다도 흥미로운 대목은 교회가 궁정과 극장과 집의 공 

간들 사이에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위선자들의 빌교〉는 

교회의 장면틀에서 나머지 장면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방사상의 구조를 재시하 

고 있으며， 이 점은 몰리에프가 파멸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를 극작가 

불가꼬프가 어디에서 포착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된다 

연극생활과 결부된 몰리에르의 형상은 [팔레 루아얄 극장]과 그의 집에서 

상보적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몰리에르의 경우에 극장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사생활이 물레의 씨줄파 날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 희곡 

의 제 1 막에서 희극배우 몰리에르는 루이 14세가 자리한 공연을 성공리에 마 

치고서 국왕의 부름을 받뜰어 즉흥적인 막간극 형식을 통하여 태양 왕을 기 

린다. 하지만 위대한 비}우는 절대 권력자보다 먼저 희극의 신을 부른다: 

“뮤즈여， 나의 뮤즈여， 오 교활한 희극의 여신이여 '1 밤마다 그대의 외침 

윤 듣고서/ 팔레 푸아얄의 빚 속에서 나는 / 스가나렐의 가발을 쓴다네‘"3 1) 

그 다음에 볼리에르는 희극배우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왕의 하중을 

노래한다. 보잘것없는 역할의 희극배우지만 몰리에르는 루이가 통치하는 시기 

에 연기한다는 사실 자체를 영광스러워하면서 태양 왕을 찬미한다· 

“당선은 우리를 위하여 왕의 부담을 지고 계십니다./ 저는 하찮은 역을 맡 

은 광대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시대에 연기한다는 사실로 이미 저는 영광스 

31) MwxawlI 5yllral<oB (986) , r!7beCbJ), <Ka6alla CBJl TOW (Mollbep)>, MocKBa, C. 191 앞 
으로 이 책에서의 작품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을 표기하겠음 이 장면은 <뚜르빈씨 

네의 나날틀〉에서 니꼴까의 피날레 대사릎 연상시킨다. 빼뜰류라 도당과 게뜨만 

세력을 몰아내고 끼예프에 입성하는 ’붉은 군대‘의 오케스트라가 ’인터내셔널‘을 연 

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말한다， “여러분， 오늘밤은 새로운 역사적인 희곡을 

위한 서막입니다" (강조 팔자) 위의 책， 122쪽. 끼예프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세 

력의 등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새로이 창조될 희곡을 언급함으로써 불가꼬프는 (습 

작가의 극작품들이 존재했지만， 진정한 연극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의 처녀 

희꼭인 이 작품에서 정치권력 (볼셰비끼 정권)에 대한 예술 (희곡)의 우위틀 설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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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습니다./ 루이!" 위대한!!../ 프랑스의!!!/ 왕이시여!!!" (1 92쪽) 

여기서 우리는 국왕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겸손하지만 담대 

하고 자신만만한 극작가이자 희극배우인 몰리에르를 대면한다. 

상승하는 몰리에르의 기세는 패배를 모르며 그것은 제2막의 궁정장변에서 

다시 입증된다. 몰리에르에게서 사탄을 보는 대주교 샤론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32) 태양 왕은 <타르튀프>의 상연을 허가함으로써 극작가에 대한 국왕의 

확고한 비호를 보여준다. 이런 환희의 절정에서 몰리에르는 어린 아내 아르망 

드와 극단의 배우 무아롱의 밀회를 목격함으로써 관객은 그를 향해 덮쳐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하게 된다. 이 장변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연극생활 

과 실제 배역의 대사를 보여줌으로써 33) ‘세계는 극장이고， 인생은 연극’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제가 얼마나 적실하게 몰리에르의 개인사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를 입증한다. 

제3막에서 불가꼬프는 〈타르튀프>의 작가가 파멸하게 되는 근본적 인 동인 

을 제공하는 17세기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의 교회권력을 낱낱이 보여준다. 여 

기서 대주교 샤론은 가면을 쓰고 있는 ‘성서 카발라’34) 회원들을 인도한다. 교 

32) 몰리에르가 〈타르튀프〉를 통하여 선을 부정하고， 성직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샤론의 입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실성한 바르톨로메 사제이다. 

