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꼬프의 r조야의 아파트」와 음향적 장지* 

정 명 자** 

1. 들어가며 

지난 20세기는 러시아가 일찍이 체험한 모든 역사의 장(章)중 가장 격렬한 

격동의 시대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이념이었고， 이것은 전 러시아의 정신과 물질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코 

드였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 문화계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시절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며 

통용되었다. 소비에트 문학에서 위대한 예술가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예술적 

재능과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정치적 동기에 의해 평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제도적 제한이 있다보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 

숲가는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변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초기의 이른바 동반작가와 스탈린 숙청기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렇고， 60년 

대 이후 반체제작가라 불리운 작가들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제도와 

대치하는 작가들은 고난과 고통으로 굴절된 작가의 길을 가야만 했다. 시대와 

이념의 특수성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불가꼬프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겪은 작 

가의 하나이다 그는 생전에 거의 무명으로 있다가 사후 수십 년이 지나 재발 

굴이 되는 행운을 얻은 예술가이다. 

불가꼬프(써xaHn 5ynraKoB , 1891-1940)는 산문작가와 극작가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생애에 걸쳐 순탄치 못한 작가행로를 걸었다. 그것은 그가 무 

엇보다 사상적으로 “동반작가보다 더 나쁜 작가”로 평가되었던 인물이기 때 

문이다. 불가꼬프의 아내였던 E. 불가꼬바의 일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 

이 설려 있다 시인이었던 추묘낀은 불가꼬프를 면담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흘 

나누었다.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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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르낀: “불가꼬프 같은 그런 작가도 있었다네 “그게 바로 접니 

다. "(...) 추르낀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선은 

심지어 동반작가 축에도 못 끼었소. 당신은 그보다 더 악질이었소?!" M. A. 

는 대답했다: “도대체 동반작가 보다 더 나쁜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 
니까?"1) 

불가꼬프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이념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 

은 무엿보다 그의 출신환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끼예프 신학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 아파나시 불가꼬프로부터 돈독한 러시아 정교 신앙정 

신을 이어받은 불가꼬프는 처음부터 혁명에 비판적인 인텔리겐차였다. 그는 

1923년 자신의 일기에서 밝힌 것처럼 “골수 보수주의자(KOHcepBaTOp ~O M03ra 

KocTeH)"2) 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기조는 언제나 혁명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에 따른 소비에트의 모든 변혁에 비판적일 수 밖에 없었다. 

1924년 불가꼬프는 『백위군』을 발표했다. 이것은 그의 최초의 장편소설로서 

잡지 『러시아』에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작품의 3분의 2정도만을 게재하고 도 

중에서 중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후 평생 작품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 

하게 되리라는 숙명에 대한 암시였다. 사실상 그는 그 다음해인 1925년 『도깨 

비』라는 제목의 단펀집을 발표한 것 이외에는 생전에 단 한 편의 작품도 단 

행본의 형태로 발표해보지 못하였다. 

그후 1926년 불가꼬프는 소설 『백위군」을 희곡형태로 고친 「뚜르빈 일가의 

나날들」을 발표함으로써 극작가로 데뷔하게 된다. 이 작품은 당시 발표되었던 

내전을 소재로 한 희곡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성을 지녀 대중으로부터 많 

은 호응과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극작가로서의 불가꼬프는 데뷔작 r뚜르빈 

일가의 나날들」 외에는 더 이상의 행운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조야의 

아파트J (1926) , r자춧빛 섬 J (1927) , r도주J C1926-28) ， r위선자의 간계 J (1930-

36) , r마지막 날들J(1934-35) 등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했으나， 그중 r조야의 

아파트」만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을 뿐 다른 작품들은 초연 직후 또는 심지어 

초연 직전에 상연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1) E. C. IiyJIral<OBa의 1937년 8월 29일 일기. B. rYlll<oBa(1988) “ 30HI<IlHa I<BapTllpa M. A. 

IiyJIraI< OBa," M. A. ByJIrl1KOB - .apI1MI1 Typr H xy/Jo:tCeCTBeHHlUI KyJIbTypl1 ero BpeMeHH, 

COCTaBIlTeJIb A. 뻐HOB ， MOCI<Ba, C. 96에서 재인용. 

2) 김혜란(2001) rM. 불가꼬프의 비극적 소극 연구J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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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당국의 정치적 경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29년 이후 불가꼬프는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대표작인 『거장과 마르가 

리따』 역시 발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가의 억제할 수 없는 창작혼 

으로 씌어진 작품이다. 1928-40년 사이 장장 12년에 걸쳐， 더욱이 말년의 실 

명상태에서 아내 엘레나에게 구술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작품이 햇빛을 

본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다. 그의 사후 즉 1966-67년에 이르러 심하게 

축약된 형태로 잡지 『모스크바』에 연재되었고 완성본으로서의 책은 그로부터 

몇 해 후 1973년 비로소 출간되어 20세기 최고의 소비에트 러시아 산문의 하 

나로 극찬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불가꼬프의 희곡 작품 중에서 「조야의 아파트(3얘KHHa KBapTHpa) J 

를 고찰하되， 그 안에 내재된 음향적 장치의 구조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한다. 

2. r조야의 아파트J. 네프 풀자극 

먼저 「조야의 아파트」는 어떠한 작품인지 살펴보도록 하자조야의 아파 

트」는 네프(H3n)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위 ‘네프 드라마’ 유형에 속하는 작품 

이다. 네프는 내전으로 인해 피폐된 사회기반을 재건하고자 1921년 레년의 “2 
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기치 아래 당시 도입된 신경제정책이다. 이것 

은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기엽의 신규조직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 

의 시장원리를 잠정 도입하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상공업 및 농업분야의 경 

제활통이 활성화되어 1926년경에 이르러서 농업과 공업 생산력은 모두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연방은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라한 신경제정책은 문화예술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보다 완화된 학명이념과 경제원칙의 변화는 문학 및 영화， 연극 등 모든 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모티프를 조성했다. 1920년대 소련 문단에는 

수십여 개에 이르는 문학단체가 공존하며 혹은 적대적인 관계， 혹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신문화창조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그 

리하여 20년대 문학의 위상은 - 그 중의 많은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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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형식주의’로 매도되어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가 오랜 세월이 지 

나 다시 재평가되는 비극적 해프닝도 있었지만 구소련 시대를 통틀어 가장 

풍요로운 성과를 남긴 시대로 기록되게 되었다. 확실히 신경제정책은 소련역 

사상 특이한 사회， 경제조건을 도출하였고， 시걸(H. B. SegeI)의 표현에 따르 

자면 “하나의 흥미진진하고， 색깔 있으며， 기묘한 에피소드"3)의 성격이 있는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 

당시 이같은 네프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풍자적 희곡작품들이 여러 편 발 

표되었는데， 여기에는 ‘네프맨’이라는 새로운 인간형들이 등장한다. 네프맨이 

란 신경제정책의 실시로 인해 대거 탄생한 상인， 사업가， 중개인， 매점매석인 

등의 신흥 부르주아지를 가리킨다. 1926년 무렵 이들 네프맨과 그 가족의 수 

는 약 230만 명에 이르러4) 하나의 신종 사회계급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네프를 소재로 한 세태풍자극으로는 로마쇼프(5. POMawOB, 1895 -

1958)의 「공기만두J (1925년 모스크바 혁명극장에서 초연) , 에르드만(H. 3pllMaH, 

1900-70)의 r신입장J0925년 모스크바 메이에르흘드 극장에서 초연) , 불가꼬프 

의 「조야의 아파트J0926년 모스크바 바흐딴고프 극장에서 초연) 둥이 있다.5) 

3. 판본의 문제 

r조야의 아파트」는 불가꼬프가 1925년 9월 바흐딴꼬프 극장의 의뢰를 받아 

집필된 작품으로 몇 달 후 1926년 1월 초순 극장관계자에게 전달된 최초의 

원고는 4막10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6) 그 후 수 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 

쳐 1926년 10월 28일 뽀뽀프(A. nonoB)의 연출로 초연이 이루어진 이 래 약 이 

년 여 가량 인기 레퍼토리로 상연이 되었는데， 1929년 3월 17일 레퍼토리 총 

국의 결정에 따라 상연목록에서 퇴출되었다. 그때까지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른 

상연횟수는 198회였다.7) 

3) H. B. Segel(1979) 1ìnentieth-Century Russian Dnαna， N.Y., p. 188. 
4) 이무열(996) f한권으로 보는 러시아사 100장면~， 가람기획， 361쪽. 

5) 여기에 마야꼬프스끼의 r빈대 J(929)도 제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아홉 장변의 

환상적 코미디’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이 작품에는 쁘리시프낀이라는 사이비 공산주 

의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비속하고 천박한 행태가 그려지는 작품의 전반부(4번째 

장변까지)는 전형적인 네프 풍자극의 성격이 강하다. 이 작품의 독특한 장치인 공 

상과학적 환상은 5번째 장변부터 도입 된다. 

