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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주의 혁명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설립, 스탈린의 죽음과 해빙기, 페레스
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은 전혀 다른 주장과 요구사항을 가진 새로운 대중의
등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러시아역사의 전환점들이었다. 예술, 문학, 오락, 교육 분
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의 자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인 총칭을 ‘대중’이라고 할 때,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핵심 대중은 시스템의 경계에
서 아버지 세대의 이데올로기적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소비에트적이고 탈정
치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세대들이었다. 이글에서는 문화형성 주체로서의 연극-대중의 등장을 러시아연극사
의 맥락에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형성 주체로서의 포스트소비에트의
새로운 대중을 자신들의 주요한 ‘관객’으로 상정하여 포스트소비에트 연극의 다양화
및 실험과 혁신의 중심에 선 씨어터 프락티카의 대표 작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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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중은 우연을 근거로 행동하는 익명의 그룹이다. 대중은 특정한 역할이 주어
지지 않아 비자발적이며 이질적이고 불안정하며, “특별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소수자에 반해 “특별한 자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의 총체” 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중은 어떤 경계 안에 형성된 안정된 조합이라는 특징
또한 지닌다. 동일한 경계 안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욕망, 사상, 생활양식 등이 일치해야” 하므로 비접촉적이
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일한 신념과 의지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극으로 범위를 국한할 때, 러시아 연극이 ‘연극-대중’ 즉 관객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농노제의 폐지와 새로운 시민계급의
성장, 자본주의 국가로의 이행기가 시작되었던 1890년경부터였다. 흥미로운 것
은 농노제의 폐지와 함께 성장한 새로운 시민계급을 곧 ‘연극관객’으로 연결해
바라보았다는 점인데, 러시아 연극은 극장에 가서 “실제로 공연을 보고 연극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람들 을 관객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연극에 있어 새로운
관객의 등장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고민을 해나갔다.
1)

KRECA
2)

3)

4)

장선영 옮김 대중의 반역 서울 누멘

쪽

1) Ortega y Gasset,
, 
,
:
, 2019, 12 .
2)
, 13 .
3) В. Дмитриевский, Театр, зритель, критика :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театра, музыки и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имени Н.
К. Черкасова, 1991, pp.163-164.
4) И. Петровская, Театр и зритель российских столиц: 1895 – 1917, Л: Искусство,
199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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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체이자 역사적 힘으로서의 대중이라는 개념” 은 사회의 굵직한 변
화마다 새롭게 등장했던 대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었으며, 이
가운데서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새로운 대중
의 등장을 위한 정신적이고도 물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시기였다. 이 글에서는
‘연극대중-관객’, 즉 연극 소비주체로서의 관객에 대한 러시아연극의 다양한 논의
들을 연극사의 맥락에서 살피고,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형성 주체로서의 포스트
소비에트 연극대중을 자신들의 주요한 ‘관객’으로 상정하며 포스트소비에트 연극
의 다양화 및 실험과 혁신을 이끄는 프락티카 극장을 소개한다. 다양한 예술적
정보와 비평적 안목을 갖춘 관객의 등장과 이들의 요구를 만족하는 세계연극의
포스트드라마적 전환이 10여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연극
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한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5)

“

KRECA
2.

관객, ‘연극-대중’의 형성

러시아 연극사에서 19세기를 전후로 한 러시아 근대극의 출발 이전에도 연극
대중-관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이 있었던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1825년 5월에 승인된 러시아 ‘제국 연극극장의 내부 행정 조례와 규칙’ 은
극장 수익을 안정시키고 문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극을 관람하
는 관객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극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제국 연극극장의 내부 행정 조례와 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러시아 연극사가
신분적 경제적 차별 없이 관객을 하나의 문화 소비 주체로 상정하기 시작한 것
은 반세기가 흐른 뒤였다. 러시아 연극사는 1890년에서 1910년대, 농노제의 폐
지와 새로운 시민계급의 성장에 따른 대중의 등장을 연극에서의 ‘민주화’ 시기로
6)

