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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아포칼립스적 성격
-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를 중심으로*
박 종 소”

1.

들어가는 말

‘아방가르드 예술의 아포칼립스적

성격’이라는 주제는 다소 어색하게 들린

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방가르드 (A vant-Garde) ’라는 용어가 갖는 전위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일 터인데， 즉， 기존의 문화， 예술에 대한 부정을 그 일
차적 목표로 하는 191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이 러시아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터부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 기독교의

아포칼립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일

역설적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예술 사조에 대한 이해
와는 사뭇 다른 층위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아방가르드 예술을 정의하기
위한 기존의 많은 시도들은 주로 내용과 형식의 층위에서 접근하여， 아방가르
드 예술 작품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과 또한 동시에
작품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을 찾아내려는데 주력하였던

이

것이

작품들을 여타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는 야방가르드 작품을 협소한 경계로 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미적 사조로 편입되게 만들거나， 혹은 그 경계를 너무 광범위하게 만옮으로써

아방가르드가 모더니즘의

망망대해 속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전자의

연구가 아방가르드적인 많은 특성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옹다면，

후자의

연구는 아방가르드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결과

*

이 논문은 2001 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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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예

술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대표자들 가운데 하나인 블라디미르 마야꼽스끼 (B. Ma~
KOBCKH꺼)는 언어법칙에서
여])， 첫째， 단어의

관계의

발생하는 변화의

대상에

대한 관계의

변화， 셋째， 단어에

대한 관계의

양상을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

변화， 둘째， 단어의 단어에

대한 상호

변화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첫째의 변화는 숫자， 혹은 대상의 정확한 의미로서의 단어가 단어
상징， 자족적 단어로 변화하는 경우이며， 둘째의 변화는 삶의 급속한 속도가
통사가 헝클어지도록 만드는 변화이며， 셋째의 변화는 사전이 새로운 단어들
로 확장되는 경우의
은 사실 오늘날의

현대 기호학의

변화이다. 마야꼽스끼의

기호학의

이러한 단어법칙의

장에서도 이해가능하다

선구자인 모리스의

분류와도 거의

마야꼽스끼의

변화 양상2)
세 분류는

일치한다.3) 모리스가 기호

학의 세 분과로 분류하고 있는 의미론， 통사론， 화행론 가운데， 기호의 대상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분과가 의미론이고， 기호의

기호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분과가 통사론이며， 기호의 해석자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분과가 화행론이다.
이 가운데 아방가르드는 기호의 기호에 대한 관계의 문제나， 기호의 대상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와 그 기호를 수용하는 주체의 관계의 문제
이다

달리

말하면， 아방가르드는 ‘무엇’의 문제를 다루는 의미론의

범주도 아

니며， ‘어떻게’의 문제를 다루는 통사론의 범주도 아니고， 그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의 문제를 다루는 화행론의 범주에 속한다. 기존의 예
술 사조들인 ‘고전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더

나아가 ‘모더니즘’이

사조

그 자체로서의 예술적인 어떤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에 반해， 아방가트드만
은 유독 그 자체의 사회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 다른 층위

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해야할 것은
1)

Ma !l KOBCKHil , B.(955) “ llBa 니 exosa" ， Fa.刀BßHMHp Ma J1 KOBCKHI{
HHI(Jj, M. ‘ Xyllo >l< ecTBeHHa>l JJHTepaTypa , T. l. C. 297

2)

마야꼽스끼는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작가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야한다고 주장하

!70JIHOe C06paHHe COtfHHe

고 있다. 그는 이러한 언어적 측면에서 체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를 “언어
의

황제 (KOpOJJb CJJOBa)" 라고 부르고 있다. Ma!l KOBCKI때， B.(1955), “llaB 4exoBa", cc.

295 , 298-301

3)

Encyc!opedic Dictionaη1 of Semiotics .g, (Approaches to semiotics; 73) , Gen. ed.
Thomas A. Sebeok, Mouton de Gruyter, Berlin. New York . Amsterdam, 1986
Tome 1. pp. 565-57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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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아방가르드 예술이 그 자체의 예술적 프로그램이나 강령을 갖
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아방가르드의 특성이 단지 예술적 화행론의 측면에서

만 발견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성에
서 예술적 화행론의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전변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주목
할 때 아방가르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방가르드는 예술의 실제성을 가장 주된 것으로 삼으면서， 놀람， 분
노， 당황， 수치 등과 같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깨우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4)

여기서 아방가르드의 수용의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제대로 이해
한 것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 또 누가 적합하게 수용한 것이며， 누가 그렇
지 못한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불분명하게 된다. 그보다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가치는 전적으로 반응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
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반응이 강하면 강할수록 올바른 것이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틀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 아방가르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반인이 가장 적합한 아방가르드의 독자이자， 청자이며， 관객이고， 아방가르

드의 창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을 겨냥하며， 아방가르드적인 자질은 그가
이

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사실， 이러

한 거부와 부인이

4)

이

적

아방가르드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5) 따라

경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랜 시간에

형식과 내용에

형식에

대한 숙고를 통한 지각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

이르기

전에

그 반응이

걸친 미

그 내용과

일어나도록，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아방가르드 예술은 그 내용과 형식을 가
능한 어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가르드 예술에서

즉，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이해불가능성은 아방

그 구도 속으로 내재화되는 특성이며， 이때 수신자는 지각의

체에서 객체로의 변화， 예술 창조자가 관찰하고 감상하는 미적 물(物)로의

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5)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선동 예술과 아방가르드가 구별된다. 즉， 정치선동 예술과 아
방가르드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내려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되， 선

동예숲이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내려하고， 수신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려 한
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아방가르드는 독자， 정자， 관객을 신경질적인 반응
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욕도

띤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방향성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리에서의 운
동이며， 연못에 돌을 던지고 나서 그것이 만드는 파장을 관조하는 것이다

러시아연구 채 12권 제 2호

50

서 아방가르드 예술은 기존의 미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규범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들의 기호에 전쟁을 선포한다.

1910 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러시아 당대의 모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뒤

집기의 시도이며， 기존의 가치위계질서를 뒤바꾸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분

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10 년대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작품인 〈태양
에 대한 승리>에서도 이러한 아방가르드적인 특정은 쉽게 발견된다. 아방가
르드 예술이

대상에 대한 수선자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며， 그리고 그 때

수신자까지도 그 창작 예술가의 미적 관찰 대상의 객체에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이러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그 미적 관찰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기존의

질서와 세태풍속 (5μT) 에

대한

반대， 특히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도전으로서의 반종교성， 혹은 무종
교적인 성격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리는 이 글에서 〈태양에
승리>를 중심으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반종교적

대한

성격이 사실은 그 이면에

종교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혀 볼 것이며， 특히， 그 가운데 성경의 ‘아
포칼립스’적인 성격이

텍스트와 무대 장치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

펴보도록 할 것이다.

11.

가운데 말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는 전통적인 극장 예술을 미래주의적으로 발전
시킨， 미래주의

예술의 절정에 서

방가르드 예술가들6) 의

공동작품인

들의 반응 또한 칭찬에서부터

있는 작품이다. 4 인의 대표적인 러시아 아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비평가와 관객

엄청난 비난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것이었

다 7)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과 관객들은 공통적

6)

텍스트는 끄루초늬흐 (A.