6) B. rY.1u<OBa(988) 같은 책 , 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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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야의 아파트」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는 것이 특정이다. 이 작 

품은 불가꼬프의 생존시에는 소련에서 출판이 되지 않았고， 단지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어 번역본으로 간행된 것이 유일한 출판본이었다. 따라서 인 

쇄되지 않은 타자본 판본이 여릿 존재 하는데， 최초의 4막극 형태의 작품은 

바흐딴고프 극장의 상연 도중 3막 7장의 형식으로 수정되었고， 그 후 약간씩 

상이한 판본이 다수 만들어졌다. 그러다 1933년 프랑스의 여배우 마리 라언하 

르트가 파리의 ‘낡은 비둘기장(CTapa51 r01lY651TH5I)’ 극장 무대에 r조야의 아파 

트」를 올리고 싶다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불가꼬프는 불어번역을 위한 대본 

을 다시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35년 4월과 5월에 걸쳐 최종적이며 새 

로운 판본이 완성되 었다.8) 

이렇게 하여 최초의 1926년 판본에서부터 1935년 판본에 이르기까지 「조야 

의 아파트」에는 총 열두 개의 판본이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판본을 작가의 

정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미해결된 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분 

석 대상을 달리 하고 있다.9) 

그리고 「조야의 아파트」가 러시아어본으로 처음 간행된 것은 1969년 -70년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새잡지 (HOB뼈 *YPHaJl) .!l 제 97, 98호 지변을 빌어서 

였는데， 이때 쓰인 것은 1935년 판본이었다.c이것은 다음해인 1971년 앤 아버 

(Ann Arbor)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한편 소련에서의 처녀출판은 1982 
년 『현대 연극( Co BpeMeHHa51 llpaMaTyprH5I).!l 제 2호를 통해서였는데， 여기에는 

1926년 판본이 실렸고， 그 이후 「조야의 아파트」는 1926년 판본과 1935년 판 

본이 두 개의 중요판본으로 통용되고 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1935년 판본을 사용할 것인데， 그것은 이 판본이 불가꼬프 

의 수정가필을 거쳐 작가의 최종적 의도가 집약된 판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1926년의 첫판본과 1935년 최종판본 사이의 구조적， 의미상의 변 

화 양상은 또 하나의 다른 연구과제의 대상이 됨이 물론이다. 

7) D. CO l<oJloB (1996) 3H14HKJ10neJ1HJf By.nrtlKOBCKtlJf, MOC I< Ba , C. 210. 
8) B. rYll l<osa(1988) 같은 책， c. 119.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같은 해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 서기 였던 찰스 불린(Charles Boolen)은 소련의 작가 앵마누일 주호비 

쓰끼와 협력하여 영어 번역본을 만들기도 했다. 찰스 불린은 그후 1950년대에 이 

르러 주 소련 미국대사로 활동하였다. D. CO l<oJloB (1996) 같은 책， c. 212. 
9) 김 혜 란(2001) 같은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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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조야의 아파트」는 불가꼬프 자신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 시대 모스크바 

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네프맨적 생활양식의 사건들이 가면 쓰기의 형식으로 

펼쳐지는 비극적 광대극(TparHt.teCKa~ 6y빼OHalla )"10)이다. 실제로 작품의 슈제 

트를 살펴보면 당시 1920년대 소련의 사회 일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 

는 네프맨적 삶의 양상이 무대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 

1926년 10월 「조야의 아파트」가 바흐딴고프 극장의 무대에 올려졌을 때， 관 

객들은 열렬한 호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작품에 내재해 있는 삶의 실제 

적 요소가 생동감있게 관객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라나 이 

같은 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별도로 평론계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가 끊 

임없이 계속되었다.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쏟아진 평은 “혁명과 혁명이 이루 

어놓은 것을 비방하는 악의에 찬 정치 팡플렛” “혁명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불가꼬프의 의도적 5개년 계획” “바흐딴고프 극장의 재능있는 무대화로 그나 

마 참을만한 저속하고 졸렬한 작품”이라는 등의 폭독한 평가가 줄을 이었다 12) 

특히 당시 ‘라쁘’(PAm)계열의 비평가들은 불가꼬프의 작품에 대하여 매우 

10) 5. COKOJlOB (1996) 같은 책， c. 212에서 재인용. 

11)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되었다는 사건 내지는 인물에 관한 에피소드는 지금까지 대략 

4가지 설이 얄려져 있다. CD (불가꼬프의 두 번째 아내였던 끼 5eJl03epCK4J1에 의하 

면) 불가꼬프가 KpllCHIIJ! r1l3eTll에 실린 30Jl ByJlJlbCK4J1 사건(표면상으로는 양장점 
을 개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춘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부인의 

기사)에서 작품을 착상하게 되었다는 설 ~ A~eJlJl TpOC JlHCK4J1 사건(앞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 여주인공)이라는 설 @ 30Jl lli4TOBa 사건설 @ 불가꼬프가 1922-24 

년 살았던 사도바야 거리 38번지 10호 아파트의 거주자였던 화가 r. 51KyJlOB 의 아 

내 HaTaJlHJI lli때가 「조야의 아파드」의 여주인공 조야의 원형이라는 섣 둥이 그 

것 이 다， 작가 B. JIëB뻐HH (1904-1984) 의 회 고에 의 하면， 당시 불가꼬프 주변의 지 

인들은 「조야의 아파트」를 보고 여주인공 30HK4 Oe JlbLt의 모델이 바로 H4TaJlHJI 

llil빼라는 견해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너l 가지 설의 주인공틀은 모두 네프 

맨， 보헤미안，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굴 npHTOH’의 중심인물이었다는 공통 

점을 갖고 있다. B. COKOJJOB (1996) 같은 책， CC. 211-215; B. JIëBwHH(l988) “C4~OBaJl 
302-6HC ," BocnOMHHllHHl/ 0 빼XllHJ1e EyJ1rllKOBe, COCT. E. ByJlr4KoB4 H C JIJlH~peC ， 

MoCKB4. c. 171 이 하. 
12) ~. 5a6HqeBa(1986) “TeaTp MHX4HJl4 5yJlr4KoB4," Studía Rossím Posnaniensía, Vol. 

18, CTaTbJl 1, c.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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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극작가 불가꼬프는 이미 「뚜르빈가의 나날 

들」에서 백위군에 대해 동정적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하였었고조야의 

아파트」에서는 노골적인 포르노그라피를 선보였으며 더 나아가 r자춧빛섬」에 

서는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했다 13) 

‘라쁘’ 비평가들의 왜곡된 태도에 대해 A. 니노프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 

황을 설명한다. 

불가꼬프의 동시대 비평， 특히 라쁘 비평은 언제나 그를 주목했는데， 그들 

라쁘 비평가틀은 거의 예외 없이 불가꼬프 드라마의 의미와 사상 및 범위를 

최소한도의 선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고， 아예 평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교조주의와 <좌익주의>의 증후군들은 그것을 천부적 힘으로 박탈했 

다. 그 대선에 비평은 정치적 의혹과 편협성을 스탈린 시대의 국가 이데올로 

기의 요소로 변환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 14) 

한마디로 압축하여 「조야의 아파트」는 ‘반혁명적’， ‘반소비에트적’， ‘이념적으 

로 비도덕적인’15) 희곡이라는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고， 결국 레퍼토리에서 영 

구 삭제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조야의 아파트」는 1960년대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단순히 ‘기분전환 

용 오락극’， ‘익살스려운 희극’ 정도로 평가되며 로마쇼프， 마야꼬프스끼 등에 

의해 쓰여진 소비에트 풍자회극의 본원에서 떨어진 아류적 작품으로 평가되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조야의 

아파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부활을 했다. 이 작품은 불가꼬프의 

다른 희곡 작품보다 더욱 많은 세인의 주목과 관심을 끌면서 인기 레퍼토리 

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현재 「조야의 아파트」는 불가꼬프 연극 시학의 가호 

를 단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라는 평을 획득하고 있다 16) 

그것은 이 작품이 외견상 보드빌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최근에 러시아사회가 많은 변에서 네프시대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데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소련의 붕괴 이후 

13) 김규종(2002) r불가꼬프와 몰리에르J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1호， 55쪽. 
14) A. fuIHoB(1988) “o tlPaMaTyprllH H TeaTpe MHxaHJla fiym'aI<OBa" (HTorH H nepCneI< THBbI 

H3Y'IeHHJI), M. A. EyJlr l1KOB -φl1Ml1 Typr H xy.aO;((eCTBeHHl1JJ KyJlbTypl1 ero BpeMeHH, 
COCT. A. 바IHOB ， MOCI<Ba, C. 13. 

15) 에. fia6H'IeBa(l986) 같은 책， c. 132. 