노승영 옮김 대중문화의 탄생 서울 시대의창

쪽

5) Fred E. H. Schroeder et al.,
, 
,
:
, 2017, 337 .
6) С. Лащенко,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артистов. Рус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оперы,”
Искусство музыки: теория и история 3, 2012,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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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 1900년을 전후로 하여 당시 극장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할당할
저렴한 좌석을 마련하거나 할인 티켓의 양을 늘리면서 그동안 지성적 계층으로
부터 분리된 신분적 경제적 취약층에게 극장의 객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1917
년 혁명 이후 볼쇼이 극장이나 오페라 극장 관객의 구성이 상당히 ‘민주적’이었
다는 그보즈제프의 의견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군인들
을 객석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
연극의 경우라면 대중극장이라 부를만한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МХOТ)과
코르샤 극장(театр Ф. Корша)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할인된 좌석을 판매
했었고, 이것은 당시 이 두 극장 공연에 항시 객석이 만원이었던 이유였으며 나
아가 ‘연극대중-관객’의 지적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러시아연극에서 ‘연극대중-관객’은 스타니슬랍스키(К.Станиславский)와 모
스크바예술대중극장(Москов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общедоступный театр)
으로부터 특별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새로운 관객의 등장과 러시아
연극의 민주화는 무엇보다 모스크바예술대중극장의 설립과 함께 그 취지가 명백
해졌고, 이는 이후 러시아연극에 있어 관객에 대한 러시아연극계 전반의 지속된
고민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극장의 관객을 매
우 가치 있고 위엄 있으며, 동시에 민주적인 무엇인가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라
정의 내렸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연극대중-관객들이 가졌던 예술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의 깊이라 할 것이다. 관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결국 러시아 현대연극
의 유구한 전통으로 계승되며 러시아연극의 잠재적 에너지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

8)

9)

KRECA
10)

7) С. Гвоздев, “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и зритель в наши дни,” Публика театр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1890-х – 1930-х годов,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искусствознания, 2010, p.567.
8) Ibid., pp.566-586.
9) Г. Хайченко,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театр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М: Наука,
1975, p.171; И. Петровская, Op. cit., p.10.
10)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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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니슬랍스키가 애초에 극장 명칭으로 삼고자 한 것은 대중이 아닌 ‘민중’이
었다. ‘민중’은 오스트롭스키가 꿈꾸었던 민중의, 민중들을 위한 연극에서의 ‘민
중’의 의미와 닿아 있었다. 드라마는 항시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으므로 문학 작품이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을 위해 창작될 수 있더라도 드라마
와 코미디는 평범한 민중들을 위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민중연극론은 오스트롭스
키 연극론의 핵심이었으며, 러시아 연극에 있어 ‘민중’의 개념은 항시 오스트롭스
키의 민중 연극론과 연결되어 설명되어 진다. 여기서 스타니슬랍스키가 ‘오스
트롭스키의 ‘민중 연극’에 동의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의 소비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계층의 사람들, “노동자들, 수공업자들, 무
산 인텔리겐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적이고 전 러시아적인 공연을 하는 극
단” 을 만들어 이들을 새로운 관객으로 수렴하겠다는 연극 민주화의 측면에서
였다. 또 하나는 민중에 대한 오스트롭스키의 생각이다. 오스트롭스키는 민중을
우매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적어도 좋은 연기와 희곡을 선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며, 극장은 이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극장의 창립자인 스타니슬랍스키와 단첸코(В.Немирович-Данченко)는
오랜 숙고 끝에 ‘민중의(Народный)’라는 단어 대신 ‘대중(Общедоступный)’
이라는 단어를 극장 명칭 한가운데 적어 핵심 관객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민중
대신 ‘대중’을 선택한 데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
으로 구성된 집단을 일컫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연극과 연결되어 굳어진, 연극의
한 장르로서의 ‘민속연극(Народный театр)’이 가져올 수 있는 의미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극장 창립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정함으로 인해 레퍼토리 선정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미리 방지
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의 설립을 ‘혁명적 과업’이라 평가하
며 낡은 연기 방법과 앙상블을 해치는 스타 시스템과의 전쟁, 그리고 질 낮은 레
11)

12)

13)

KRECA
14)

강량원 옮김 나의 예술인생 서울 책숲
쪽
이진아 가면의 진실 세기 러시아 연극의 실험과 혁신 파주 태학사
쪽
14) К. Станиславский, 앞의 책, 338쪽.

11) К. Станиславский,
, 
,
:
, 2012, 338 .
12) В. Лакшин,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Островский, М: Искусство, 1982, pp.499-511.
13)
, 
, 20
,
:
, 2008,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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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토리에의 저항 을 극장의 지향점으로 주목했다. 연기술과 극장 레퍼토리의
개혁을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 설립 과제로 둔 것인데, 무엇보다 창립 작품을
비롯한 레퍼토리 선택의 문제는 극장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단첸코의 엄격한 심사와 섬세한 문학적 감각으로 새롭게 구성된 레퍼
토리”는 “러시아와 외국문학 가운데서도 고전적인 희곡” 이거나 “삶의 맥박이 고
동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들로 이루어졌으며 전자가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창립
작품인 톨스토이(А. Толстой)의 역사비극 <차르 표도르 이오아노비치(Царь
Фёдор Иоаннович)>라면 후자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을 통해 등장한 극작가 체
홉(А. Чехов)의 희곡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민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한계를 ‘대중’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가능했던 작품이었다.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의 초기 레퍼토리는 이들이 상정한 ‘연극대중-관객’들
에게 상당히 어렵게 다가왔다. 작품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극 관람 방식에 있
어서 기존의 연극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배경지식과 예술적 관극 능력이 필요했
으며, 마르코프(П. Марков)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관극을 당시 황실극장이었던
말느이 극장(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малый театр) 관객들
의 관극 경험과 비교하며 모스크바예술극장 관객들의 관극을 ‘어려운 경험’이라
고 설명했다.
15)