KpY4eHbIX) , 음악은 마쭈신 (M. MaTIO뻐H) ， 서문은 흘레브니꼬프

(B. XJle6뻐 KOB) ， 무대장치와 의상， 소도구들은 말레비치 (K. MaJleBH4) 가 담당하였다

공연의 초연은 빼쩨르부르그 극장 ‘달-공원 (JJYHa -napK) ’에서

1913 년 12 월 3 일과

5

일에 이루어졌고， 예술가 단체인 ‘젊은이 연항 (COI0 3 MOJlOLæll<H) ’이 함께 협연하였다
상연은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고

동시에 그로 인해 보기 드문 성

공을 거두었다

7)

이

작품의 상연보다 하루 앞선 10 월 2 일과 4 일에는 <블라디미르 마야꼽스끼 (BJ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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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페라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미적 도그마에 대한 무정부적이고 전복적
인 선언을 순식간에 감지할 수 있었다. 즉， 이
드의

선언문들에서

작품은 당시

발표된 아방가르

표방된 아방가르드 예술이 지닌 절대적이고 무한적인 모

든 것의 허용， 일탈에 대한 숭배， 혁명적인 예술가의 자의성을 승인하고 구체

적으로 실현해 낸 것이었다. 이 작품은 20 세기 초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도 그 후진성을 극복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운동으

로서의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비롯하여， 세계의
변혁과 자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주를 개혁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성격의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품들은 일정정도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특
히， 16 세기

러시아 정교에서

출현하는 ‘바보성자 (IOPOJlHBblα) ’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1. 아방가르드 예술과 ‘바보성자’
흔히

이야기하듯이， 아방가르드는 그 본질상 예술의 자기파괴， 자기부정이

다. 따라서 기존의 예술적 기준에 따라 아방가르드 예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기존의 기준에 따른 예술이기를 멈춘 예술을 평가하는 무의미
한 작업이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기존의
하고 부정함과 동시에

예술을 파괴

반예술을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창조해내

DHMHp Ma~KOBCKHß)> 가 무대에 올려졌다 두 작품 모두 흘레브니꼬프 (B. XJle !5 HHKOB)
의

글 “암흑을 만드는 소식 (qepHOTBopCKHe BecTyq재)"이 서문으로 씌어졌으며， 극

의 상연 전에 읽혀졌다 이 두 작품은 ‘예술의 변형’에 관한 노선을 제시하는 러시

아 미 래주의

예술의 이후의 방향성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특히，<태양에

대한 승

리〉는 수많은 논쟁과 정반대의 논란들을 야기한 소위 ‘초이성 언어 (3aYMHblß ~3b1 K) ’
를 그 자체에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은
1920년 말레비치 (K. MaJJeB씨)에 의해서 비테프스크 (BHTe6cK) 에서， 1983 년 윤헨의 음

악 페스티발에서， 1993 년 비인에서 칼바우에르 (K. KapJJ6ayep) 에 의해 재상연되었다.
(이 작품의 상연사(J:演史)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BaCHJJbeB ，

11.(1 998) “ n03THKa nbeC bI -Onepbl A. KpyqeHblX <n06eDa HaD COJJHlleM> B KOHTeKCTe aBaH
rapDHoro DBH)((eH째 19 1O-x rODOB" ,
MepHOCTH pyCCKO# ÆfTepaTypM

XX

FXX

BeK. 깨TepaTypa. CTHA~ CTHAeBMe 3aKOHO-

BeKa (J 900-1950) jJ,

BblnycK HI , EK aT epHH6ypr) 이

와 같은 사실은 1910 년대 러시아 아망가르드의 미학적 가치가 여전히 많은 예술가

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아방가르드 연극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이 작품에 대한 고찰의 펼요성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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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예술의 영역을 추하고， 천박한 비예술의 영역으로 떨어뜨려 기꺼이 그
자체를 비하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치 바보성자 úopo뻐 BhIη) 의

행위에

도 비유된다. 판첸꼬 (A. f1. f1aH4eHKO) 가 언급하듯이 8) ， 바보성자의 삶은 아름다

음에 대한 의식적인 부정， 미에

대한 인습적 관념에 대한 거부로서， 좀더 엄

밀하게 말하면， 미의 기존 관념을 뒤집는 것이고 추를 미적으로 긍정적인 수
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다. 아방가르드 예술은 바보성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미적인 얼굴을 절단하듯이， 변기가 진열대의 조각
상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며， 파열적이고 뒤틀린 자움 (3aYMb) 의 시들이 조화
롭게 울려퍼지는 시들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성격
은 분명히 반미학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성격이 배태되어 있다 9)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의 관념에 따르면， 육체적인 미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었고， 따라서

기독교와 미술은 대립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신의 길에 참여하고， 조롱과 멸시의 길을 따라야하는 바보성자가 진흙 속에서
구르는 반미학적인 행위는 ‘윤리적인 것’이 ‘미적인 것’을 삼키면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아방가르드 예술이 예술적인 수단틀로써

나타나는

예술을 부정

하는 자기부정 또한 본질적으로 바보성자의 ‘자기부정’과 마찬가지의

종교적

인 색채를 띠는 것이다. 물론， 아방가르드 예술은 이러한 종교적인 성격을 의
식적으로 그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다만 미적인 모든 것들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그 뒤에 밝혀지는 이러한 종교적 측면은 자기긍정성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
서

아니라， 자기부정성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여전히

여전히
적

힘에

예술의

범주에

머물게

아방가르드 예술을 반예술로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성격의

자기부정은

예술자체의 범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예술의 외부로부터 오는 사회
의한 예술의

파괴와는 구분된다 10)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거룩한

8) Jl llxa4es , 11. c. , naH 'I eHKO , A. M. , nOHblpKO , H. 8.(984) l"CMex B lIpeBHelJ pyCH.[ ,

Jl. ‘

HayKa ,

c. 80

9)

아방가르드 예숨의 종교적인 성격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일반적인 이해는 다음을
참조하시 오. Epstein , M.(l 995J

띠ifter

the Future)} , The University of Massa-

chusetts Press , pp. 49-59.
10) 에프쉬테인은 비미학화의 두 가지

범주의

예를 들고 있다 그 첫

1919년 겨울궁전에서 개최된 농민대회에서 일부 농민들이

번째

경우는，

당시 궁전내의 모든 화

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궁전의 예술소장품을 변

기로 사용한 것을 예술 외적인 힘에 의한， 사회적 행위에 의한 예술의 비미학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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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처럼，

반대로 그들의 분노와 조롱을 산

이것은 마치 바보성자가 대중들을 자극해서 결국은 그들로부터 얻어맞고，

또 그틀에게 돌， 쓰레기 등을 집어던져 그들의 격노를 사는 것과 같다. 이러

한 바보성자의 행위가 바로 러시아 아방가르디스트

특히 러시아 미래주의자

들의 행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이 일으키는 소동은 사회적 규범을 뒤틀어보는
것으로， 가치의

역설적 심층 체계를 드러내며， 낯설고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절대적 가치 앞으로 미적， 도덕적 가치들을 내던져 새롭고 날카롭게 그것들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본격적으로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기존 예술을 그 본래
적 영역으로부터 밀어내며， 반예술을 예술로서 머물게 하는 힘으로서의 종교
적 성격을 시인관， 언어관， <태양에 대한 승리>의 무대 장식으로 사용된 말
레비치의 절대주의 그림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물들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는 아포칼립스적 측면들을 살펴보자.