16) 김 혜 란(2001) 같은 논문，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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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지 

의 탄생과 사회적 기강의 혼란 등 과도기적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조야의 아파트」와 같은 네프 풍자극은 현재의 러시아를 비추어보는 일종 

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같은 까닭에 현대 러시아인들이 「조야의 아파 

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 연극언어 

본 항목에서는 「조야의 아파트」를 고찰함에 있어서 특별히 작품에 내재한 

음향적 장치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불가꼬프의 해박 

한 음악적 소양에서 출발한 다양한 음악적 기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정 

이다. 물론 이러한 기호는 작품의 상연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음악적 기호가 극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성격형성 및 

상연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보기 

로 한다. 

예술층위론으로 유명한 로만 인가르덴(Roman lngarden)은 ‘씌여진’ 희곡에 

는 두 가지의 상이한 텍스트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것을 주텍스트(Haupttext)와 부차텍스트(Nebentext)로 구분하였다.17) 주텍 

스트는 표시된 등장인물들에 의해 “실제로 발언된” 즉 직접화법의 문장들로 

만 형성이 된다. 이에 반해 부차텍스트는 부차적인 정보전달문의 기능을 갖는 

다. 이 부차텍스트는 그 범위가 넓어서 작품의 타이틀， 헌사， 서문， 경우에 따 

라서는 드라마의 개괄적인 내용소개， 등장인물목록， 작품의 부분 표시(막， 장 

의 구분 등)， 무대장치 및 동장인물의 상태나 외모 따위를 알려주는 무대지시 

문， 대사를 시작할 둥장인물의 이름， 대사에 나타나지 않는 등장인물의 정신 

적 움직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을 포괄한다. 그 중에서 극의 진행상 

잠시 혹은 장시간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무대 흑은 연출지시문은 특히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무대지시문은 19세기 사실주의 드라마에서 양적 

팽창을 시작한 이래， 20세기 들어서도 계속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18) 

17) R. Ingarden(1960) Das literarische Kunstwerk, 2. Aufl., Tuebingen, S. 220; M. 
Pfister(l984) Das Drama, Muenchen, S. 35에서 재 인용. 

18) M. Pfister(l984) 같은 책， S.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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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부차텍스트는 주텍스트를 보조하여 주텍스트 내에 진행되 

는 사태들의 ‘이중적 투영 (doppelte Projektion)'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발언된 

문장들에 의해서 기획된 ‘현실성’에 적절히 소속하는 많은 사태들이 “직접적 

으로” 규명되는 데 이바지한다. 환언하면 희곡 작품 내에서 주텍스트와 부차 

텍스트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동작용을 하며 궁극적으로 독자의 이해력을 도 

출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있다.19) 

그런데 이러한 문학작품으로서의 희곡이 연극으로 상연될 때， 이것은 무대 

화의 과정을 거치며 매우 독특한 변화를 하게 된다. 희곡작품이 극장에서 상 

연되면 그것은 관객 앞에 살아 있는 ‘보여지는’ 이야기로 구현되어 나타난다. 

극작가， 연출가， 배우， 기타 공연 관계자들은 그 작품 전체에 대한 지각을 체 

계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연극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각적’이면서 

도 ‘청각적’인 언어가 된다. 

배랭거는 이같은 연극언어는 언어적 특정과 비언어적 특정을 함께 갖고 있 

다고 하며， 이것을 167B 의 요소로 정리하였다. 배랭거에 따르면 연극언어는 

말， 음향， 침묵， 조명， 동작， 의상， 색채， 대상물， 소품， 음악， 노래， 활동， 관계， 

이미지， 제스추어， 존재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은 의미의 생생한 사실감 전달 

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라고 했다.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랭거의 연극언어 요소 가운데 노래와 음악 그리고 

음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통해 「조야의 아파트」를 고찰해보기로 하겠다조 

야의 아파트」에는 다수의 노래와 연주곡이 등장하는데 이와 더불어 각종 비 

음악적 음향들이 같은 무대지시문에 복합적으로 혹은 단독으로 자주 둥장한 

다. 여기서 이들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해볼 것인데 이것은 이들의 속성에 따 

라 음악류와 비음악류， 이 두 가지의 혼합형이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청각적 이미지를 보다 확고하며 효율적으로 제고시 

키기 위한 음향적 장치로 설치된 것임은 물론이다. 즉， 불가꼬프는 부차텍스 

트상의 음향적 기호체계를 통해 전체작품의 내적 의미체계를 강화해나가는 

서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로만 인가르덴(1985) r문학예술작품~， 이동승 옮김， 민음사， 240-242쪽. 

2이 M. S. 배랭거(1999) ~연극이해의 길~， 이재명 옮김， 평민사， 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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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향적 장치 

6. 1. ‘지독한 콘서트’ 

“소리와 빚으로 이루어진 작은 관현악곡"21)이라고 볼리우는 「조야의 아파 

트」의 제 1막 첫 번째 무대지시문은 음악과 비음악의 혼합이 연출하는 기묘한 

음향적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끔 장치된 대목이다. 

조야의 아파트의 현관， 거실， 침실이 보인다. 창밖에서는 오월의 황혼이 

붉게 타오른다. 창문밖 거대한 건물의 정원은 마치 굉장히 무시무시한 오르 

골22)과 같은 연주를 한다. 축음기는 노래한다: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 외치기를: “석유난로 사세요1" 

다른 사람: “칼이 나 가위 갈아요1 .•. " 

세 번째 사람: “사모바르 때워요 1 ••• " 

축음기. “성스런 우상을 섬기너1 ... " 
가끔씩 전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자동차 경적도 간간이 들린다 

지독한 콘서트이다. 

이제 음악회가 약간 조용해지며， 아코디언의 경쾌한 폴카 연주소리가 들 
린다.잉) 

위 무대지시문에 등장하는 소리의 형태는 실로 매우 다양하다.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은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의 

오페라 『파우스트(Faust) J 에 둥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istopheles) 

의 아리아이다. 거기에 각종 잡상인의 외침소리， 자동차와 전차의 소음이 가 

세되어 하나의 ‘지독한 콘서트(a.llCK뻐 KOHl\epT)’가 되어 울려퍼진다. ‘거대한 

건물(rpOMa.llH뻐 .llOM)’이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때， 이것은 붉게 타 

오르는 ‘황혼(3aKaT)’의 시각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여 ‘지독한 콘서트’가 연 

21) A. r03eHnY.ll(1993) “003THKa peMapOK By끼raKOBa，" M. ByJJraKOB, 3TOT MHp MOR. .. , TOM 

1, Pe.llaKTOpbl-COCT‘ φ. BaJJOHOB H .llPY., CaHKT-OeTep6ypr, C. 82. 
22) orgel 혹은 musical box라고 하는 작은 자동 음악상자. 핀을 박은 원통과 회 전 에 

의하여 금속으로 된 빗모양의 발음체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작은 약기를 말한 

다 『음악대사전J ， 세광음악출판사， 1966, 527쪽. 
23) M. BYJJraKoB(1986) “ 30잉KHHa KBapTHpa," flbecbI, MocKBa, C. 336. 참고로 이것은 1935 

년 판본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 작품의 텍스트는 앞으로 ZK라 표기하며 인용되는 

부분은 그 옆에 쪽수를 병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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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무대공간이다. 불협화음의 정각적 이미지들이 결합하여 연출되는 이 

‘지독한 콘서트’는 혼돈의 상황에 대한 직설적 암시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모스크바에 대한 이같은 카오스적 배경설정은 r조야의 아파트」라는 작품이 

출발하는 토대가 되며， 전체 작품의 내적인 이미지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된 

다. 

6.2. 음악류 

6.2.1. r금송아지의 노래 J(Le veau d’or est toujours de bout!) 

Le veau d'or est toujours de bout' 

On encense Sa puissance 

On encense Sa puissance 

D'un bout du monde à 1’autre bout! 

Pour fêter l' infâme ido1e, 
Rois et peup1es confondus, 
Au bruit sombre des écus, 
Dansent une ronde folle, 
Au tour de son piédesta1, 
Au tour de son piédestal, 
Et Satan conduit 1e bal, conduit 1e bal, 
Et Satan conduit le ba1, conduit le bal! 

Et Sata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Et Sata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24l 

금송아지 살아있네 

모든 사람 거기 절하네 

모든 사람 거기 절하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 우상 숭배하려고 

왕과 백성 한 몸 되어 

24) Ch. Gounod (1902) Faust, New York, pp. 63-66.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가 작곡 

한 오페라 『파우스트』는 1859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는데， 가사는 오페라 대본작가 

인 ]. Barbier(l825-1901)와 M. Carré(1819-1872) 가 썼다. 이 「금송아지의 노래」는 

M.C<뼈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신 명곡 해설전집~， 21 권， 세광음악출판사， 

1994, 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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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흉한 소리 맞춰 

그를 모신 단 앞에서 

돌아가며 춤추네 

돌아가며 춤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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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무도회를 지휘한다， 지휘한다. 