그는 루이 14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옥와 밑둥을 강아먹는 독충이자 무신 

론자， 그의 이름은 장-바티스트 몰리에르입니다‘ 혐오스러운 작품 〈타르뒤프〉와 

함께 그자를 광장에서 불태우소서 " (204쪽) 

33) 분노한 몰리에르가 무아롱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자 양아들은 이렇게 응수한다. 
“당신은 미쳤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진짜 스가나렐이군，" (210쪽) 무아롱은 몰리 

에르의 집을 나가기 직전에도 “저주받을 스가나렐!"이라고 외친다， (강조 - 필자) 

(211 쪽)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스벨란스끼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사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 현실이 어떻게 연극의 대상이 되며， 연극이 어떻게 제2의 현실이 

되는지를 우리는 본다. 여기서 사람들은 연극을 통하여 삶을 이해하며， 그런 인식방 

법은 극장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CMeJJ쩌HCKHIl， 

A, (1994) , “TeaTp 빼XaHJJa ByJJraKoBa: TpH~~aTwe r。뻐， M,A, BYJJraKOB" , C, 17 

34) ‘성서 카발라’ (Ka6aJJa CB5I01eHHOro nHCaHH5I)와 관련하여 그루빈의 설명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집단의 활동은 ‘성찬회 (0601eCTBO CB5I TWX napoB)’라는 명칭 

으로 시작되었다. ‘성찬회’는 1627년부터 1666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존재하였던 비 

밀 종교조직으로 ‘위선자들의 밀교 (Ka6aJJa CB5ITOm)’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한 

다. ‘성찬회’는 부도덕과 이단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것을 핑계로 자유사상을 

억압하였고， 밀고와 중상을 일삼았으며， 더러는 반대자를 화형에까지 처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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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지하실에서 몰리에르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샤론은 몰리에르의 근친상간 

에 대한 무아롱의 자백을 확보한다. 그와 아울러 대주교는 몰리에르의 희곡 

<돈 쥬앙〉을 이용하여 궁정무력의 대표자인 애꾸눈 도르시니 후작을 천재적 

인 극작가의 적대자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샤론은 임종을 눈앞에 둔 마들렌느의 고해성사를 통하 

여 아르망드가 몰리에르의 딸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아르망드의 죄를 

사하겠다는 샤론은 이제 악마의 형상으로 전화되어 있다: 

아르망드가 고해실로 들어선다 뿔 달린 모자를 쓴 샤론이 무시무시한 모 

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악마의 표지인 반대성호를 서둘러 몇 차례 아르망드 

에 게 긋는다 (219쪽) 

불가꼬프는 이 장변에서 절대권력에 기생했던 종교권력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 주었던 것 이 다. “왕의 주변에 는 인간의 얼굴들이 아니 라， 가면들이 자리 

한다 .. 독재는 국가에서 단일한 종교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그가 통치하던 시 

기의 국가에서 종교적 편협성은 특히 강력하였다 ...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악 

명 높은 ‘성 찬회 ’가 발생 한다 "35) 

샤론이 원하던 것처럼 이제 루이 14세는 더 이상 몰리에르의 비호자가 아 

님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마들렌느가 죽고， 아르망드는 그를 버리고 떠났으며， 

심장 발작으로 걷기에도 힘든 불쌍한 늙은이가 초라한 몰골로 태양 왕의 청 

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은 것이다. 그런 몰리에르 앞에 대주교 샤론이 등장하 

여 두 사람 사이에 불꽃튀는 대화가 오고간다. 

몰리에르. (시론을 보자 갱기를 횟J/ )，/작한다. 지금까지 그는 R자01/ JI 
슴을 대고 g/g는데， 몸을 을l으킨다 두 눈α 흘ILIJ/ 끼/작한다.) 아， 신부 

님’ 만족하시오? 이건 〈타르뒤프〉 때문이오? .. 어떤 친구들이 내게 말하더 

군요. “악마 같은 수도사를 써보시지요”라고 말이오. 그래서 난 당신을 그렸 

던 거요. 어디서 당신보다 나은 악마를 찾아낼 수 있겠소? 

샤론. 난 당신 때문에 슬프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은 자는 반드시 교수형 

다. 그들은 배우가 악마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연극과 극장을 극단적으로 

증오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몰리에르는 위선자 타르튀프의 형상에 ‘성찬회’ 구성원들 

의 특정들을 구현함으로써 그들의 격노를 불러일으켰으며， 급기야 희극 〈타르뒤프〉가 

공연금지 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루빈의 설명이다 rpy6HH , c. 144-145. 

35) 위 의 글，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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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지기 때문이오， 나의 아들이여. 