2.

아방가르드의 시인관과 항선적(抗神的) 성격

20 세기 야방가르드의

대표적

흐름이었던 미래주의는 고유한 예술가관을 드

러낸다. 미래주의 운동에서 예술가는 거대한 능력의 인간으로 출현하며， 그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는 우주의 심연을 직관으
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를 예견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미래주의 작가들이 자신을 이러한 비범한 인간과 동
일시하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1)
이는 곧 예술의 파괴라고 말한다. 또 두 번째 경우로서， 1917 년 뒤상 (M. Duchamp)
이

변기를 ‘분수’라는 이름으로 전시회에

참여시키려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예술

에 반예술의 새롭고 패로독스적인 자질을 부여하려는 예술의 자기모독적인 행위라

고 말한다 (Epstein , Ibid. , p.51 , 53.) 이 두 번째의 경우가 여 기서 말하는 아방가르
드의 종교적인 성격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여전히

예술의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

는 것으로 첫 번째 예의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11) 미 래주의 예술가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당대의 마야꼽스끼， 까

벤스끼 (B. KaMeHcKHlí) , 세베랴년 (11. CesepllHHH) 의 시들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의 시
구는 까멘스끼 의 시 의 한 부분이 다‘ (KaMeHCKHH ， B. (l 966J <Moll
B. CTHXOTBopeHHJ/ H n03MbI.l1, M.: 끼

c.

83. BaCH Jl beS , 11. c.

I< apbepa>

,

149 에 서 재 인 용)

fKaMeHcK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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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창작의 길을 찾아내며， 문학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

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약력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미래주의자들의 소위 ‘자기
법칙화’가 발견된다

이러한 시도가 꾸보푸뜨리스트들인 마야꼽스끼 (<0 pa3HblX

MaRKOBCKHX> , <51 CaM>) , 까멘스끼 (<MOR Kapbepa> , <Ero 의

작품들에서

잘 보여진다. 특히

MOR 따orpa빼R> )

마야꼽스끼는 그가 쓴 비극 〈블라디미르

마야꼽스끼>에서 그가 실제로 연출자가 되고， 극의 주인공이

연기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에고푸뚜리즘의

되어서 자신을

세베랴닌 (μ. CeBepRHHH) , 이그나

찌 예 프 (11. I1 rH aT beB) , 쉬 로꼬프 (n 뻐 pOKOB) ， 그네 도프 (B. rHellOB) , 끄류취 꼬프 (LI.

KPIOl! KOB) 의 시의 주된 내용올 이루는 것이 세계와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에고’
이다
그러나 과장된 자기평가가 실제적인 창작활동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
다 그네도프와 쉬로꼬프의 공동 창작집인 <위대한 이들의 책 (KHHra Be재때X)> 은
실제로는 4쪽 짜리 팡플렛에 불과했으며， 작가들의 화려한 수식어귀들은 그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내

놓는 세베랴닌의 〈나， 천재 이고르 세베랴년 (51 ， reHHH I1 ropb CeBepRHHH)> , 흘레

브니꼬프의

<시간의

황제 (KOPOJlb

BpeMe배)>，

<지구의

대표자 (npellcellaTeJl b

3eMHoro wapa)> 등은 실제 그 작품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
한 과도한 자기평가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올림뽀프 (K. OJl째nOB) 이

다. 그는 작품 〈위대한 지구의 시인 끈스딴젠 올림뽀프의 보기 드문 천재적
인 서 사사

테 오 만 (φeHOMeHaJlbHaR reHHa Jl bHaR n03Ma TeOMaH BeJl씨<o ro MHpOBOrO

n0 3T a KOHC Ta HTHHa OJl HMnOBa , nr. , 1915)> 에서 “전 세계는 올림뽀프의 세기이
다

“나는 위대한 꽁스딴씬 올림뽀프이다

“나는 영원한 영이다

“세계건축

의 부모” 등과 같은 과도한 자기과시를 드러낸다. 부조리하기까지 한 이러한
미래주의자들의 선언은 순박한 개인주의나 자기도취를 벗어나 종교 모독적인
성격까지도 띠고 있다.

n03T-MYDpeu H aBHaTOp ,
XYDO :t< HHK , J1 eKTOp H My:t< HK ,
51 seCb H3 b1 CKaHHbI꺼 。 paTOp ，
51 seCb llOC Jl e }lHH찌 MO}lH비헤 WHK.

시인-현자， 그리고 비행사，

예술가， 강연자 그리고 농군，
나는 완전히 세련된 웅변가이고.
나는 완전히 최선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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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대가 전능한 위대한 신이라 생각했다네，

뽑

、

「

i
(
}

여

는

나

그러나 그대는 멍청이， 겨우 작은 꼬맹이 신이었네.
장화목에서

구두장이의 칼을 꺼낸다.
날개 달린 악당들!
천국에 처박혀 있으라!

두려워 떠는 바람에
날개의 깃텀이 헝큼어지겠지 1

당선이 용기는 악의 향취.
여기부터 얄라스카까지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리라 12)

이러한 자기 과시적 경향성과 종교 모독적인 특징은 시작품뿐만 아니라， 그

들의 연극 공연， 전시회， 음악회 등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자신들

강연이나 파티， 음악회 등은 항상 커다란 소용

돌이를 일으켰다. 얼굴에 음표를 그리거나 강아지를 그리고， 짧은 외투에

연

미복을 걸치며， 설린더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이들의 기괴한 행동은 다른 이
들과 동일하게되지 않고자 하는 미 래주의자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

른 이들의 주의를 끌고자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항신적(抗神的) 성격은 축어적인 의미의 무신론적인
성격과는 다른 또 다른 종교적 성격을 배태하고 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지
워버리고자 하는 신의 존재는 그들이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살아

있는 설체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여전히

이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을

희생함으로써 신앙적 행위에 참여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고통이 있는 곳에 있다네， 어디든지;
눈올 방울방울마다
나는 십자가 위에 나 자신을 못박았네 13)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의 행위와의 동일시 과정이며， 다름 아닌 종교적 행위로의 참여였

12)

Ma )l KoBcKHii , B. <OóJl aKO B WTaHax>

13)

Ma )l KoBcKHii , B. <OÓJl aKO B WTa H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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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기호， 상식， 도덕， 미적 규범을 파괴하려는 이들의 프로그램은 곧 사변적인
과거숭배를 거부하고， 힘과 남성성을 찬양하며， 동적인 행위를 옹호하며， 폭발

과 반란， 불복의 에너지를 발산했으며， 결국 이를 위해서는 작가들의

긴장된

활동이 요구되었고， 특히 기존의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여진 매끈함 대선에 고
의로 만들어진 부조화와 볼썽사나운 언어 작품들
품들이

창작되기도

하였다.1 4 )

때로는 부조리에 가까운 작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언어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의 하나가 되었다.

3.