악마는 무도회를 지휘한다， 지휘한다! 

악마는 무도회를 지휘한다， 지휘한다， 지휘한다! 

악마는 무도회를 지휘한다， 지휘한다， 지휘한다! 

이 r금송아지의 노래」는 오페라 『파우스트J](전5막) 중 제2막의 떠들썩한 광 

장 장변에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가 부르는 노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금 

송아지를 경배한다. 악마가 그 황금의 무도회를 이끌며 춤을 리드한다"라는 

내용의 아리아이다. 한마디로 ‘황금지상주의’라는 배금주의사상의 찬미가이다. 

「조야의 아파트」의 제 1막 첫무대지시문에 이 r송아지의 노래」가 도입된 것 

을 놓고， 지금까지 많은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네프 시대 러시아에 팽배한 

물칠만능의 배금사상을 풍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는 이것을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인간들이 섬기는 성스런 우 

상’(ZK. 336. 여기에는 러시아어 번역가사가 인용되고 있음)의 대상을 혁명과 

함께 신의 섭리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유일신으로 숭배되었던 ‘사회 

주의 이데올로기’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검) 

결론적으로 「금송아지의 노래」는 전체 희곡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 

신을 풍자하는 대주제곡으로서 배금사상 혹은 사회주의 사상을 상징하기 위 

해 장치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6.2.2. 아볼리야니노프의 노래 
아볼리야니노프는 여주인공 조야의 연인으로 백작 태생의 귀족이다. 모스크 

바의 매우 유서깊은 가문태생이며 아볼리야니노프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명문가이다.26) 그러나 혁명 이후 그는 귀족의 타이틀을 

박탈당해 현재는 볼셰비키들에 의해 ‘전백작(6bIBW째 rp때)’(ZK. 342)이라 불리 

25) 김혜란(2001) 같은 논문， 87-88쪽. 이 책에는 고젠뿌드， 바비체바의 보다 고전적이 

며 보수적인 견해와 더불어， D. Lowe의 광의적인 해석이 소개되고 있다. 
26) 아메찌스또프가 아볼리야니노프라는 성씨를 듣고 금방 백작이라는 그의 신분을 알 

아챈 데서 얄 수 있다(ZK，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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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저택도 몰수당해 방 한 칸에 기거하면서， 조야의 업소에서 피아니스트 

일을 하고 있다(ZK. 363). 한마디로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가운데， 정 

신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의 인물이다. 

「조야의 아파트」에서 아볼리야니노프의 주제곡으로 설정된 곡은 뿌쉬낀의 

시에 글련까(M. rJIHHKa)가 멜로디를 붙인 「그대 아름다운 이여， 내 앞에서 부 

르지 마오(He no낀， KpacaBHua, npH MHe)J 이 다.강) 아볼리 야니 노프가 직 접 부르거 

나， 그의 등장 때 배경음악으로 들려오는 이 시의 첫 두 연은 다음과 같다. 

He noR, I<paCaBHl.\a, npH 뻐e 그대 아름다운이여， 내 앞에서 

TN neceH fpy3HH neqanbHoR: 슬픈 그루지 야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주오. 

HanOMHH aJOT 뻐e OHe 그건 내 게 다른 삶과 

l\pyryto 뼈3Hb H 6eper ~anbHNR. 머나먼 강기늙을 추억케 할 뿐이리니. 

YBN! HanOMHHalOT 뻐e 아아! 그대 의 가혹한 가락은 

TBOH *eCTOI<He HaneBN 초원과 밤을 떠오르게 하고， 

H CTenb H HOqb - H npH nYHe 달빛 아래에서는 멀리 있는 

4epTN ~anel<얘， 6e~o때 ~eBN.28) 가련한 처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오. 

이 시처럼 오볼리야니노프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극명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있겠는가? “그대 아름다운 이여， 내 앞에서/ 슬픈 그루지야의 노래 

를 부르지 말아주오./ 그건 내게 다른 삶과/ 머나먼 기숨을 추억케할 뿐이리 

니 혁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 

린 채 아편 중독자가 된 오블리야니노프는 완전한 현실부적응자이다. 그는 오 

늘의 소비에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적응해야할지조차 모르는 ‘반혁명 

분자(KOHTppeBOJDO뻐OHep) (ZK.348)’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기 이전 과거의 세 

계와 그 안의 질서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이 간직하고 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비에트의 현재를 살아있는 현실로 수용할 수 없기도 하다. 이 

것이 그의 딜레마이며 비극의 원천이다. 

27) 시에 곡조를 붙인 성악곡을 로만스곡이라 하는데， 뿌쉬낀의 이 시를 소재로 하여 

멜로디를 작곡한 사람은 글린까이다. M. Bynral<oB (1 986) llbeCH, C. 653 그러나 고젠 

뿌드는 이 곡의 작곡자를 라흐마니노프라 하고 있다. A. f03eHny~(1993) 같은 책， C. 

88. 
28) A. rrywI<HH (1 975) CmXOTBopeHHJ/ H n03TbI, M., c.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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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야의 아파트」에는 피아노를 치는 아볼리야니노프의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가 치는 곡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조야의 밤업소에서 

피아니스트 역할을 하는 그는 손님들을 위한 패션쇼에서 반주를 한다. 이 패 

션쇼는 의상을 보여주기 위한 여느 쇼가 아니라， 남자손님들 앞에서 행해지는 

선정적이며 외설적인 볼거리를 위한 병목상의 패션쇼이다. 무대에 서는 모댈 

도 명목상의 마네킹일 뿐 실제로는 업소의 매춘부들이다. 2막의 패션쇼 장면 

에서 아볼리야노프는 「달이 빛나1.:Jl (CBeTHT MeC$ll\) J 를 연주한다. 이 곡은 흔히 

발랄라이카의 반주에 맞추어 불리워지는 오래된 러시아의 전통민요이다. 잠 

못이루는 밤의 청춘 남녀의 마음을 그리는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CBeTHT MeC.lI Q 

CBeTHT MeC.lIQ , CBeTHT .lI CH~H ， 

CBeTHT 6ena.ll 3ap.ll‘ 

OCBeTHna nyTb ~OpO*ky 

MHe ~O IolHnOrO ~BOpa. 

MHe He CnHTC.lI, He ne*HTC.lI, 

H COH MeH.lI He 6epeT. 

H CXO~Hn 6~ K MHnOH B rOCTH. 

l1a He 3HalO, r ~e %HBeT.29) 

(이하 생략) 

달이 빛나네 

달이 빛나네， 밝은 달이 빛나네， 

하얀 빛이 반짝이네 

사랑스런 정원에 다다를 때까지 

내게 길을 비추어주네. 

나는 잠도 없고， 늄지도 못하네， 

잠은 나를 찾지 않네. 

나는 그녀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하네. 

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오르는 여성은 마뉴쉬까로 그녀는 마네킨도 아니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엽소의 매니저 아메찌스또프의 요청에 의해 출연하게 된 

조야의 하녀이다. 그녀는 러시아식 의상이기는 해도 매우 노출이 심한 옷차림 

을 하고 무대에 올라와 손님의 눈길을 끄는 춤을 춘다. 하녀의 선정적인 춤과 

전통민요 「달이 빛나네」의 매치는 그로테스크한 결합이 아닐 수 없다. 이 기 

묘한 결합에 대해 아볼리야니노프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하게 된다 

아볼라야니노프(돌연히). 나는 연주하고， 하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Zκ 361) 

이같은 독백에서 아볼리야니노프의 정체성 상실과 그가 존재하는 소비에트 

29) http://pesni.retroportal.ru 



불가꼬프의 r조야의 아파트j와 음향적 장치 179 

에서의 혼돈과 절망이 강렬하게 표출된다. 이같은 그의 비극은 그가 연주하는 

다른 곡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며 반복된다. 그는 다른 반주곡으로 왈 

츠를 치는데(ZK. 361, 372), 이 왈츠는 ‘괴로운 듯한 왈츠’(강(. 361)이다. 대개 

왈츠(Waltz)는 사교무도용 춤곡으로 쓰이거나 순수한 예술곡으로 연주되는 

것으로 4분의 3박자의 약간 빠르고 경쾌한 무곡(舞曲)이다. 흐르는 듯한 리듬 

감을 바탕으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정인데， 아볼리야니노프의 

왈츠는 ‘괴로운 왈츠’가 된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아볼리야니노프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모델은 “무대 가 허 용할 수 있는 한 벗은(OTKphITOM CKOJlbK。

3TO B03MO)J(HO Ha cueHe)"(ZK. 361) 차렴 새 의 여 인 이 다. 거 의 포르노그라피 와 

유사해지려는 외설적인 무대장면이다. 바로 이러한 장변에 클래식음악을 반주 

로 맞추는 아볼리야니노프는 자연스러운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왈츠가 ‘괴로운 왈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같은 음악의 배치를 통해 불가꼬프는 혁명에 적응할 수 없는 구 러시아 

제국의 귀족 아볼리야니노프의 비극적 현실을 묘파하고 있다. 그는 제시된 음 

악적 이미지와 전혀 다른 시각적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매치함으로써 그로테 

스크하며 코믹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6.2.3. 아메찌스또프의 노래 

제 1 막에서 아메찌스또프의 등장과 더불어 같이 들려오는 노래 「고아 

(CHpOTa)J 는 그의 전형적인 테마곡이다 「고아」는 빼쩨르손(K ， neTepcoH)의 시 

에 뷰흐너 (A， EtoxHep), 로조보이 (A ， JI030B얘)， 레이메르스(K， Pe씨epc) ， 루쥐쪼끼 

(B, Py>I<HU재H)가 멜로디를 붙인 로만스곡이다，3D)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불리워진 

다는 센티멘탈한 분위기의 이 로만스곡은 이렇게 시작된다. 