16)

KRECA
말느이 극장과 비교하여,〔예술대중극장〕의 <차르 표도르 이오아노비치>,
<갈매기> 등에서 관객들은 다채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말느이 극장〕관
객들은 거대한 연극적 열정을 경험했었다. 관객들은 유진의 위대한 독백에 박수를
보냈고, 예르몰로바의 불같은 기질과 그리고 레시콥스키의 빛나는 코디미성에 또
한 박수갈채를 보냈다.〔말느이 극장〕에서는 예술대중극장에서 얻은 그처럼 어려
운 경험에 빠져들 필요가 없었다.
17)

앞의 책, 338쪽. 오스트롭스키는 관객들이 훌륭한 희곡을 더욱 선호할
것이지만 제대로 무대화되지 않는다면 레퍼토리에 오래있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좋은 희곡, 좋은 공연을 보고자 관객들이 극장이 가는 것이지, 희곡 자체를 위해서 극장을 가
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16) 같은 책, 361-362쪽.
15) К. Станиславский,

17) П. Марков,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еатре: Книга завлита, М: ВТО, 1976,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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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모스크바예술극장 두 창립자가 선택한 ‘대중’이라는 뜻의 러시아어
‘общедоступный’는 기회와 경험이 ‘모두에게’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런바
광장과 시장에 서서 공간을 채운 사람들을 뜻하는 서민이자 평민, 소시민의 뜻을
가진 ‘мещани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왔다. 기회와 경험이 ‘모두에게 가능
(общедоступный)’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얼굴로서
의 상인과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단편화 획일
화했으며 그것이 ‘서민, 평민, 소시민, 메샤닌(мещанин)’이었다. 그러나 모스크
바예술극장 레퍼토리와 당시 관극 경험에 대한 마르코프의 의견을 보자면, 예술
대중극장 두 창립자가 지칭한 ‘대중’의 개념은 보편적인 일반 시민으로서 서민,
소시민, 메샤닌의 개념과는 확실히 변별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인텔리겐치아의 주
된 지향점 가운데 하나였던 반메샤닌적 정서로서의 ‘안티메샨스트보(антимещанство)’
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общедоступный)’의 개념을 새
롭게 구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민, 평민, 소시민, 메샤닌’은 오늘날 ‘대중’에 대한 일반적 이해, 즉
그것을 “문화 담당자로서의 대중”으로 국한할 때 권력이나 지위, 지식을 가진 소
수자 엘리트에 대비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의 민주화에 대한 모스
크바예술극장의 지향점 또한 신분에 따른 문화 소비의 차별을 더는 극장 안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연극의 민주화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에 대한 이 같은 정의
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산업화에 따른 도시 시민계급의 급속한
성장이 가져온 메샤닌(мещанин)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안
티메샨스트보에 대한 지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산업화에 따라 메샤닌은 작은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제적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되며 상인계층을 깎아내리는
말로 사용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애초 인텔리겐치아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던 20세기 초반의 혁명기에
등장한 ‘부르주아지’와 달리, 자본주의가 낳은 천박한 부르주아계급으로 ‘메샤닌’
의 의미가 고착화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대중’에 대한 의미규정은 모스크바예
술극장의 지향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이에 스타니슬랍스키는 ‘대중’이라
는 극장 명칭에 ‘예술’이라는 단어를 더함으로써 모스크바예술극장만을 위한 연
극대중-관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다. 두 창립자는 ‘대중’이라는 단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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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모스크바예술대중극장이라는 명칭을
발표하였고, 고차원적인 예술의 이상 실현과 동시에 “대중들의 문화적 수준 향
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극장의 지향점으로 두었다. ‘대중’을 ‘소시민, 평민, 서
민, 메샤닌’과 구별하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서 인텔리겐치아로서의 가능성을 읽
을 수 있는 고급관객 교육을 목적으로 두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모든 사회
계층을 수렴하는 모스크바예술극장에 있어서 ‘대중’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인
텔리겐치아로서의 가능성이란 연극대중-관객을 평균적인 관객 혹은 중간 지식인
들의 등장 정도를 목적으로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식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머물렀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포함한 보편적 대중의 문화적 수준 향
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것은 결국 연극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평가이긴 하나, 러시아 학술원 교수인 루빈시테인(А. Рубинштейн)
은 당시 모스크바예술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작품 관람 동기가 단순히 특정한 배
우나 연출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

18)

19)