‘초이성 언어(J aYMb) ’와 종교적 성격

2 막 6장으로 구성된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는 미래주의의 극이 추구

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기존의 리얼리즘 극과 달리， 1 막 (4 장)과
2 막 (2 장) 사이의 균형이 깨져 1 막의 길이가 훨씬 길게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
은 1 막은 미래의 삶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전개이고， 2 막은 제 10국에

서의 미래의 삶의 상황에서의 전개이다. 제 1 장에서는 태양에 대한 투쟁이 선
포되고， 제 2 장에서는 폭동과 봉기에 관한 시의 구절들이 다수 나타나며， 제 3
장에서는 시의

구절틀로 죽음과 매장에

이르면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오는 인간의 자유， 미래에

태양이

대한 희망 등이 나타난다.

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며， 제 4 장에

2 막인 제 5 장에서는 10국에서의 상황과 과거와 미

래의 대립적인 것이 묘사되며

마지막 장인 6 장에서는 배경으로 비행기의

날

개가 등장하고， 과거에서의 해방만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언급이

나타난다

전체

이 극에서

인물들의 성격은 일정한 견해의 담지자로 나타날 뿐 어떤 변화나

14)

길이에

비해 등장 인물들의

수가 많고， 또 빠르게 교체되는

사실 이러한 미래주의의 경향성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러시아에 강한 영향
을 미친 니체의 철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창작의 두 요소로 그가 일컬
은 아폴콘적인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 가운데 후자
성적

힘의

동요， 야만적인

것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인

즉 충동적

격정과 비이

요소는 미래주의자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의 상징주의자들 역시 이 디오

니소스적 요소를 그들의 창작 요소로서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대한 칭송
으로 머물렀던 것에 반해， 미래주의자들은 이 보다 한발 더 나가 데카르트적인 사
고 유형을 거부하고， 미의 법칙을 부정하며， 원초적인 자연력과 전(前)이성적인 것
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창작 활동의 토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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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극의 언어는 서정시의 감성적인 단어나， 또는 산문의 대상 지시
적， 서술적 언어와 달리， 인물이 직접적인 언어의 주제로 등장하고， 인물의 내
적 · 외적 상황에서 단어가 주어지며， 그 가운데 특정한 뜻이 선택되어 상대방
의

언어와의 갈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대화는 인물들 사이의 의

사소통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인물들의 발화는 대화 참여자로 지향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객석의 관객을 향해져 있다. 또한 인물들 사이의 대화는 상
대방의 대화에서 한 모티프만을 취해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것들로，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서 온 대화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극

의 발화가 인물의 내적 상황， 인물의 외적 상황， 언어 자체 내의 언어적 논리

성 가운데 인물의 강조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이 작품
의 대화는 이 가운데 어느 것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지 대화 상대

자 발화의 언어적 형상으로부터 취해진 모티프들에 의해서 작품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발화가 누구를 지향하는 것인지， 또한 그것이 지문적인 것인지 대

화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작품 〈태양에 대한 승리>는 이처럼

언어의

대화성， 대화의 지시성， 논리성이란 측면에서 모두 방해를 받고 있지

만， 아방가르드의 기본적인 전략 속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극 언어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언어사용은 관객들의 측면에서는 커
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흐의

목적

의식적인

언어사용에서

관객에 대한 이런 효과는 작가 끄루초늬

비롯된

것이다. 다시

문장들의 통사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틀로부터

말하면， 단어， 문장，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의사소

통적 기능， 지시적 기능， 논리적 기능의 약화는 반대로 소리적 측면의 강화라
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사실 미래주의

언어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파열

음을 통한 거칠고 소박한 소리의 생산， 모음보다는 자음에 대한 선호， 직접적
인 언어 인식과는 어떤 상관도 없는 단어들의 결합， 언어 외부에서의 음성 놀
이

등이

소위

R3bIK) ’이다. 이

미래주의자들이

작품을 사실주의

사용하던 ‘초이성

극의

관점에서

언어(超理性

듭핍， 3ayMHbI꺼

보면，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극의 기본적인 긴장과 갈등이 배제되어 있으며， 실제 텍스트
상의 사건도 비행기의

추락 외에 모든 사건들은 언어적 사건으로 처리되며，

특히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의

만 보고 될 뿐이다

체포도 언어적 사건으로

다시 말하변， 단순히 외적인 사건들의 관점에서 보았올

때，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빈약한 결합으로 파악되는 이 작품은 언어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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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찰할 때 더 풍요로운 작품이 되며， 여기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본
래적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그 언어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초

이성언어’이다.

n

n

KP

n

근

근

KP

끄르

Tlln

E드고

TllMT

E드프르cr:

끄르

2-

E즈

Kp Bn

비행기의

근

T

추락에서

p-

cr:

끄르 브드

p

근

살아남은 비행사가 부르는 위의

승리〉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자웅’의

노래는 <태양에

대한

이용 부분이다. 마치 ‘바보성자’의

웅얼거림과도 같은 이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할 수 없음을 표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언어에 굴복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
껴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이나 주문에서 ‘초이성언어’가 이성
적인 언어를 몰아낸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언어와 동시에 초이성적인 언어에
도 인식에

대한 특별한 권력과 삶에

것 15) 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단어에서

대한 특별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미가 발생하기

이전의

소리

단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모음보다는 각각의 자음 속에 보
편적인 일정한 절대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을 찾아 세계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초이성 언어가 배태하고 있

는 것이 바로 미래의 세계언어였던 것이다.
슬라브 민중 문화 전통에서 탈의미화되고 일그러지는 자웅은 두 가지 차원
에서 이해되어왔다 16) 그 가운데 하나는 문화 이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도

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비인간적인 악마적 세계의 특징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자움은 인간과 비인간적인 것의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이
혼톤의 저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움은 특별한

15)

)f( aKKap , )f( aH

φHllHnn (1 995)

neTep6ypr ’ MCMXCY , CC.

16)

F/lllHH.μπ Xa.PMC H KOHeu pyccKoro a. Ba. Hr a. p l1a.jJ, CaHKT

15-33 ,

c.

268

슬라브 민중 문화 전통에서 자움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

오. J1 eBKHeBCKa Jl, E.( 1999) “ 3ayMb B CllaB Jl HCKo ì1 HaponH얘 KyllbType: rOllOC H3 nOTYCTO-

pOHHero Mllpa" , lRussian Li terature XL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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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극히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

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에서 자움은 민중 문화에서 독특한 기
능을 수행하고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움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

한 언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이것은 특히 흘뢰스또프스
뜨보 (XJlbICTOBCTBO ), 오순절파 신도들 (mITHlleCHHHKH) 과 같은 종교 단체와 연결

되어

있다. 이들에게서 자움은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악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해방을 의미했다

이들은 자움을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정화의 긍정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웅이

터부시되는 저 세계의 부정(不햄)한 힘， 동물들， 외국인들，

아이들과 같은 이를테면 ‘사람 아닌 것’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이
해되든， 혹은 종교적인 자기정화의 신성한 기능을 수행하든 간에， 이것은 인
간이 ‘저 세계’와 연결되기 위한 수단이라 점에서는 공통점을 띤다. 즉， 이러
한 언어는 저 세계의 절대적 세계를 상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종교
적

색채의

언어이며， 특히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경우에

이

언어는 세기초의

새로운 시대와 예술을 갈구하는 아포칼립스적 세계의 언어이다 17) 다시 말해，

말해질 수 없는 것은 침묵에 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져야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만 한다는 예술의 특별한 본
성을 ‘초이성언어’가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끄루초늬흐의 유명한 “llbIP