Beqep 6b111, CBepKaIDI 3Be3.l1b1, 
Ha .l1Bope MOp03 Tpe~a1l， 

We1l no y1lHQe MaJlIDTKa, 
nOCHHe1l H BeCb ,11po)J(a1l, 

저녁이었네， 별이 빛나는， 

마당에선 얼음이 바각거리는데， 

한 아기가 거리를 걸어가네， 

파렇게 질려 온폼을 떨면서. 

아메쩨스또프는 “둔탁하고 높은 목소리 (rJlynhlH H TOHK깨 rOJloc)"(강ζ 343) 

30) M, BY1lraKoB(1986) flbecbl, C,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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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반된 상태의 기묘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며 나타나는데， 이 노래 

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출해준다. 그는 오 

랫동안 종무소식이었다가 말할 수도 없이 초라한 행색에 몹시 낡아빠진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이 노래를 부르며 불쑥 조야의 집에 나 

타난다. 이렇게 하여 제 1막에서 조야와 7년만의 조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 꽁꽁 얼어붙은 ‘아기 (MaJlIOTKa)’ 

는 떠돌이 아메찌스뜨프를 상징하며 그 가없은 아이를 구해준 친절한 ‘할머 

니’(이 노래의 후반에 동장하는)는 조야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녀야말로 의지 

할 데 없는 아메찌스또프를 혹독한 추위에서 구원하여 따뜻한 자신의 아파트 

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젠뿌드는 이것을 ‘아메찌스또 

프- 고아， 조야 - 구원자’의 상호관계 가 패 러 디 화된 것으로 보기 도 한다.31) 

그러면 여기서 아메찌스또프라는 인물은 어떤 인간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는 이름도 여러 개 갖고， 몇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각종 신분 

증을 휴대하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가공의 인물 역할을 수시로 행하는 인 

물이다. 고골의 검찰관에 등장하는 흘레스따꼬프를 연상시키는 인물인 그는 

작품 속 다른 인물로부터 ‘파렴치한’(ZK. 350), ‘거짓말장이’32) ， ‘요설가’잃)라는 

칭호를 듣는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같은 거짓말장이라도 심리적 본질의 기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로트만의 분류에 따른다면， 흘레스따꼬프보다는 레페찔로 

프34)에 더 가까운 인간이다. 문학적 인물의 실제성 문제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예술과 현실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했던 로트만은 19세기의 거짓 

말장이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다. 그는 거짓말 하는 자들-실존 

인물인 자발리신 형제(llMHTP째와 I1nnOÆIT 3aBaJlH뻐H) ， 메독스(POMaH MelloKc)와 

문학적 인물인 흘레스따꼬프와 레빼찔로프， 고골의 「광인일기」의 주인공인 뽀 

쁘리신 (nonpHUU1H)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인물들의 공통적 인 특질을 도출 

해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위’란 인격과의 통일체가 아니라， 연극무 

31) A. f03eHnYll (1993) 같은 책， c. 88. 
32) ZK. 355의 예: 조야. 그런데 도대체 너는 윗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 

냐? 넌 도대체 뭐냐고?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길래? 

33) 예컨대 마담 이바노바는 아메찌스또프에게 직설적으로 ‘60myH’이라고 말하며(강c 

362), 조야도 “ fiepeCTaHb 6omaTb!"(강C 356)라고 외친다. 

34) 그리보예도프의 「지혜의 슬픔」에 등장하는 재치없고 허황된 클럽의 웅변가. 



불가꼬프의 r조야의 아파트」와 음향적 장치 181 

대에서 주어진 ‘배역’이나 갈아입는 ‘옷’처럼 인격에 선택이 되어 원하는 대로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고유한 인격과 그들의 행위는 분리가 되 

어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전의 행위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이 완벽하게 잊혀진 채， 요구되는 다른 행위로의 순간적이고 민첩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의 이유를 로트만은 그들이 한결같 

이 주관적인 자의식이 넙치는 낭만주의자들이라는 데서 그 모티프를 찾고 있 

다.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계열의 예술은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데 비해， 낭만 

주의에서는 삶이 예술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낭만주의적 행위의 모 

형은 능동성을 띠며 단순화된 고정적 형태로 표출되는 특질이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적 규범이 행위의 규범적 프로그램으로 선택된다 할지라도 낭만적 

이상과는 동떨어진 러시아의 현실에서 그것은 자칫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나기 쉽다.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기묘한 형태를 띠고 탄생한 

것이 흘레스따꼬프와 같은 부류의 허황되고， 상상과 현실의 세계가 일체화되 

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거짓말장이 혹은 거짓행위하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자발리신 형제나 레페찔로프의 경우 그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과장하며 자신 

을 찬미， 혹은 자신을 변명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자아로부터 이탈하지 

는 않는다. 단지 그들은 현실적 삶의 조건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 이에 반해 흘레스따꼬프는 자신의 자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전혀 다른 

인불이 되는 ‘분열’의 상태에 이른다는 차이점음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분신」의 주인공의 앞선 모델이라는 것이다，35) 

우여곡절 끝에 조야의 업소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던 그는 뜻하지 아니한 살 

인사건의 발생으로 프랑스로 탈출하려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또 다시 방량 

의 길을 떠나게 된다. 3막의 후반부에 이르러 구시가 살해된 것을 발견한 그 

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직감한다. 

아메찌스또프 (조용히 들어온다). 보리스 세묘노비치， 전 그저 잠깐만 볍 

고 가겠습니다 ... 이제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오， 큰 충격을 받으셨군요! 손 
도 차십니다 ... (자세히 살펴본다.) 앵?! 이런 망할 자식， 도둑놈l 살인 사건 

이야!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에 없던 일입니다! 이제 어챈다， 용? 낭패야! 끝 

35) 정명자흘레스타코프 - 어느 문학적 인물의 실제성」의 해설， 로트만 외 지음 

(1993) r 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이인영 엮음， 민음사， 460-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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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구! 헤루빔" 그렇지… 물론 그 놈이 강도짓을 하고 내뺀거야 .. 그리고 
나도 바보가 된거고， 너와 니스는! 너와 외국행은 어떻게 된 거냐고사 

이. 기계적으로) 저녁이었녀11， 별이 빛냐는 ... (필자 강조) 내가 왜 여기 이러 
고 앉아있지? 튀어야지? (연미복과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조야의 침실로 뛰 

어들어가 서랍을 열고 거기에서 서류종류와 돈을 꺼내 호주머니에 쓸어넣더 

니，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그 속에서 프렌치코우트를 꺼내어 그것 

을 입고 캡도 눌러쓴다.) 나의 충직한 동지 가방아 다시 나와 너 단둘이 됐 

구나 이제 어디로 가지? 동지， 어디로 가야할지 내게 말해다오? 아， 내 별이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구나!. .. 아， 내 운명이여! 조야， 잘 있어， 날 용서해줘!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어! 잘 있거라， 조야의 아파트여가방을 들고 사라 

진다.) (ZK. 376)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아메찌스또프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옷차림 

에 남루한 가방을 들고 처음 등장할 때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정처없는 길 

을 떠나게 된다. 즉 모든 것이 최초의 상황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 

이 그의 ‘고아’로서의 본질적 숙명인 것이다. 따라서 「고아」라는 이 노래는 아 

메찌스또프의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를 암시해 주는 상정화된 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6.2 .4. 알라의 노래 

알라는 어느 면에서는 여주인공 조야의 또 다른 분신과 같은 인물이다. 모 

두 미망인이라는 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는 점， 그 사량을 지키기 위해서 

부도덕과 위험을 무릅쓰고 현실에 자신을 과감히 내던친다는 점 등이 유사하 

다， 알라는 사랑하는 연인이 파리로 망명하여， 그를 따라 국외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여인이다. 그녀에게는 구시라는 소비에트의 절대적 힘을 지난 