KRECA
우리는 모스크바예술극장 관객을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
스크바예술극장의 관객은 교육, 성격, 지적 수준에서 모스크바의 다른 극장 관객들
을 능가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모스크바예술극장 관객들이 극장에 오는 동기가
특정 공연이나 특정한 연출가를 보기 위해서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객들이 모스크바예술극장을 찾는 결정적 동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이 기초를 잡은 ‘연극대중-관객’의 의미는 이후 러시아
현대 연극사에 있어서의 관객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며, 결국 특별한 연극대중-관
객을 관통하여 어떠한 작품을 선별해야 하고, 선별한 작품을 어떠한 예술적 형식
과 기호를 통해 구축해 동시대 연극의 가치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정옥 세기

18) В. Немирович-Данченко, Рождение театра, М: Правда, 1989, p.364.
, 20
,
:
, 2018, 24
.
19) И. Петровская, Op. cit., p.10.
20)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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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일

80

한국예술연구 제27호

이어진다. 대중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극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텔리겐치아로서의 연극대중-관객을
상정함으로써 러시아 연극이 스스로 혁신하고 진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
었다고 평가 가능할 것이다.
3.

포스트소비에트 연극과 새로운 관객의 등장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이 상정한 ‘대중’의 개념은 스탈린 시대를 관통하며 주
체적 자아를 상실한 수동적이고 군집화된 무수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다뤄졌고
선전과 선동의 대상으로 폄하되게 된다. 혁명 이후 연극관람 행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러시아 사회에서 연극은 군집화된 대중들의 선전 선동을 위
한 핵심 기제 가운데 하나였다. 소비에트 사회의 연극은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
는 매우 많은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러하므로 동시에 사회를 균질화” 하고 통
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설문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사회 대중들의
권력, 사회, 삶 등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집단주의적 분위
기에 살았던 소비에트 대중들은 ‘전통에 대한 믿음’, ‘개방성’, ‘엄격성’, ‘권력에
대한 존중’, ‘원칙’과 같은 문화적 가치를 특징으로 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이
것은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한 문화적 통일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해빙과 결빙을 오가는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지나, 모스크바 예
술 대중극장이 선점하고 정의했던 ‘연극대중-관객’의 개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세계사의 가장 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였다. “10월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개막된 위대한 이데올로기의 시대
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되지는 않았” 으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러시

KRECA
21)

22)

23)

21) Ibid.
22)
(Fornit.ru)

포르닛
홈페이지, https://scorcher.ru/journal/art/art2294.php, 접속일 2019.9.23.
23) 이완종, 이념의 제국, 소비에트 연방의 부상과 몰락, 서울: 선인, 2014,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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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회가 기대한 것은 크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
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자유화된 체제” 로의 전환이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페레스트로
이카를 통해 얻은 “민주주의를 향한 이행은 서유럽 정치질서의 연약한 모방, 즉
취약한 제도적 체계와 정치과정에서의 제한적인 공공참여로 특징되는 허울만의
민주주의”라는 과도기를 관통해야 했지만, 반면 “그 자체적인 내적 동태성
(internal dynamic)” 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전환과 이행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실천의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이전의 동·서 대립을 특징지웠던 확실성” 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취약한 사회적 시스템에 바탕한 민주사회로의 이행기에 발 딛은 포스트소비에트
에서 ‘연극대중-관객’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보이며 전환기 러시아 사회를 온몸
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는 소비에트에서 태어나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의 교육 시스
템 아래 성장하였거나 혹은 이들을 부모로 하여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고 자란 순수 포스트소비에트 세대들이라는 점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전후
로 태어나, 과거의 어둡고 거칠었던 역사로부터 받은 부모세대의 상처와 결별을
선언한 21세기의 새로운 관객들이었다.
24)

25)

26)

KRECA
27)

관객의 변화〔새로운 관객의 등장〕가 있었지요, 물론입니다. (…) 90년대 중반
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부모 세대의 내면에 영원히 각인된 많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1985년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
대의 사람들이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28)

같은 곳
포스트코뮤니즘: 민주주의 건설의 문제｣, 한국통일연구제1권 제1호, 대전: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5, 113쪽.
26) 같은 곳.
27)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세대들의 심리적 성향 비교(Чем различается психология
советского и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околений)”라는 한 연구에서는 과도기적 세대의 특징
으로 “수평적 개인주의에 취약”하며, ‘인간적’이고, 사랑에 대한 자유 등과 같은 소비에트 시기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권한에 대한 불신’, ‘무정부 상태’, ‘추위’, ‘경쟁’ 등과 같은
소비에트 시기 대중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는 변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포르
닛(Fornit.ru) 홈페이지, https://scorcher.ru/journal/art/art2294.php, 접속일 2019.9.23.