6yJl

빼Jl y6e띠yp" 나 흘레브니꼬프의 “ r3H-r3H-r3eo" 는 고상하고， 조화로우며， 이해

가능한 시어에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독자들에게는 불경스러운 것이었으며，

마치 바보성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
뒤에는 절대적 세계와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갈망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며，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며， 감지할 수 없는 존재의 절대 세계를 예

술적으로 동화해내고자 하는 종교적 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7)

쉬끌로프스끼 (B. IDKJIOBCKI깨)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을 “다

가오는 재앙을 고통스런 신경으로 느끼는 이들”이라고 평가하면서(“ ... 3TO ~CHOBH
때뻐e ， OHH 60JIbH퍼빼 HepBa뻐 4yBCTBy~T npH6JIH*a~my~c꺼 KaTaCTpolþy") , 이 들이 지 닌
아포칼럽스적 특정을 주목하고 있다. 따~KOB ，
띠H H TeOpHH" , fXJ1e6HHKOBCKHe
CaHKT-neTep6ypr , C. 116.

c.(1990) “ 3ayNb:

<i reHHJI, MðrepHð Jlbl KOHtþepeHUHH

... KpaTH뻐 KypC HCTO-

27-29

HO Jl 6pJl

1990

r.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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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비치의 무대장식과 의상디자인의 아포칼립스적 성격

1910 년대 아방가르드의 흐름은 시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18) 특히， 인

상적인 변화가 보이는 것은 회화 분야로， 1910 년대에 이르면 후기인상주의의

변이형으로부터 큐비즘과 미래주의로의

전환이 감지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주창된 이 새로운 흐름은 형식의 기하학적 추
구와 단순화， 원근화법의 제거， 복수 시점의 도입， 대상의 평면으로의 해체 등
과 같이， 기존의 회화 전통으로부터 크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분석적

방법론

을 사용한 큐비스트틀은 대상을 부분들로 분해하였고， 그것을 다시 회화적인
즉흥성으로 종합화하였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회화 움직임은 사실상 ‘ 5y6HOBblα
Ba Jl eT ’, ‘Oc 재Hμìl XBOCT ’,

‘CO lO 3 MOJlOlle쩌!’ 와 같은 회화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

다. 특히， 끄루초늬흐가 참여하고 있던 쿠보푸뚜리스트들의
(rH Jl e51 )’는 자신들을 미래주의자들 19) 이라고

결합체인 ‘길레야

명명하고 있었다. 이 그룹의

회원

들이었던 부를류크 형제， 엘레나 구로， 블라디미르 마야꼽스키， 바실리 까멘스
키， 알렉세이 끄루초늬흐는 새로운 미적 이념에 영향을 받아 그림을 그리거나
회화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틀 구성원의

면모에서

보이듯， 러시아의

문학적

아방가르드와 회화적 아방가르드는 그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따라서 그
분리 또한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학적 아방가르드가 회화적 아방
가르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만큼 회화적

아방가르드 역시

문학적

아방가르드

의 언어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식의

회화를 추구했던 곤차로바 (H. rOH4apOBa) , 라리오노프 (M. JJa-

pHOHOB) , 렌뜰로프 (A. JJeHTyJlJl OB) , 말레 비 치

(K.

Ma Jl eBH4) , 뽀뽀바 (π nonOBa) , 로

자노바 (0. P03aHOBa) 등은 현실을 가장 단순한 요소틀로 분해하여

을 구성하였다

예술 작품

외형을 도식화하고， 기하학적인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삶의 대

18) 불협화음， 무계조， 강력한 리듭을 사용하는 스트라빈스키 (H. CTpaBHH다ü써)와 쁘로꼬
피예프 (C. npOKOφbeB) 의 음악도 사실은 이런 아방가르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으

며， 연극에서는 블록의 〈발라간칙 (5aJJaraH4HK)> 의 상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조건성
을 잘 드러내 보여준 메이에르흘드 (B. Me꺼epXOJJbtl)

주도적인 창작 원칙으로서 “그

자체로서의 극장성 (TeaTpaJJbHOCTb KaK TaKOBa5l)"을 주장한 에브레인노프 (H. EBpeHHOB) , 종합적

연극을 위해 자연주의와의 싸움을 전개했던 따이로브 (A. Ta때OB) 등은

판람 예숲에서의 새로운 추구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9)

‘미 래주의자 (6ytleTJJ5I HHH) ’라는 단어는 러시아어의 ‘미 래’라는 뜻의 ‘ 6ytleT ’와 ‘-사람’
을 뜻하는 ‘ -51HHH ’의 합성어로， 이들이 만든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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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합법칙성의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던 이들은 전통적인 회화와는 달리 묘

사되는 대상의 자질과 측면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프랑스 미래주의자들처
럼， 그들은 대상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적인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였

으며， 회화의 기술은 더 이상 도구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멈추고， 또한 예술
적인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내용과 대상이 된다. 회화 언어를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화폭에서의

역동성， 양감과 균형성의

원칙， 무거움과 가벼움의

원칙，

공간의 합법적인 분할로서의 선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의 움직임， 표면적인과
평면적인 것의

배치， 색상의 상관관계 수볍 등이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미래주의

예술의

발전 방향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절대

주의 (cynp8Ma깨 3M) ’ 예술이다. 무대상적 예술로 문학적 아방가르드의 자웅 (3a YMb) 과도 비견되는

절대주의

예술을 개척한 것은

말레비치 (K. MaJl8BH4) 이다.

큐비즘과 미래주의의 단계를 지나， 절대주의 예술의 단계에 도탈한 그는 10년
대 중반에 도달하면 일상 · 세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관계된

구상적인 조형성을 완전히 거부하게 된다. 말레비치는 창작이 그 순수성으로
물(物)의 우주적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예술로부터

보기에 외적으로 부가된 삶의 내용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다시

그가

말해， 예

술이 현실과 갖는 관계에서 띠는 이차적인 성격과 예시적 성격을 예술로부터
제거한다

현대

예술은 독자적인 자율적인 현실이

자체로서의 그림에는 묘사

외적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세계에 대한 복사나 재현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고유한 현존하는 존재의 확증이 중요한 것이 된다. 예술가에 의해 창조
된 창작물은 자연의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의 권리를 지니며， 이는
새로운 예술의 형식이 삶에서 살아있는 물(物)들의 반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물(物)이 되기 때문이다. 창작은 그러한 새로운 회화적인 물들， 자연
의 강압으로부터

정화된 자기충족적인 형식의

창조가 된다. 이 작품 <태양에

대한 승리〉에서 무대 및 의상 디자인을 담당했던 말레비치는 이 시기에 무대
상적인

절대주의

회화를 달성한 시기였다. 그는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 회화

의 기본적인 단위에서 표현성을 찾고자 했으며， 이것들을 평면에서 결합함으

로써

현상의

감추어진 합법칙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예술의 방향에서 창작의 보편적인 방법을 획득하고자 기대하였다
에서

이미

1915 년 독립된 회화 작품으로 선보이게

이 오페라

되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무대 장식으로 선보이게 된다 20) 태양에

최초의

대한 승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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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검은색은 빛의 부재를 의미하고， ‘텅

빔’은 ‘모든 것’， 절대적인

것，

삶의 새로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무대 장식은 자기 충족적
인 절대적인 형식과 구성의 세계를 창조하며， 도식화의 원칙은 등장 인물들에