열렬한 숭배자가 있다. 구시는 권력， 돈， 명예를 모두 소유한 인물로 처자를 

버리고 알라와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알라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구시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친다. 그리고 조야의 의상실에서 “밤에만 일하는 

마네킨”이 되어 망명자금을 마련하는 길을 택한 여인이다. 순결한 사랑을 지 

키기 위하여 매춘부가 된 아이러니컬하며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러한 알라의 테마곡은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n중 「사랑하는 이여， 파 

리 를 떠 나(Parigi ， 0 cara, noi lasceremo) J 이 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렉산드트 뒤마(Alexandre Dumas, 

1824-1895, 일명 Dumas fils)의 자전적 소설 『춘희 (La Dame aux Caméli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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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 (Giuseppe Fortunio Francesco Verdi, 1813-

1901)는 『라 트라비아타.!l(1853년 1월 1 일 베니스의 페니체 극장 초연 La 

Traviata 는 길을 잃고 헤매는 여인이라는 뜻)라는 타이틀의 오페라로 작곡했 

다，36) 고급창부인 비올레타(Violetta)와 알프레도(Alfredo)의 신분과 사회적 편 

견을 뛰어넘는 사랑은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비올레 

타를 떠났던 얄프레도가 그녀와의 모든 오해를 불식하고 다시 그녀에게 돌아 

왔을 때， 비올레타는 이미 깊은 병이 들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 

르러 있다. 오페라의 마지막 3막 제 5장변에 등장하는 알프레도의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는 다음과 같은 아리아다 

Parigi, 0 cara, noi 1asceremo, 
1a vita uniti trascorreremo 
de' corsi affanni compenso avari, 
1a tua sa1ute rifiorirà 
Sospire e 1uce tumi sarai, 
tutto il futuro ne arriderà ‘ 

Parigi, 0 cara, noi 1asceremo, 
1a vita uniti trascorrerem037) 

(후략)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 

이별 없는 생활 시작해 보세 

지난날 고통 다 사라지고 

네 몸에 건강 빛나리라 

너 홀로 나의 소망과 햇빛 

행복된 앞날 찾아오리라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 

이별 없는 생활 시작해 보세 

그러나 이같은 알프레도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비올레타는 그의 사 

랑만을 재확인하고 숨을 거둔다. 

불가꼬프가 이 아리아를 알라의 테마곡으로 선정한 까닭은 명확하다. 몇 달 

후면 모스크바를 떠나 파리의 봄하늘 아래 사랑하는 연인의 팔짱을 끼고 양 

젤리제 거리를 걸으리라는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암시인 것이 

다. 실제로 그녀는 3막에서 조야의 염소에서 구시와 해후하여， 자신의 모든 

꿈과 현재의 상황을 노출한 채 퇴장하고 만다. 결국 그녀의 주제곡처럼 그녀 

의 사랑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r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는 「조야의 아파트」의 1926년 판본 

에서는 알라의 주제곡으로 뿐만 아니라 조야의 테마곡으로도 씌어졌다는 것 

36) r최신 명곡해설전집.!l， 20권， 세광음악출판사， 1994, 310-311쪽. 
37) 베르디(1987) r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l, 김자경 외 편， 이인선 역사， 태림출판 

사， 238-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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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이다. 즉 1926년 판본에서는 조야와 오볼리야니노프(이 판본에서는 아 

볼리야니노프가 아닌 오볼리야니노프로 되어 있다)가 등장하는 첫장변의 배 

경음악으로 이 아리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38) 그것은 알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여주인공 조야를 포함한 오볼리야니노프 커플이 소비에트라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리라는 작가 시점에서 

의 복선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5. 조야의 노래 

조야와 관련한 음악은 제 1막의 첫 장변에 제시되는 ‘지독한 콘서트’가 끝나 

가며 작품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등장하는 폴카곡이다. 

지독한 콘서트이다. 

이제 음악회가 약간 조용해지며， 아코디언의 경쾌한 폴카 연주 소리가 들 

린다. 

조야(거울이 달린 옷장 옆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이 폴카를 콧노래로 따 

라부른다.) 떠납시다， 떠나요， 나의 천사." 서류가 있어! 난 그걸 얻어냈지 ... 
서류가 있단 말이야 .. .(강(.336) 

이 r 떠납시다， 떠나요， 나의 천사 .. .J라는 곡은 안드레예프(J1. AH.apeeB , 1871-

1919)가 쓴 희옥 r인간의 삶(~H3Hb 4enoBeKa)J(1907)에 붙여진 폴카형식의 노 

래로 1920년대 당시 널리 유행했던 유명한 곡이었다.39) 무대의 첫 장변을 아 

코디언 반주에 맞춘 경쾌한 폴카로 오프닝한 것은 첫째， 당시 폴카라는 음악 

형식이 매우 대중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이다.40) 즉， 불가꼬프는 가장 시대적인 

장르의 음악을 도입함으로써 세태풍속극으로서의 드라마 성격을 입체화시켰 

38) 김 혜 란(2001) 같은 논문， 82쪽. 

39) 매. Ba6Hl.feBa(1986) 같은 책， c. 136. 한편 또까레바는 「조야의 아파트」의 1980년대 

공연상황을 언급하면서， 연극의 시작과 동시에 들려오는 「떠납시다， 떠냐요， 나의 

천사 ... J 의 특수한 역할을 지적한다. 즉， 이 노래를 통해 관객들은 이 희곡의 시대 
적 배경을 즉시 이해하게 되며， 오랫동안 잊혀진 시대적 양상을 환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시대적 대중성을 지닌 채 살아 남아있는 곡 

이라는 의미가 된다. M. TOKapeBa(1993) “Bl.fepa H CerOllH$! 영OßKHHO꺼 KBapTHpN} ," 

M. BynraKoB, 3TOT MHP MOH •.• , TOM 1, PellaKTopbl-COCT. <Þ. BaJlOHOB H lIPy., CaHKT

ITeTep6ypr, c. 46. 
40) 10. Ba6Hl.feBa (1986) 같은 책， c.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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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이 노래의 이변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체계이다. 즉， 이 폴 

카곡의 가사를 볼 때， ‘나의 천사’는 조야의 연인 아볼리아니노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주인공 조야의 마음 속 계획-아볼리야니노 

프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게 되리라는 그녀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 노래와 함 

께 직설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그녀는 

매우 강인한 여성이다. 어떠한 환경과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 

는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적응력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뒤집혀진 소비에트 사 

회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능력이 있는 여성이다. 그런 그녀가 국외로 나가려는 

것은 오로지 연인 아볼리야니노프를 위해서이다. 소비에트 사회에 도저히 적 

응할 수 없는 아볼리야니노프를 프랑스로 데려가는 것， 그것만이 그를 다시 

정상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모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조야. 빠블릭， 전 서류를 손에 넣었어요. 백작， 왜 숙녀에게 아무런 대답 

을 않으시는 거죠? 

아볼리야니노프. 미안해요. 잠시 생각에 빠졌었오. 그런데 나를 백작이라 

고 부르지 마십시오. 

조야. 왜요? 

아볼리야니노프. 오늘 웬 사냥용 장화를 신은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 

하더군요. “당신은 전 백작이오”라고‘ .. 
조야. 그래요? 

아볼라야니노프 양탄자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말이오 ... 난 탕신집에 

오느라고 전차를 타고 동물원 옆을 지냐가다， “전암닭이 전시되고 

있음”이라는 간판을 봤다오. 그래서 경비원에게 물어봤지. 그 암닭이 지금은 

뭐가 되었느냐고? 겸비원이 대답하기를 “그 암닭은 이제 수닭이 되었소라 

고 하더군. 도대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 

조야. 아이 참， 빠블릭， 빠블릭… 자， 빠블릭，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당신 

은 (속삭이는 소리로) 그 사업계획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볼리야니노프. 이제 와서 나에겐 다 마찬가지야 ... 동의하지요. 나는 이 

제 더 이상 전암닭을 쳐다볼 수 없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곳을 떠 

나고 싶소! 

조야. 오， 그래요， 당신은 여기 그저 가만 계시기만 하면 돼요1 제가 당신 

을 파리로 데리고 갈께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는 백만 프랑을 모으게 

될 거에요. 제가 당신한테 보증을 하지요! 