24)
.
25) George Chef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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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러시아 사회를 특징짓는, 정통적 인문교육의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자랐
으면서도 21세기 정보사회의 중심에서 개인의 의지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
는 특별한 지형의 연극대중들이었다. 그런 바, 포스트소비에트 연극의 새로운 관
객은 포스트소비에트의 자본주의적 물결 위에 무방비로 흩어져있는, 혹은 그저
대량 소비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덩어리가 아닌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진 문화형
성의 핵심 계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에프로스(А. Эфрос)의 말을 빌자면, 페레스
트로이카와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정이 불확실성과 무력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기는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사회적 위치에 만족하지 않으며
끝없이 충족되지 않는 요구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연극대중-관객이었다.
이 특별하고 새로운 포스트소비에트 연극대중-관객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시대 러시아연극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된
다. 이들은 연극이 공연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굳게 닫혀있던 오래된 극장의 육중
한 문을 열었으며 러시아연극이 그들을 설명했던 수많은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출
발의 선상에 서게 한 새로운 ‘관객’들이다. “나는 배우들이 중앙문을 통해 그리고
로비를 통해 극장으로 들어온다면 그들이 더욱 훌륭히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 확
신한다”했던,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가 자신들한테 오는 것을 아는
것” 이라던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러시아 연극연출가 에프로스의 충언은 포스트소
비에트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연극대중-관객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동시대 연극무
대의 지향점과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단첸코는 2월 혁명이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 모스크바 황실극
장인 말느이 극장이 “이미 달라진 객석”에 대한 처절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러한 새로운 관객이 요구하는 “전혀 다른 예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 충언한 바 있으며, 스타니슬랍스키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의 레퍼토리가
29)

KRECA
30)

31)

28)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29) 1990
.
(Fornit.ru)
, https://scorcher.ru/journal/art/art2294.php,
2019.9.23.
30) А. Эфрос, Репетиция - любовь моя, М: Искусство, 1975, pp.237-238.

접속일
년대 이후 태어난 포스트소비에트 세대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포르닛
홈페이지
접속일

31) В. Немирович-Данченко, Вестник театра 49, М: орган театрального отде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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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객들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기도 했다. 연극평론가
알페르스(Б. Алперс)는 “관객들이 연극의 내용과 성격을 정하고, 그래서 극장의
분위기가 쇄신되는 것이 결국 연극예술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고 언급하
기도 했는데,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을 시작으로 연극대중-관객을 중심에 둔 러
시아극장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
32)

33)

여가 기회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예술은〕살아남기 위한 무언가 다른 것
들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위기는 레퍼토리, 연출, 그리고 연출의 연극의 기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34)

포스트소비에트 연극대중-관객들의 사회적 성향과 생활 태도, 정치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 연극무대의 경향을 살핀다면, 첫째 이 특
별한 대중은 정직과 청렴성,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면서 연극을 통해 대중
을 일반화시켰던 18~19세기 연극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으며, 1960-70년대 연
극이 가진 사회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70~80
년대 극장에 대한 관객 선호도의 양상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전혀 적용되지 않
았으며, 소위 대표적인 국공립극장의 안정적이었던 관객 층위의 변화 또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것은 “소비에트 세대들이 ‘나’
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집단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의존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포
스트소비에트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지향점과 의견이 ‘나’의
판단과 무관하다” 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KRECA
35)

Наркомпроса, 1920, pp.11-12.
32) К. Станисла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8-х т, T.1, М: Искусство, 1954-1961,
pp.372-375.
33) Б. Алперс, Театральные очерки В 2-х т, Т. I, М: Искусство, 1977, p.48.
34)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접속일
35) 포르닛(Fornit.ru) 홈페이지, https://scorcher.ru/journal/art/art2294.php, 접속일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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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년대 관객들은 5~6개 정도의 연극극장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극장에 방문하는 것을 의식적인 문화행사와 동일시했다. (…) 당시 대중들에게 인
기 있는 극장과 작가 그리고 연출가들의 폭은 상당히 좁았다. 그러나 90년대에는
그 양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11개 도시에 있는 42개 극장을 방문한
약 3만 명의 관객을 조사한 결과 (…) 과거에는 관객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이 선
호하는 극장으로 국가의 대표적인 국공립극장들을 언급하였으나 (…) 오늘날에는
약 5%의 관객만이 이들 극장을 선호하였다.
36)

새로운 연극대중-관객의 작품선택 기준이 극장과 배우에서 개인의 성향과 문
화적 기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극장’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관객
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기준에 충족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포스트소비
에트 사회 극장의 운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소비에트 극장의 생존 방
식이었다. 연극이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많은 사람을 향해 있었던, 그래서 사회
가 상당히 균질했던 소비에트 사회와 달리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연극대중-관객
들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성향과 기호에 따라 차별되며, 결국
이것은 연극의 내용과 양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KRECA
4.