몰리에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난 악마의 자식이 아니니 

까. (223쪽)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는 이 장면을 통하여 몰리에르가 파멸하 

게 된 하나의 원인， 즉 ‘밀교’를 선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몰리에르의 파멸을 

이끌어낸 어둠의 세력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위선자들의 밀교를 영도하는 샤 

론과 몰리에르가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정점의 장면은 역사적인 갈등으로 가 

득 차 있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한다.<타르튀프〉를 썼으며， 교회 사제들 

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는 길에 들어섰던 몰리에르 비극의 사회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불가꼬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6) 

왕의 비호도， 배우이자 극작가로서의 명예도，<타르뒤프〉 공연도， 아르망드 

와 마들렌느도 다 잃어버린 몰리에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대 권력자에게 

증오와 분노를 토해 낸다: 

“평생 나는 그의 박차를 활았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지 짓밟지만 말아 

다오. 하지만 기어이 짓밟은 거야 폭군| 무슨 까닭이지? 알 수가 없어 . 난 
그에게 말했어， 폐하， 저는 그런 행동을 싫어합니다. 항의합니다. 저는 모욕 

당했습니다， 폐하 ... 저의 아부가 부족했습니까? 제가 더 가어야 했단 말씀입 
니까?. 어디에서 몰려에르와 같은 그런 식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 

하지만 무슨 까닭이지， 부통? [타르뒤프]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행 

동했던 거야 . 난 왕의 폭정을 증오해!" (229쪽) 

그러므로 불가꼬프는 몰리에르가 파멸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밀교’ 이외 

에도 태양 왕의 폭정에서 찾아냄으로써 그가 <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마침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희곡에서 천재의 비극 

은 정치적인 첨예함을 얻는다. 천재와 폭군， 바로 이것이 불가꼬프의 희곡에 

서 울려 퍼지는 문제이다. 몰리에르와 폭군， 즉 절대왕권을 쥔 루이 14세와의 

충돌이 궁극적으로 천재적인 풍자작가를 파멸시켰음을 불가꼬프는 보여준다 

"37) 

36) HOBHKOB, c. 36 다른 한편으로 불가꼬프는 몰려에르를 파멸시킨 샤론과 얘꾸눈 후 
작 사이의 침 뱉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절대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의 도덕적인 

명예실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37) 위 의 글，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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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을 대신하여 

실제의 역사적인 사실과는 달리 불가꼬프는 <위선자들의 밀교> 피날레에 

서 몰리에르가 〈상상병 환자〉를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죽도록 한다. 이것 

은 평생을 연극과 더불어 살아온 인간 몰리에르의 죽음에 비극성을 환기하고， 

불후의 영광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공연이 끝난 뒤 절대권력의 박해 

를 피하여 영국으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몰리에르를 극장에서 죽도록 

함으로써 불가꼬프는 연극과 극장을 위하여 순교한 위대한 배우이자 극작가 

로서의 몰리에르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몰리에르의 파멸과정에는 샤론으로 대표되는 교회권력과 도르시니 후작이 

대표하는 정치권력，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태양 왕의 절대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위선자들의 밀교〉에서 불가꼬프는 바로 이런 측면을 

자신의 상황과 은밀하게 대비시켰다. ‘꼼소몰’과 ‘중앙 집행위원회’ 등이 대표 

하는 정치권력， ‘라쁘’와 ‘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권력으로 인하여 촉발 

된 파국의 최후지점에 바로 스탈린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불가꼬프는 함 

축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38) 

그러므로 1936년 2월 16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의 <위선자들의 밀교> 

초연 이후에 연극 비평가이자 예술문제 위원회 의장인 n. 께르젠쩨프가 제기 

한 견해는 정곡을 찌르고 있는 셈이다. “불가꼬프는 이 희곡을 1929-1931년 

에， 즉 그의 모든 희곡들이 레파토리에서 제외되거나， 상연이 허가되지 않았 

던 시기에 썼다 ... 새로운 희곡에서 그는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정치제도에 역 

행하고， 자신의 희곡들이 금지되는 작가의 운명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아무 

리 암시를 은폐하려 해도 불가꼬프가 작품에 부여하는 정치적인 의미는 지극 

히 명백하다 ... 그는 관객에게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의 작가와 루이 14세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폭정 사이의 유사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39) 

작품의 피날레에서 [팔레 루아얄 극장]의 배우이자 기록자인 라그랑쥬는 이 

렇게 독백한다: 

38) 이런 까닮으로 〈위선자들의 밀교〉를 읽은 고리끼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예술극 
장]의 몇몇 배우들도 이 작품에서 불가꼬프의 자전적인 특정들을 간파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CMeJlJlHCK뼈， A. (1989), rMnxan.n Ey.nraKoB B XynO:KeCTBeHHoM TeaTpe.Jj , 

C. 266-267. 
39) C아(OJlOB ， c. 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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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뭐지? 어떻게 쓴다지?. 국왕의 失罷과 사 