아볼라야니노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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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야. 구시가 톱게 될 거 에요!(ZK. 342-343) 

이처럼 조야는 사랑하는 연인 아볼리야니노프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 망명 

행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특수한 비즈니스를 계획하게 된 것이 

다. 그녀가 계획하는 특수한 비즈니스란 공식적으로는 「근로여성을 위한 작 

업복 제작소 및 봉재학교」 의 운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고위관료 구시로부터 모두 입수했다. 이 공식서류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녀 

의 아파트 문제(방이 여러 개 달려 있어 주택위원회로부터 박탈위협에 시달 

리고 있었던)도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조야의 본 비즈니스는 그 

것이 아니다. 낮 동안에는 의상실을 운영하다 의상실을 폐점한 다음 저녁시간 

부터는 비밀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일확천금으로 망명자금을 단시일에 축적하 

겠다는 것이 그녀의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조야의 첫 번째 대사는 바로 그녀의 이 모든 계획을 

실현시켜줄 서류의 입수를 알려주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서류까지 획득한 상태에서 그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 1막의 첫장면에서 여주인공 조야가 경쾌한 폴차곡 

을 흥얼거리는 것은 마래의 꿈에 대한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6.2.6. 뽀르뚜빼야의 노래 

조야가 살고 있는 거대한 건물의 주택위원회 의장 뽀르뚜빼야는 다음과 같 

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때찌스또프. 이렇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의상실의 성공과 우리의 점장 

조야 제니소브나， 펠쪼 동지의 건강을 위해 건배! 만세!(맥주를 마신다.) 이 

젠 우리의 경애하는 주태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동조자이신 ... (작은 소리로) 

저 자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조야(조용히). 아니심 조찌꼬비치 뽀르뚜빼야. 

아메찌스또프. 그래， 나도 그렇게 말하려던 참이었어. 아니섬 조찌꼬비치 

뽀르뚜빼야를 위해 건배， 만세! 

마탕에서 피아노 연주소리가 들리며 소년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영생 

하소서 ... "(ZK. 350) 

이처럼 교활한 아메찌스또프의 호들갑스려운 “만세!" 소리 위에 뽀르뚜빼야 

에게 주제곡으로 지정되는 곡은 「영생하소서 ... J 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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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러시아에서 옛날부터 장수와 무병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찬송가로 불리 

웠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찬송가의 후렴구에 해당하는 수사 

어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가 후렴 수사어귀가 하필 뽀르뚜빼야의 테마곡 

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주택위원회 의장으로서 뽀르뚜 

빼야는 조야에게 공공연히 돈을 받는 등 부패한 소비에트 관료의 행태를 보 

인다. 이처럼 뇌물수수에도 거리낌이 없는 뽀르뚜빼야는 부패한 소비에트 관 

료계층의 상징적 대표인물이다. 그와 같은 인물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것은 관료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적이며 반어적인 아이라니의 표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6.2.7. 기타 

r조야의 아파트」에 등장하는 기타 음악류에는 제 3막에 등장하는 손님들의 

합창과 폭스트롯을 들 수 있다. 이 두 개의 음악은 모두 파국에 앞서 하강 

부41)에 나타나는데， 본칠적으로는 같은 속성의 의미제계를 갖는 음악들이라고 

할수 있다. 

먼저 손님들의 합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문 뒤에서 두 대의 기타소리가 나고， 몇 사람이 그리 크지 않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 다시， 다시， 또 한번! ... " (ZK. 369) 

조야의 환락업소를 찾아 술과 여인을 즐기는 남자들은 네프 시대를 맞아 

부를 축적한 신홍 부르주아지이다. 이 중에는 구시와 같이 소비에트 고위 권 

력계층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그와 관계없이 그들에 

게는 경제적으로 자본가이며， 도덕적으로는 부패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 

만 그들은 네프로 인하여 그들이 획득한 “현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 

하여 그들은 “오， 다시， 다시 또 한 번"이라는 노래를 합창하기에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인물유형들이 되는 것이다. 바비체바는 이같은 물신주의의 양상 

을 광의적으로 확대하여 작품 첫머리의 메피스토펠레스의 아리아 「금송아지 

의 노래」 와 연관하여， “오， 다시， 다시 또 한 번 1 .. ，"을 「금송아지 의 노래」 의 

41) G. Freytag의 플롯구조의 5단계설， 즉 도입-상승-정점-하캉-파국의 패턴에 따를 

때 하강부에 해당하는 대목을 의미한다. 김동권 외 (2002) ~연극의 이해~， 건국대 

출판부， 87-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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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구(npHneB)에 해당하는 노래로 해석하기도 한다.42) 

이들의 합창은 바로 다음 장변에서 폭스트롯으로 바뀐다. 

기타 소리는 폭스트롯을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로 바뀌었다. 문에서 죽은 

몽이 냐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헤루빔 쪽으로 간다.(ZK 

369) 

이 폭스트롯은 그 이후 3 차례 (ZK. 371 , 373, 375)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주 

된다. 그것은 폭스트롯이란 음악이 2/2 또는 414 박자의 경쾌한 사교댄스곡43) 

이므로 ‘행복한 네프맨’의 음악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75쪽에 

서는 알라로 인해 충격받은 구시가 조야의 아파트 방 한가운데 양탄자에 쓰 

러져 자신의 ‘불행’을 되뇌일 때의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이 경우의 폭스트 

롯은 ‘불행한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대비적 효과를 촉발하는 케이스라 

하겠다. 

6.3. 비음악류 

「조야의 아파트」에 동장하는 음악에 속하지 않는 각종 음향은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특정이다 그것은 크게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불특정한 소리의 집합체와 특정한 음색을 가진 특수한 음향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그 역할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시 상정적 음향과 기능적 음향이 된다. 

상징적 음향은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내적 이미지를 함축하는 반면， 기능적 

음향은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6.3.1. 상징적 음향 

a) 소음(WYM): 조야의 아파트」 에서 소음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데， 두 

차례 모두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된 형태로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42) 10. 5a6w-IeBa(l986) 같은 책， c. 136. 
43) 폭스트롯(fox trot)은 1910년경 미국에서 발생한 댄스곡으로 한때 전세계적인 유행 

을 했다. 음악적으로 보통 빠르기인 4/4 박자이나 매우 싱코페이션 되어있다. 몇몇 
오페레타 작콕가들이 1920-40년 사이에 즐겨 이용했으며， 라벨도 「어린이와 마술」 

(티포트의 에피소드)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루스 세계 음악사전~， 서우석/ 

김원구 편역， 탐구당， 1998, 16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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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야의 아파트의 현관， 거실， 침실이 보인다. 창밖에서는 오월의 황혼 
이 붉게 타오른다. 창문밖 거대한 건물의 정원은 마치 굉장히 무시무시한 오 

르골과 같은 연주를 한다 축음기는 노래한다: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 외치기를: “석유난로 사세요!" 

다른 사람: “칼이나 가위 갈아요1 ••• 

세 번째 사람: “사모바르 때워요1 ••• " 

축음기: “성스런 우상을 섬기네 

가끔씩 전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자동차 경적도 간간이 들린다. 

지독한 콘서트이다. (강ζ 336) 

2) 아볼리야니노프가 침실의 커튼을 걷어올리자， 모스크바의 저녁풍경이 
펼쳐진다. 처음 켜진 전등불빛이 보인다. 소음이 나다 점점 불분명해진 

다.(Zlι 342) 

위의 1)과 2)인용문에서 보여지듯 소음은 “타는 듯이 붉은 오월의 저녁놀” 

과 “불이 켜지기 시작한 모스크바의 저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시간적 배경 

도 유사하며， 붉으스레한 놀과 불빛이 연상케하는 이미지도 유사하다. 이같은 

시간과 시각의 이미지는 차분히 안정된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그 반대로 

무언가 불안정하고 변환 도중의 상황 이미지를 강력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같 

은 배경 하에 전개되는 ‘지독한 콘서트’의 무시무시한 불협화음의 대합창 혹 

은 낮은 소음의 여운은 작가에 의해 인식된 1920년대 모스크바의 사회적 캐 

릭터에 대한 상정 코드로 장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딸팍질과 전화벨 소리: 3막이 열리면 거실의 전화기 옆에 아메찌스또프 

가 앉아 있다. 이 때 그는 기분이 울적한 상태에서 연신 딸푹질을 하고 있다. 

계속 터져나오는 딸꿈질로 인해 괴로운 상태이지만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는 

정확히 받는다. 여기서 도입된 아메찌스또프의 딸팍질은 그의 편안하지 못한 

정신적， 물리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음향이라 하겠다. ‘고아’처럼 정 

처없이 떠돌아다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야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의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의 니스이다. 부초처럼 아무 데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 

랑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므로 현재 조야의 집에서의 한시적 정착도 친숙하거 

나 편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종의 정신적 소화장애 상태가 딸푹절의 형 

태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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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명소리: 3막에서 중국인 헤루빔과 간드잘린은 하녀 마뉴쉬까를 가운데 

두고 질투에 얽힌 칼부림을 한다. 서로 삼각관계에 놓여있는 이들이 서로 마 

뉴쉬까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과정 중에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다. 이 

에 놀란 마뉴쉬까는 “사람살려 1" “죽일 놈 1" 따위의 비명을 지르게 된다(ZK. 