새로운 관객과 포스트소비에트 연극의 한 지형

세기 초반의 연극과 관객의 관계를 연구한 페트롭스카야(И. Петровская)
는 레퍼토리에 대한 분석, 무엇보다도 선별된 희곡의 무대화에 관한 연구가 당시
‘연극대중-관객’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레퍼토리 분석이 창작된
작품의 수용 양상을 통한 동시대 관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며, 결국 유기체로
서의 연극대중-관객에 관한 연구가 고전 작품의 생산적 변용과 무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20

36)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접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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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토리 분석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극작가가 무엇을 제안했는가가 아니
라 관객이〔작품을 통해〕무엇을 인식했는가이다. 레퍼토리는 비록 희곡이라는 형
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시대의 맥락 밖에
서 올바른 극적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레퍼토리 측면에서
희곡의 가치는 희곡의 객관적인 내용과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감
독의 콘셉트와 배우들의 연기, 무대 디자인을 통해 내용이 재해석될 가능성에 의
해 결정된다.
37)

페트롭스카야에 의하면 ‘연극대중–관객’은 자신의 특별한 취향과 선호도를 가
진 개인들의 ‘무리’이며, 이 개인들의 취향은 동일한 공연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작품선택과 극장 선호도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페트롭스카야의 주장은 1920년대 연극과 관객의 관계를 연구한 브랸체프(А Бря
нцев)의 의견에 기대고 있는데, 브랸체프는 “특정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
만이 창작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새로운 미학적 형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도 개발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연극에 대한 태도와 예술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관객 발굴이 극장 존립의 우선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지난 세기 러시아
연극사를 살핀다면, 페트롭스카야와 브랸체프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다.
스타니슬랍스키와 모스크바 예술 대중극장은 세기말의 불안과 삶의 부조리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인간의 존재론적 비극성을 감지한 ‘관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 사회를 대표하던 소브리멘닉극장(театр Современник)
은 해빙기 ‘60년대인’들이라는 특별한 대중을 위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전자가
체홉이라는 극작가를 발굴하여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 역사의 장대한 서막을 열
었다면 50-60년대 소브리멘닉 극장은 알렉세이 아르부조프(А. Арбузов) 빅토르
로조프(В. Розов), 바실리 악쇼노프(А. Василий)와 같은 동시대 극작가들을
발굴하며 시대에 대한 연극의 책무를 감당하고자 하였다.
포스트소비에트연극의 혁신은 앞선 시대 그들 선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희곡’
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포스트소비에트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속도로 새로

KRECA
38)

37) И. Петровская, Op. cit., p.8.
38) А. Брянцев, “Октябрь и детский театр,”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5, 192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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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희곡이 등장해주길 기대하기에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초반기의 혼란은 종잡을
수 없었고, 극작가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롭게 맞닥뜨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선적 숙의가 필요했다. 이것은 포스트드라마연극이 유럽에서 한창 유행하기 시
작할 때까지도 러시아 연극에 별다른 조짐이 없었던 이유였으며, 새로운 시대와
예술에 대응하는 희곡의 부재는 희곡에 대해 연극 창작자들과 관객의 실망을 불
러일으켰다. 극작가들은 희곡을 쓰지 않았고, 극장은 동시대 희곡을 자신들 연극
의 필수적 항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연극평론가 파벨 루드네프(П. Руднев)는 2000년대 이후 포스트소비에트연극
을 ‘진단의 연극’으로 규정한다. 루드네프에 의하면 포스트소비에트 극작가들은
동시대 사회를 극한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이 규범이 된 세상이
다. 루드네프가 언급한 포스트소비에트 극작가들 가운데 바실리 시가례프(В.
Сигарев)의 희곡 <플라스틸린(Пластилин)>은 포스트소비에트연극의 변화
양상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는 대표작품으로 언급할 수 있다.
<플라스틸린>은 예술감독제도와 고전 작품을 레퍼토리로 하는 러시아의 전
통적 극장 운영방식을 지양하며, 포스트드라마적 규약을 따르면서도 러시아 연극
이 전통적으로 수호해왔던 연극과 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진단하고자 1998년
설립된 ‘극작가와 연출가 센터(Центр драматургии и режиссуры)’ 초기 작
품 가운데 하나이다. 시가례프는 삶과 가족으로까지 침투한 폭력성의 실체와 근
원을 탐구했으며, 포스트드라마의 해체 정신에 근거해 이를 기승전결 없이 무대
로 마구 분사했다.
‘극작가와 연출가 센터’와 함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설립된 극장들 가운데
씨어터 독(Театр.doc), 프락티카(Театр Практика), 포스트 극장(театр post)은
새로운 대중의 요구를 만족하는 글쓰기로서의 희곡창작과 작품 제작을 통해 21
세기 새로운 극장 시대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 극
장은 운영방식과 레퍼토리 선정 그리고 작품의 양식적 특징에서 공통점이 발견
된다. 2000년 이후 등장해 역사가 길게는 15~20년 짧게는 10년 남짓한 이들 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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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П. Руднев, Драма памят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драматургии. 1950–
2010-е,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18, pp.2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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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나의 자장 안에서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의 연극을 보는 ‘연
극대중-관객’들의 구성이다. 이들 극장은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새로운 ‘연극대중관객’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극명한 예들인데, “연금수급자나 55~65세의
관객들 대신에” 극장이 설립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태어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로운 대중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25~45세의 관객들” 이 이들 극장의 주 관
객층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등장한 새로운 연극대중-관객들의 특징이기도 하
겠지만, 이들 극장을 찾는 “〔연극-대중〕관객은 젊고〔전반적〕교육 수준은〔소
비에트 관객들에 비해〕떨어지나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취합” 하는 능력이 있
으며,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체홉과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지는 않았어도
세계적인 문화와 의사소통을 경험한 특별한 관객들이다.”
새로운 포스트소비에트 관객들의 예술적 기호에 따라 동시대 러시아 연극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이들 극장의 두 번째 공통점은 연극의 미
학적 특징에 있다. 동시대 러시아 연극의 가장 실험적인 극장으로 언급되는 씨어
터 독과 프락티카의 경우 극작가 이반 비리파예프(И. Вырыпаев)의 희곡이 두
극장의 운영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이반 비리파예프가 두 극장의 원
년 멤버이거나 예술감독이자 연출가였다는 사실보다는 버바텀을 창작방법론으로
하는 비리파예프의 희곡이 동시대 연극의 미학적 실험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반 비리파예프는 다큐멘터
리 연극의 세부영역으로서의, ‘온전히’ ‘인용한다’는 뜻의 버바텀을 동시대 러시아
연극에 가장 먼저 소개한 작가로, 현실의 말을 온전히 인용하는 전통적 버바텀부
터, 허구의 상황에 버바텀을 녹여내 버바텀의 다양화를 시도한 러시아의 동시대
극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 극장을 하나의 지형 안에 묶는 세 번째 특징은 기존 러시아극장의 전통
적 운영방식으로부터의 차별이다. 무엇보다 극장의 성격을 특징짓는 예술적 권력
으로서 예술감독의 역할을 축소하였는데, 이들 극장의 예술감독은 작품창작에 직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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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А. Рубинштейн & П. Богданова, “Новый зритель и новые ожи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2, 2002, http://www.smotr.ru/pressa/sd/sd_2_2002_rub.htm,
2019.9.2.