게 적용되어， 그들의 복장이나 외형이 모두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다. 무대의

지배적인 요소는 변형의 기법들이며， 추상적인 형식과 구성의 비논리적 결합
의 기법이며， 역동성의 기법이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존해 야외에서 상연된
이 공연에서 인물들과 대상들은 불빛에 의해 그 생명체로 살아나고， 이때 인

물들은 섬광에

의해서

기하학적으로 분해되었다. 즉， 인물들은 불빛에

의해

팔， 머리， 다리를 잃게 되어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형되게 된다 왜냐하면 말레

비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실재는 추상적인 형식으로， 이것만이 외면적이 아름
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의 사탄적 인 공허를 완전히 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이것은 절대주의의 무대상성을 예고하는 회화적인 ‘자웅’이었다.
대상 재현 예술의

위기는 세계의

가시적

표막을 뚫고 진정한 본질에

도달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통해 볼 수 없음의 법칙을 극복하고
자 하는 것이며， 보이는 것들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자 함

이다. 아방가르드 예술은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는 이 세계를 액자화하기 위
해 이미지를 축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모든 세계적

질서가 불안정하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아포칼립스 세계의 예술이다 2 1)

한 면에서

보면， 아방가르드 예술은 재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다

20) 말레비치의 작품 <검은 사각형〉과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의 무대 장식에 판
한 상관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Douglas, Ch,(974) “ Birth of a
f'A rt in America ,g, Vol

‘ Royal Infan t': Malevich and <Victory Over the Sun>" ,

62 , No, 2, (March-ApriD,
21)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아방가르드의 예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도전적
인

것만은 아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적인 세계상이

친고한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형식 또한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것이며， 따라서
하는 것이다

기반하는

이리한 것을 헐고 견고한 것， 심지어는 ‘영원한 것’을 건설하고자

그러나 이때 ‘영원한 것’이란 역사와 진보를 배제한 원초적인 것으로

되똘아가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이들의

미래는 ‘절대적 과거’와 일치하며， 자

기 자신을 모독하는 ‘종말론적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절대적 세계를 플라톤의 신화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

다

아방가르드 예술과 플라톤 철학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

오

rpOHC , 5.(1990)

rrpOC bJ φ'HJ/OCOiþHH，g.

“ PyCCKH때

No .11.

M,

aBaHrapll

n。 이 e

CTOpOH bI <4epHoro KBallpaTa> ",

f'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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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에서 보면， 예술에 희생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물의 이미지들이
제거함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레비치의

<검은 사

각형〉을 예고하는 이 작품의 무대장식은 흰 평면 위에 우주의 심연을 포착해
놓은 것이며， 순간적인 지나가는 세계에 대한 포착이자， 저 세계로 가는 열린

통로를 포착해 놓은 것이며， 종교적 절대성이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다.

5.

<태양에 대한 승리〉의 인물차원에 구현된 아포칼립스적 특징

끄루초늬흐의

있다

희곡 또한 이러한 회화의

절대주의

예술의 원칙에

입각하고

형식의 정연함이나 일관성을 배제하고， 구성을 파괴하며 우연적인 것들

로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어 나가는 텍스트는 창작의 논리적 과정을 배제하고，
의식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실수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연적인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질
서가 탄생한다. 희곡 텍스트는 단순히 논리의 부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뒤
집혀진 논리를 보여주며， 이성적인 관계와 객관적인 관계들의 논리에 정반대
의 것으로 인식될만한 논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
들로 하여금 텍스트 속의 각각의 인물들과 모티프들에 부여되어 있는 코드들

의

집중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

미래세계의 모습이며서

작품은 한편에서는 몽상적 세계와도 같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비밀스런 미래세계의 코드들

이 상정화되어 집약되어 있는 거대한 텍스트이다.
텍스트는 마치 광대가 손님을 끌듯이 서문에서 대본을 읽어주는 사람(니Teu)

이 등장하여 자음으로 미 래주의 예술에 대해 선언하며， 특히， 흘레브니꼬프가
쓴 서문의 제목은 이 텍스트의 아포칼립스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니 epHOTBopCKHe

’

BecTy4KI
l
JllO tm Te , KTO npOllH Jl HCb , HO e ll( e He yMep. CneWHTe HllTH B C03ep110r HJl H

C03 ep l1 aBe Jl b.

어두운 것을 창조하는 복음.
여러분 1 태어났으나， 아직 죽지 않으신 분. 빨리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
가세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만， 이미 그것은 검은 색(lI epHO- )으로 예표된 어둠의

장조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마치

성경의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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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BeC Tb)으로 선언된다. 그러나 역시 이 복음도 다른 세계의 복음， 어둠의

복음임이 그 뒤의
다. 즉， 이

접미사에 (-TytI KH) 의한 연상으로 자연스럽게 지시되고 있

텍스트는 성경의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복음이지만， 그 성격은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 어둠의
세계에 대한 복음이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듣기 위해 가야할 곳이 바로， “볼
수 있는 곳 (C03epl10r ， C03ep l1 aBeJJb)" , 다름 아닌 극장임이라 밝히는 것은 이
텍스트의 구상 속에 새로운 세계， 특히 아포칼립스와 같은 세계상이 제시됨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 사회의 인물들로 등장하는
이들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아포칼립스적인 인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텍스트의

각 인물들에는 요한 계시록의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이 분화되어

있다. 먼저， ‘어떤 악의를 가진 사람 (HeK 때 3JJOHaMepeHHbl때)’은 신세계에서 적들

과 싸우는 이의 하나로 등장하지만， 이 인물의 갑작스런 출현이나， “도적같이
일한다

“나는 내 길들의 연장이다

없다” 등과 같은 언급은 성경의

“나는 연장 (npO.llOJJlI<eHH~) 도 없고， 모방도

예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이

인물과

함께 가상의 적을 소리질러 겁을 주는 ‘ 3a6H~Ka’가 퇴장하면서 부르는 아리아

“ Cap tI a CapaHtI a" 는 새소리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한 계시록 9
장의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메뚜기에

대한 언급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 곳곳

에서 언급되고 있는 철로 만든 새， 비행기， 강도 같은 의도를 가진 메뚜기 등
의 새에

대한 언급이 여러

인물들의 말속에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1 장에 등

장하는 ‘적 (HenpI깨 TeJJb) ’은 경건한 두 명의 도둑， 광대 같은 싸움꾼에 의해 조
소를 당하고， 찌름을 당한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적’은 믿지 않는 이， 겁

쟁이， 푸른 코를 가진 사자(死者)이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의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리라”라는 구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문화의 적들에
게 해당하는 시간이 온 듯한 인상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제 2 장에 등장하는 ‘터키 복장의 적군들’은 슈제트 상에서 볼 때， 태양의 전

사들이며， 이 들이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바치는 꽃은 구 세계의 미의 상징
이다. 이 꽃을 짓밟는 ‘악의를 가진 사람’의

유사하다
거두어

요한 계시록(1 4 장 9 절)의

하나님의

행위는 계시록의 상징적

“전사가 낫을 땅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휘둘러

밖에서

심판과

땅의

포도를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는 구
절은 곤차로바， 흘레브니꼬프， 끄루초늬흐의 모티프들에서

낫을 휘두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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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대본을 읽어