367, 369). 이 장면에서는 간드잘린이 도망침으로써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지 

만， 바로 칼을 갖고 있던 헤루빔에 의해 다음 장면에서 구시가 살해되는 사건 

이 발생한다. 이로써 r조야의 아파트」에서는 살인사건으로까지 사건의 진행이 

확대되는 것인데， 마뉴쉬까의 비명은 이같은 살인사건의 복선적 예고음향으로 

장치된 것이라 하겠다. 

6.3.2. 기능적 음향 

a) 벨소리조야의 아파트」에는 여러 차례 벨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다시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a- l) 보통의 벨소리: 이것은 의상실 엽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울라 

는 것으로， 일회적으로 한번만 벨이 울린다.2막과 3막에 등장하는 의상실 고객 

들， 조야와 채무문제를 상담하러 방문한 알라， 사업장 실태조사를 나온 위원회 

위원들 등이 사용하는 벨소리이다. 즉 이 일회적인 벨소라는 공식적인 조야의 

사업장-의상실이라는 낮의 엽무와 관련된 방문자와 연관되어 쓰여진다. 

a-2) 비밀 약속의 벨소리: 이것은 조야의 또 다른 사업- 밤의 업무 즉 매춘 

업소라는 비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벨소리로 “세 번은 

길게， 두 번은 짧게” 울린다는 규칙이 있다: “약속된 벨소리가 세 번은 길게， 

두 번은 짧게 울린다."(ZK. 356) 

이 약속된 벨소리와 더불어 둥장하는 인물은 마약밀매를 하는 헤루빔， 혹은 

염소에서 일하는 접대부 등이다. 벨소리로써 관객(혹은 독자)은 등장인물의 

카테고리를 낮과 밤으로 구분할 수 있다. 

a-3) 위 압적 벨소리 : 위 풍당당하게 울리 는 이 위 압적 벨소리 (BJlaCTHbIH 

3BO HOK)(ZK. 358)는 구시의 전용 벨소리이다. 소비에트 권력의 상징인물인 

구시는 초법적 인간이다. 방이 7개 달련 아파트에 살며 ‘서류만능의 국가’에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는 권력의 소유자이며， 금력도 막 

강하다. 그는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달한 인간"(2}ι 375)이라 

고 말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르는 벨소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된 음향이 되는 것이다. 



불가꼬프의 r조야의 아파트」와 음향적 장치 191 

b) 재봉툴 소리 :2막은 여자재봉사가 미싱 앞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 

와 함께 시작된다(강(. 351). 그러면서 무대에는 외견상 아무런 하자없는， 완벽 

한 의상실로 변화된 조야의 아파트가 나타난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물더 

미와 인형같은 얼굴을 한 마네킨들이 서있고 줄자를 목에 건 재단사는 손님 

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이처럼 조야의 낮의 염무인 의상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음향적 라이트모티프가 바로 이 재봉틀 소리이다. 이 재봉툴 소리를 

통하여 조야의 공식적인 비즈니스가 무대화 되는 것이다. 

7. 맺음말 

본 논고에서는 흔히 1920년대 소비에트의 신경제정책 시대 때의 세태를 그 

리는 네프 풍자극으로 알려진 「조야의 아파트」를 분석하면서 특히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음향적 장치에 대해 접끈해 보았다. 문학작품인 희곡텍스트를 

공연예술인 연극으로 구현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연극의 언어는 매우 다양 

한 요소로 구성되지만 그 중에서 청각적 이미지 메이킹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음악과 노래 그리고 음향의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 텍스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음악 및 음향의 양상을 고찰한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지독한 콘서트’ - 불협화음으로 얽힌 청각적 이마지들의 결합을 통해 

창조되는 이것은 당시 소비에트의 사회적 혼톤에 대한 기호체계로 전체작품 

의 내적 이미지를 이끄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한다 

(2) r금송아지의 노래 배금주의 풍조， 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풍자 

하는 대주제곡 

(3) 아볼리야니노프의 노래 - 로만스 「그대 아름다운 이여， 내 앞에서 부르 

지 마오」의 주인공 아볼리야니노프는 서로 상반되는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 

사이에서 코믹하고 그로테스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극적 인간형의 실상을 

노정한다 

(4) r고아 본질적인 ‘고아’ 아메찌스또프의 숙명을 상징하는 노래 

(5) r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사랑의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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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알라의 노래 

(6) r 떠납시다， 떠나요， 나의 천사 ... J 미래를 꿈꾸는 여성 조야의 노래. 경 

쾌한 폴카인 이 곡으로 본 플롯이 시작됨으로써 관객의 흥미와 서스펜스를 

유발한다 

(7) r 영생하소서 ... J 관료체제에 대한 풍자적 아이러니 

(8) 비음악류 -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함축하는 상징적 음향과 

실제적 행동양식을 이끄는 기능적 음향의 존재 

이처럼 불가꼬프는 자신의 해박한 음악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극의 중심 

테마곡 뿐만 아니라， 주요 둥장인물에게 개별적 주제곡을 부여함으로써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의 층’ 즉 다른 표현으로 ‘숨겨진 문맥’(su btext)44l을 겹겹 

이 구축하였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 혹은 연극을 보는 관객은 이 ‘감 

추어진 층위’(hidden leveD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작품이 

갖는 의미의 평행적 이중구조를 이해하고， 비로소 작품의 참된 의미체계에 도 

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꼬프에 의해 장치된 부차텍스트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이중적 투영’의 목표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야의 아파트」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세태풍속적 희극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작가가 인식하는 날카로운 시대비판의 정신， 현실에서 탈출 

하고 싶어하지만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는 비극적 개인의 운명이 그려진 이중 

적 구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불가꼬프가 자신의 작품 「조 

야의 아파트」에 ‘3막의 비극적 소극(TparH4eCKHH ~apc B Tpex aKTax)’라는 부제 

를 단 까닭， 그리고 이 작품을 가리켜 ‘비극적 광대극(TparH4eCKaJ'l õy~~OHaJJa)' 

라고 한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44) 이 용어는 K 스따니슬랍스끼가 쓴 것으로， 그는 배우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대 
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숨겨진 문맥’ 혹은 ‘감추어진 층위’에 대한 이해도 포 
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해의 층’을 ‘서브텍스트 

(subtext)’라 하고， 인물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텍스트(text)’라고 하였다， 관객에게 

그것을 투사시키는 것이 바로 배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M. 

S 배랭거 (1999) 같은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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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 1lUe 

~30HKHHa KBapTHpa)> 5yAraKoBa H e강 3ByKoBoe O~OpMAeHHe 

Illl<OH , MëH-llll<a 

B 3TO꺼 CTaTbe B KaqeCTBe 06beKTa HCCneaOBaH~쩌 BbI6paHa << 30HKHHa 

KBapTHpa>> M. 5ynraKoBa, onpeaeneHH었 KaK CaTHpHqeCKa~ apaMa H3!la. 3aeCb 

HccneaOBaHa CHCTeMa 3ByKoBoro oiþopMneHH~ apaMbI. Oco6oe BHHMaHHe yaeneH。

3HaqeH뻐 H ponH My3bIKH, neHH~ H 3ByKOBbIX 3IþþeKTOB. 

B pe3ynbTaTe OTMeqeHO, qTO <<30HKHHa KBapTHpa>> He npOCTa~ CaTHpHqeCKa~ 

apaMa, KOTOpa~ 3neMeHTapHO BbI3bIBaeT CMeX, HO apaMa, B KOTOpOH apaMaTypr 

5ynraKoB OCTpO KpHTHKOBafl COBeTCKOe 06mecTBO. B CTaTbe nOaqepKHyTo, qT。
repOH apaMbI HMelOT Tpar“qeCKYIO cyab6y, TaK KaK OHH XOTenH 6bI 6bITb 

cBo6oaHb~H OT COBeTCKOrO rocyaapcTBa, HO He MoryT 3TOrO CaenaTb. H3 3TOrO 

CTaHOBHTClI lICHbIM, nOqeMY 5ynraKoB aan CBOeH nbeCe nOa3arOnOBOK 

‘TparHqeCKHH iþapc B Tpëx aKTax’ H nOqeMY OH Ha3Bafl CBOIO apaMy ‘TparH

맨CKOH 6yiþiþoHaaoH’. 
5ynraKoB HCKyCHO 3aMaCKHpOBan HeBbICKa3aHHbIH C뻐，IcnOBOH nnaCT CBOeH 

nbeCbI (nOaTeKCT). !103TOMy ，쩌TaTenb H 3p~’Tenb apa뻐1 aOÆl<HbI HCKaTb 3T。

‘HeBbICKa3aHHoe’, H BCneaCTBHe 3TOrO MoryT nOHlITb napannenbHYIO CTpyKTypy 

noanHHHoro CMbICna apaMbI 5ynraK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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