접속일

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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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관여하는 미학적 창조자로서의 예술감독이라기보다는 극장의 생산적 운영을
위한 프로듀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러시아극장이 자신들의
예술적 지향점을 고수하기 위해 세워놓은 경계를 허물고 동시대 사회를 향한 제
안과 발언을 조건으로 창작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열린 극장 체제
를 극장운영의 기조로 삼을 수 있었다. 2005년 연출가이자 기획자인 에두아르드
보야코프(Э. Бояков)가 발기한 실험연극센터 프락티카가 설립 당시 내건 극장의
미션은, 예술감독 제도의 폐지와 동시대 희곡의 무대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젊고
혁신적인 극장들의 공통된 지향점이라도 해도 무방할 것이다.
프락티카 – 동시대 사회에 대한 발언
프락티카 – 새로운 이름과 재능을 여는 종합예술극장
프락티카 – 새로운 희곡의 실험 센터

KRECA
42)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난 순수 포스트소비에트 세대는 혹은 소비에트에
서 태어나 포스트소비에트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
편입된 소비에트 세대들과의 갈등을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부터 가정과 사회의 갈등으로 확
장되며 다양한 사회적 불화를 조장하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불화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은 포스트소비에트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가운데 하나였다.
류드밀라 페트라놉스카야(Л. Петрановская)에 의하면, 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나
포스트소비에트 세대로 전환된 장노년층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결국 페레스트로
이카 이후 사회 불안정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것이 후세대들의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를 전후로 한 세대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과 기아와 빈곤과
실업의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그들은 제로 상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
러한 이유로 그들의 가치 체계에서 미래의 삶을 위한 안정과 확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많은 연구자, 특히 가족 심리학자인 류드밀라 페트라놉스카야
30

42)

극장 선언문, 프락티카 극장 홈페이지, https://praktikatheatre.ru/about, 접속일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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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쟁, 추방, 탄압, 위기가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외상이 되었고, 그 결과 이것이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야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43)