손이

말레비치의

스케치에서

주는

붉은 색으로 되어

이’와 ‘악의를 가진 사람’의

있는 것은 이들이

작품에서

심판자의 위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장에서 축제의 절정
에 도달했을 때 등장하는 ‘장사 치르는 이’는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자
의 모습이다. 마치 계시록에서 관들이 열리는 최후의 심판을 말해주는 천사와

같이 이들은 태양의 파멸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한 후 사라진다. 제 4 장에서
등장하는 ‘태양을 운반하는 이들’은 정복한 태양을 가지고 와서

세계구조와

시간의 새로운 법칙을 선포한다. “있잖아요， 더 이상 지구가 돌지 않아요”라는
이들의

선포는 요한계시록 00 장 6 절)의

구절과 동일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며

라는

제 2 막의 5장에서， 등장하는 제 10국은 요한 계시록 (21 장

1

절)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

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공간을 실현해 놓은 듯한 인
상을 준다

또한 인물 ‘얼룩무늬의 눈’은 ‘장사들’의 전우들 가운데 한 사람으

로， 앞으로의 계획을 지키고 유지해나가는 미래 예술가의 특별한 시적 상징으

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면， 그리스도의

있는 눈의 상징을 연상시킨다

전능함을 상징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신

다시 말하
예술가들의

시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비행사는 사실상 미래주의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
지만， 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이들이 비행기의 추락
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은 ‘이기는 자들’의 불멸의 모습과 같은 것이며， 이들이
점하고 있는 미래 세계의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공간이

말레비치의 ‘사각형’으로 제시되는 것 또한

기본도식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과 일치한다(요

한 계시록 21 장， 16-17 절，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
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

을 측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은 곧 천사의 척량이라). 이
것은 ‘주의

깊은 노동자’가 돌보는 “바퀴단 집”의 형상을 연상시킨다. 왜냐하

면 이 건물은 사실상 기관차， 철로된 말이다. 그는 무엇인가를 갚이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며， 무엇인가를 측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계시록의
하늘의

성의 건축에서 측량이 가지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신들 내

부에 빛’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표현은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태양이
없지만， 빛으로 가득하다는 계시록의

표현을 실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마

지막 10 장에서， 이들이 벌이는 비행기의 곡예 비행은 ‘장사들’이 “철로된 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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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당시 유행했던 비행기에

대한 미래주의자들

의 관심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계시록의 “하늘 한 가운데 날고 있는 새”에 대
한 반영으로도 읽을 수 있다.

11 1. 끝맺는 말
우리는 이

글에서

<태양에

대한 승리〉를 중심으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반종교적 성격이 사실은 그 이면에 종교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운데 성경의 ‘아포칼립스’적인 성격이 텍스트와 무대 장치들에서 어떻게 구
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는 전통적인 극장 예술을 미래주의적으로 발전
시킨， 미래주의

예술의 절정에 서

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있는 작품이다. 4 인의

공동작품인 이

작품은 당시

대표적인 러시아 아

발표된 아방가르드의

선언

문들에서 표방된 아방가르드 예술이 지닌 절대적이고 무한적인 모든 것의 허
용， 일탈에

대한 숭배， 혁명적인 예술가의

현해 낸 것이었다

이 작품을 비롯하여

자의성을 승인하고 구체적으로 실

세계의 변혁과 자연의 모든 것을 포

함하는 우주를 개혁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성격의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품

들은 일정정도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데， 특히， 그 가운데 아포칼립스의

절대

적

세계에

16 세기

대한 반향이

작품의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러시아 정교에서 ‘바보성자’의 측면， ‘아방가르드의 시인관’， 절대 언어

인 ‘초이성적 언어’의 측면， ‘절대주의 예술’의 무대 장식적 측면에서 살펴보았
으며， 특히， 아포칼립스적 모티프들이 희곡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지를 인물들의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래주의

시인들은 자신들의

예술로 존재의

근간을 밝힌다고 생각했으며，

예술가는 새로운 형식을 획득하여 창조하며， 그러므로 신이 창조한 세계와 경
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예술관은 미래주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시인과
예술가에 대한 상을 중심 모티프로 삼고， 그들을 때로는 거인으로， 때로는 신

과 대적하는 이로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과장된 묘사가 나타나고， 그
척도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이틀은 그 이면에

이

지상의 구체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이 행위의 주체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육’과 ‘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곳’의 가치를 긍정하며， 엄청난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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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주의자들이 선언하는 ‘새로운 사람’은 풍

부한 내적 내용성을 갖고， 또 엄청난 내적 힘을 가지고 우주의 자연력을 지배

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들의 영혼의 빚은 태양을 가릴 수 있으며， 그들이 바
로 자연을 변형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주장하는 미래주의

가들은 다른 물들 가운데 하나의 물로서의 언어， 그림
적인 눈으로 바라본 현상의
고， 이

때 우리는 이들의

예술

음악 등이 작가의 내

비밀스런 본질의 기호，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었

예술적

정신의 본질 속에서

절대적

세계를 그리는

이들의 열망， 특히 그것이 성경의 아포칼립스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러시아연구 쩨 12권 재 2 호

68

참고문헌

1.

1 차 자료

Kpy4eH b!X, A, (2어1) <n05ella HaLI COJIHUeM> , 'n033HJl pyccKoro tþyTypH3Majj , CaHKTneTep5ypr ,

2

,

2 차 자료

OI1 PIOKOB , C, (99 1) “ 3a써b: … KpaTHbI꺼 Kypc

MaTepHa Jlbl

KOHtþepeHUμH 27-29

I1 CTOp l1 11

11 TeOp l1l1", 'χη'e6HHKOBCKHe

'1

TeHHJl,

HOJl 6pJl 1990 r , jj , CaHKT-neTep6ypr

“

BaHCJIOB , B, (980) “ MOllepH I1 3M: Kp 3l1 C 5yp)[(ya3Horo

I1 CKyccTBa" ,

'Mo.aepH.μ3M:aHa까13

H KpHTHKa OCHOBHblX HanpaB JleHHHjj , M‘ HCKyCCTBO ,
BapJJa MOB , A, 0 992) “ He ne4aJII1, He )[(epTB비
[깨 TepaTypHaJl

ra3eTajj , 13, Ma~ ， C, 4,

(996) “ AllpecaT -

-••

5YllY띠ee" ， 'BonpocbI

(996) “ CyMep써 깨 TepaTyp비
No ‘

3aMeTK l1 0 np03e JIeoH때a OOpO띠 Ha" ，

HTepaTypbljj , No , 1.