악한 카발라가 원인이었어!.. 그렇게 써야겠군! (236쪽) 

그런데 1929년의 초판본 피날레에는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어구가 추가 

되어 있었다: “이것의 원인은 운명이었다때) (강조 - 펼자) 마치 뿌쉬낀이 

〈보려스 고두노프>의 피날레를 고쳐 쓴 것처럼 41l 불가꼬프도 <위선자들의 

빌교>의 피날레를 고친 것이다. 몰리에르를 파멸로 몰고 간 궁극적인 원인이 

‘운명’이 아니라， 국왕의 실총과 사악한 카발라임을 명시함으로써 불가꼬프는 

‘몰리에르 시기’에 변화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 

‘몰리에르 시기’에 창조된 다른 희곡 〈최후의 날들〉에서도 불가꼬프는 니 

꼴라이 1세의 폭정 아래서 쓰러져간 창조적인 천재 뿌쉬낀의 형상을 다루고 

있다. 끝없는 추적과 감시의 고통과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계관시인의 최후를 시민적 파토스로 그려내면서 불가꼬프는 창조적 개인과 

절대권력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제시한다. “1930년대 불가꼬프 희곡 

의 가장 중요한 일관된 문제는 그것이 극작가나 배우， 혹은 시인의 얼굴로 나 

타나든 아니든， 예술가-대가의 진정한 의무와 사명의 인식， 독재나 전제와 화 

해하지 않으며， 예술의 귀중한 목적을 자신의 안락 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창 

조적인 개인의 고통이다 "42) 

<위선자들의 밀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불가꼬프 

와 K. 스타니슬라프스끼와의 대립과 갈등 이 작품을 둘러싸고 전개된 극작가 

들과 비평가들의 비판과 입장표명들， 나아가 [모스크바 예술극장]과 레닌그라 

드 [볼쇼이 드라마 극장]에서의 공연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등이다. 이 문제는 

작품의 수용과 공연이라는 다른 형식의 글쓰기를 요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다 

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40) rpYÕIIH , c. 150에서 재인용. 

41) 1825년 12월 14일 ‘데까브리스트 봉기’가 발생하기 전의 〈보리스 고두노프〉 피날 

레에는 “민중은 침묵한다”라는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봉 

기’가 있은 후에 뿌쉬낀은 바로 이 구절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 

확히 하였던 것이다. 

42) A. HHHOB,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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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Ibep M ByJII’ aKOB 

Pe3JOMe 

KHM, rJO-30Hb 

B 1929-oM rOllY BCe nbeChI M. 5yJ1raKOBa, KaK <5er>, <30꺼 K I1Ha KBapTμpa> ， 

<llHμ Typ6I1HhIX> “ <5arpOBhIH OCTPOB> 6hIJ111 CHj\ThI 113 COBeTCKI1X TeaTpOB. 

nOC J1e H3na 113MeHI1J1aCb nOJ1I1TI1QeCKaj\ 11 COUl1a끼bHaj\ 06CTaHOBKa B CCCP 11 n03ToMy 

KyJ1bTypHaj\ no까1T I1Ka To~e Opl1eHTl1pOBaJ1a Ha HOBy~ J1I1 H에D. nOll 3TOH c l1TyaUl111 

6hIJ1a CI1J1bHa aTaKa PannOBeUOB npOTμB He TO J1bKO 5yJ1raKOBa , HO 11 lla~e B 

Maj\KOBCKoro. B nbece <Ka6aJ1a CB j\ TOIU> 5yJ1raKOB nOKa3aJ1 j\CHO npl1QI1Hy r l16eJ111 

MOJ1bepa, KOTOphI꺼 CTpeMI1J1Cj\ COXpaHI1Tb CB06011Y BOJ1bHOrO TBOpQeCTBa. B llaHHO인 

CTaT짜1 6YllYT I1CC J1ellOBaHHhI: KaKOe COCTOj\Hl1e B 1929 rOlly B J1I1TepaTypHoM 

Ml1pe CCCP; CYllb6a Xyllo~HI1Ka non a6C0J1~THOH BJ1aCTI1 KaK BO φpaHU1111 BO BpeMj\ 

J1~llOB씨ca BeJ1I1KOrO 11 B cCCP CTaJ1I1Ha; KaK npaMaTypr 5yJ1raKOB nOKa3aJ1 HaM 

06pa3 MOJ1bepa B <Ka6aJ1e CB꺼TOIll> I1 .T.n. npl1 nOMOU써 3T。인 pa60Thl Mhl n03HaeM 

nyTb TBOpQeCTBa 5yJ1raKOBa B 1920-30-x rOl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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