프락티카 극장의 <이 또한 나. 버바텀(это тоже я. вербатим)>은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를 전후로 한 사회적 불안감의 근원으로서 세대 간의 충돌과 갈등
의 문제를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현실 인간들의 역사”라는 소제목을 달고
연극창작 방식으로서의 버바텀을 활용한 프락티카의 <이 또한 나, 버바텀>은
2015년 모스크바 예술극장 스튜디오(Школа-студии МХТ) 학생들의 공동창작
품으로 출발하였다. 배우들은 도시와 시골, 학교와 집, 정류장과 카페, 거리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을 관찰하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
으며 그것의 결과물을 자신의 몸과 언어를 통해 짤막한 에튜드로 구성하였다. 주
제적 연관성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현실 인간들의 역사’라는 대주제 아래 학
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에튜드 속 인물들을 정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에튜드
들을 에피소드 형태로 연결한 것이다.
<이 또한 나, 버바텀>에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인터뷰어로 나선 학생들이 만난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은 연금생활자,
학생, 동성애자,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할머니, 노부부, 영화감독, 경찰관, 이주
노동자, 판매원, 직장인,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음악가들 등, 다양한 지역적 조건
과 계층적 특성을 안고 있다. 이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본다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견뎌내고 늙고 지친 몸으로 포스트소비에트로 넘어온 소비
에트 시대 사람들, 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났으나 포스트소비에트의 교육을 받고
자라며 두 이데올로기를 온몸으로 경험한 과도기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1990년
대 태어나 온전히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순수 구성원으로서의 청년 세대들이다.
연극에서 각각의 세대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사회적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과도기 세대들의 삶에 대한 불안감,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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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닛(Fornit.ru) 홈페이지, https://scorcher.ru/journal/art/art2294.php, 접속일 2019.9.23.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18년 1월 프락티카 극장에서 관람한 <이 또한 나, 버바텀>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공연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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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등이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오로지 이들이 들려준 ‘말’과 보여준 ‘행동’을
통해 포착된다.
이 또한 나, 버바텀>이 언뜻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다양한 계층의 소소한 삶
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관객들은 이 연극의 핵심이 결국은
‘정치’에 있음을 포착한다. 권력에 대한 태도, 투표에 관한 생각, 왜 광장에 서서
봉기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소비에트 세대 사람들
의 솔직한 평가, 바쁘게 살아가는 순수 포스트소비에트 세대 비즈니즈맨들의 삶의
지향점 등과 같은 질문들은 결국 역사와 사회와 정치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었다. 질문은 결국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관객들은 질
문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것과 비교하고 분석하며 이 질문이 극장
밖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사회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항시 존재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고전텍스트를 통
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연극은 무수히 많았다. 특히 ‘연출가 중심의
연극’이 현대연극의 주축을 이루었던 러시아 연극의 경우, 이 같은 방식을 통한
연극의 사회에 대한 책무는 곧 러시아 연극의 역사이기도 하며, 연출가 중심의
연극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고전 텍스트의 생산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연구되
기도 했다. 현재도 고전 텍스트의 무대화를 통한 연극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 행
위는 러시아 연극에 유효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극장들은 우회하거나 주
저함 없이 무대 위로 사회의 핵심 쟁점을 직접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을 택하며
포스트소비에트연극에 등장한 새로운 연극대중-관객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KRECA

결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극장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며
예술감독제도와 레퍼토리 극장시스템, 그리고 국공립형 극장환경과 차별되는 동
인제 극장들이 러시아연극계에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포스트소비에트
연극의 다양화를 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극장 설립은 곧 대중들의 선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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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설립된 작은 극
장들은 동시대 대중들의 문화적 선호도 및 사회와 국가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신만의 실험을 지속해 왔다. 앞에
서 언급한 몇몇 극장들은 과정은 쉽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들만의 연극대중-관객
을 확보하며 동시대 러시아 연극의 새로운 극장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 극장이라
언급할 만하다.
포스트소비에트연극의 새로운 극장 시대를 연 포스트소비에트 연극대중-관객
은 시스템의 경계에서 아버지 세대의 이데올로기적 전쟁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탈소비에트적이고 탈정치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직
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대중들이었다. 포스트소비에트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과 함께, 포스트소비에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러시아
의 전통적 인문교육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함께 수급된 다양한 지형
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질문하며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의 요건을 스스로가 만들어 내며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포스트소비에트 연극의 다양화 및 실험
과 혁신은 이러한 새로운 대중의 문화적 선호도,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역사 인식
에 바탕한 것이며, 동시대 러시아 연극의 실험과 혁신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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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oviet Theater and the Formation of New Audiences
Jun Jung Ok*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republic in the Soviet, Stalin’s death and the Krushchev thaw, the
Perestroika and the Glasnost mark a turning point in Russian history
which have promoted the emergence of a public audience with
different opinions and demands. When using the term ‘the public’ to
refer to those in socially and politically influential positions as well as
those in arts, culture, education, and entertainment, the post-Soviet
public can be described as a unique generation who pushed social
limits to escape the ideology wars of the previous generation, exhibit
a Post-Soviet, post-political attitude, and capable of expressing their
feelings about their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is public
emerged in post-Soviet society and how they were able to discern
their own role in Soviet society. The focus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audience as a main body in post-Soviet cultural formation
and the formal experiments of modern Russian theater oriented towards
them.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key dramatic experiments which
recognized this new public as a subject, and the theaters leading the
innovation of Russian theater to analyz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public in post-Sovie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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