J1

연따vica Gandensiajj , Chent, Belgium ,

23
_(997) “ AnOKaJI l1 nT l1 4eCK l1 e MOT I1 Bb! B pyCCKOη np03e KOHua

---•••

XX

BeKa ,

ABTopelþepaT" , KaHlll111aTCKa~ 11I1CCepTaw쩌.
BaCJIbeB , f1, (998) “ n03T l1 Ka nbeCbI-onepbI A, Kpy4eHblx <n05ella Hall COJIHueM> B KOHTeKCTe aBaHrapllHoro llB싸eHI1~ 19 1O -x rOllOB" ,

CTHJ1eBble 3aKOHOMepHOCTH

III ,

pyCCKO깨 J1HTepaTypbl

'XX BeK JJHTepa Typa CTHJ1b
,

XX BeKaU900-1950h

,

BbmycK

EKaTep l1 H5ypr ,

rpOHC , 0 , (990) “ PyCCK I1 H aBaHrapll no o5e CTOpOHbI <4epHoro KBa매 aTa>" ， 'Bo-

npOCbl

φ'HJ10COtþHHjj ， No , ll , M,

ry5aHoBa , r , (998) “M때 11 CI1 MBOJI B no6elle Hall COJIHueM (3CK I1 3bI Ka3 싸~l1pa MaJIeBI1 4a)" , fTepeHTbeBcKμ깨 c60pH.μKjj ， M,: 대JIe~
:KaKKap , :KaH-φI1JIl1nn(1995) '4aHHHJl XapMc H KOHeu pyccKoro aBaHrap.aaf , CaHKT
neTep5ypr: MCMXCY ,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아포칼립스적 성격

Kal써C ， π(992)

“K

69

TBOpYeCKO낀 HCTOpHH UHK Jl a 5. nacTepHaKa <HeCKO Jl bKO CTHXO

TBopeH~깨>"， 'ÓblTb 3H8. MeHHTblM HeKp8. CHBOι naCTepHaKOBCKHe YTeHH~. M.

(994) “ßpeBHHH ErHneT y pyCCKHX $yTypHCTOB (K ceMaHT싸<e $YTYPHCTH-

--•••

yeCKOrO TeKCTa IV)" , 'PYCCKμH

(2000)

8. B8. Hr 8. po

'PYCCK 8.Jf 3CX8. T0J10rHJf H pyCCK 8.Jf

J1 eBKHeBCKU , E.(999)

“ 3ayMb B

지

J1HTep 8. Typ 8..!J,

M.

C Jl aB~HCKO꺼 HapOllHOH Ky JlbT ype: rO Jloc H3 nOTy-

CTopOHHero 뻐 pa" ， 'Russian Literature .!J,
J1HXayeB ,

B Kpyry eBponeHcKoH KyJ1bTypbl.!J, M

XL VI.

ll. c. , naHyeHKO , A. M. , nOHblpKO , H. B.(984)

IiCMex

B opeBHe꺼 pyCH.!J,

HayKa.

Ma~KOBCK~깨， B.(995)

XapLl*HeB , H.(997)

IiBJ18. 0HMHP

IiCT8. TbH

06

M8.Jf KOBCKHH. nOJ1HOe C06p8. HHe CO 'lHHeHHHjJ, M.
8. B8. Hr 8. pOe

B OByX TOM8. XjJ, M.

Douglas , Ch.(974) “ Birth of a ‘Royal Infant': Malevich and ‘Victory Over
the Sun"' ,

IiA rt

Epstein , M. (995)
Press.

in America.!J, Vo l. 62 , No. 2. (March-April)
IiAfter

the

Future .!J,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러시아연구 채 12 권 채 2 호

70

Pe310Me

AnOKanHnCHqeCKa~ xapaKTepHCTHKa

B pyCCKON

xy~o*eCTBeHHON

aBaHrap~e

naK , q*OH-CO

naHHa~ CTaTb~ nOCB~meHa aHanH3y onephl <n06eaa Haa conHueM> B KOHTeKCTe

anOKanHnCH4eCKoA xapaKTepHCTHKH pyccKoro aBaHrapaa. Onepa
HaUHeA

때 yTypHcTH4eCKoro

pa3BeH4aHH~

nocny*κJ1 a

KynbMH-

TpaaHUHOHHblX IUKon TeaTpanbHoro Ma-

CTepCTBa. OHa npeaCTaBana noa06Ho paaHKanbHO 꺼 nOnhlTKe TOTanbHoro pa3pylU eHH~

Bcex nHTepaTypHhlx , 3CTeTH4eCKHX

H HopMaTHBOB KnaCCH4eCKoro
BHpOBanc~

MbllUneHH~

“ HaeonorH4eCKHX
H

BHaeHH~.

KaHOHOB , CTaHaapTOB

HHhlMH cnOBaMH , TeKCT MOTH-

3aMblcnOM He TonbKO caenaTb anOKanHnCHC ueHTpanbHblM CIO*eTHOTe-

MaTH4eCKHM TeKcTyanbHblM KoaOM , HO noATH ropa3ao aanbllle -

MaTepHanH30-

BaTb , BonnOTHTb anOKanHnCHC BHyTpH , B cpeaOT04HH n03TH4eCKoro TeKCTa
TeKCTbl

3nox 씨

aBaHrapaa nonHhl

~HnHnnHK

npOTHB

COBpeMeHHO 꺼

UHBHnH3aUHH

“

H oc06eHHO npOTHB nporpecca. 3TOT B03BpaTHμA ， HanpaBneHHbl때 npOT B aBH*eH’~~
HCTopH4eCKoro nporpecca peaKTHBHblA *eCT aBaHrapaa 06pameH OTH lO ab He B
HCTopH4eCKoe

6yaymee

TeHaeHU싸I xyaO*H싸(

TonorH4eCKoe ,

-

OT

6yaymero

KaK

npoaon*eHH~

He *aeT an~ ce6~ HH니 ero Xopo띠 ero ，

COBnaaalO띠ee an~

B aaHHoA CTaTbe pacnlOTpeHbl

-

rocnoacTBylO띠e 꺼

a B 6yaymee 3cxa-

Hero C a6con lO THblM npO lU nblM.
CB~3H

aBaHrapaH3Ma C IOpoaCTOM , 60roxynbcTBoM ,

H pe刀HrH03Ha~ xapaKTepHCTHKa oc060 cnO*Horo

“ 3aYMHoro" ~3hlKa aBaHrapaH3Ma.

Oc060e BHHMaHHe yaeneHo aHanH3y nH6peTTO Kpy4eHblx <n06eaa Haa conHueM> B
CB~3H

C ero anOKanHnCH4eCKoA xapaKTepHCTHKOA. Halllna noaTBep*aeHHe Mblcnb 0

TOM , 4TO

TBop4eCKa~

OCHOBa pyccKoro aBaHrapaH3Ma pa3BepTblBaeT nepea 4H-

TaTen~MH H cny띠 aTen~MH onephl KaK 6hl “ BblBopa t깨 BaHHe MHpa HaH3HaHK y", T.e.

anOKanHnCH4eKHH M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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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HMaHHe
6BH K

aBaHrap~a ~BR~eTC~

pa3pyw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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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e3yRbTaToM ero HHrHRH3Ma , npocToA

HRH BepbI B HCTOpH4eCKOe

6Y~YIll ee ， npellnORara~IIleA

R~-

KaK pa3

npOllO RlI<eHHe TpamU.\HH , a , HanpOTHB , BblpalK eHHeM yBepeHHOCTH B TOM , 4TO nyTeM
OKOH4aTeRbHoA RHKBHllaUH
--

OKalK eTC~

3HeHHOα

B03MO lK HbIM

“

TpallHUHH -- K TOMy

BepHyTbc~

lK e

H3HyTpH y lK e pa3pyweHHoA

Ha HOBOM 3Tane K H3Ha4aRbHbIM

때opMaM 빼

H XYllO lK eCTBeHHOA npaKTHKH H TaKHM 06pa30M OCTaHOBHTb nporpecc

B03BpaTHTb MHpy ero ellHHCTBO H CMb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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