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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란 기자 불가코프가 체험한
1920년대 모스크바
강수경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917년 10월 혁명은 모스크바를 소비에트 러시아의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던 철도노동자 기관지 경적과

수도로 재탄생시켰다. 많은 작가가 모스크바를 창작 활동

베를린 망명지 전야의 모스크바 판에서 약 1926년까지

의 주요 무대로 삼아 작품의 핵심 공간으로 등장시켰고,

지속된 문예란 기자 생활은 불가코프에게 “모스크바에 영

모스크바는 일약 당대 사회와 역사, 현실을 진지하게 바

원히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고, 작가로서의

라보고자 하는 지식인-작가들의 예술적 사유의 출발점이

명성도 쌓을 기회를 제공했다.

되었다. 침체된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부흥을 도우며 당대
희곡 작가로 이름을 떨쳤고, 사후에는 20세기 최대의 소
설 거장과 마르가리타로 불멸의 작가가 된 미하일 불
가코프의 예술세계에서도 모스크바는 여러 층위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작가인 불가코프의 작품 활동은 오체르크,
팜플렛, 펠리에톤을 쓰는 저널리즘 공간에서 출발했다.
내전 당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북캅카스의 한 지방 신
문에 몇 편의 펠리에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의 본격적인 작가로의 길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되었다.
1921년 가을 ‘영원한 정착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
후 사도바야 거리 10번 아파트의 한 공동주택에서 시작
된 그의 모스크바 생활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스러운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하일 불가코프 (사진 출처: www.ria.ru)

문예란 기자로서 도시 모스크바의 거리를 활보했던
불가코프에게 특히 신경제정책(이후 ‘네프’)으로 새로운

키예프 지방 출신의 무명작가였던 불가코프가 모스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모스크바는 비상한 관심과 세심한

바에서 ‘작가’로 정착하기 위해 처음 한 일은 여러 신문

주의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1920년대의

과 잡지의 문예란에 글을 기고하는 문인기자의 일이었다.

모스크바”(전야, 1924년 5월 27일 자)라는 글에서 그가

그는 생존을 위해 글을 써야 했던 저널리스트로서의 경

당시 모스크바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도시를 종횡으로

험에 대해 경멸과 증오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꽤

누비고 다니면서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모스크바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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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베를린 망명지 러시아인 독자들을

재건되는 모스크바의 변화는 속도, 소음, 소란으로 특징

대상으로 했던 신문 ｢전야｣에서 연작 형태로 모스크바의

지어지고, 소리는 빠른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안누시카’

도시 풍경을 그린 불가코프의 펠리에톤 작품들은 1920년

가 윙윙거리고, 소리를 내며, 부지직거리고 덜커덩거린다.

대 네프 시대 소비에트 러시아의 모습을 개인적인 체험

크렘린 강변을 따라 예수승천사원으로 날아간다. <...> 자

의 공간에서 시화한 작업이다.

전거를 탄 사람들이 줄지어 간다. 오토바이. 자동차. 마치

1921년 9월 말 소비에트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한 불

따발총을 쏘아대는 것처럼 휙휙 소리를 내고 깍깍거린다.

가코프의 눈 앞에 펼쳐진 도시는 ‘공사 중’이었다. ‘전야’에

<...> 전차가 와글거리는 소리, 소란, 경적 사이로 지나쳐

게재한 첫 작품인 ｢붉은 돌의 모스크바｣(1922년 7월 30일

간다. 시내로 향한다. 모스크바 거리 옆을 달린다. 간판에

자)에서 불가코프는 재건되고 있는 모스크바의 화려하고

간판. 선명한 색상이 눈을 때린다. 그리고 없는 게 없다.”

소란스러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각종 화려한 가게 간판

‘안누쉬까’ 전차가 내는 ‘소리’는 밤을 거쳐 다시 아

들, ‘구 옐리세예프 가게’의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캐비어,

침이 올 때까지 ‘소리’로 이어진다. 전차 정류장도 북새통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 사과와 오렌지”, 고급 승용차를 몰

한 가지이다. 이곳에서는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한 가운데

고 다니는 네프맨들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스크바 주민들은

신문 판매원의 목쉰 소리가 소란스러움을 더한다. 거리는

모스크바의 거리를 장식하는 새로운 구경거리였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끌벅적하다.

그는 ｢서류철 속 수도｣(전야, 1922년 12월 21일 자)

“늦은 밤까지 거리는 시끌벅적하다. <...> 불 밝힌 둥

에서 모스크바에 둥지를 튼 ‘수리의 신’을 소개하고, 도시

근 시계의 시침이 새벽 두시를 향해 기어갈 무렵에도 트

에 불어 닥친 미증유의 재건축 바람으로 인해 이전과는

베르스카야 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뒤치락거리고, 소

완전히 달라진 도시 경관을 이렇게 묘사했다: “루뱐카 광

리를 내고 있다. <...> 그러나 점점 소리는 조용히 잦아든

장에, 먀스니츠카야 거리 구석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

다. 골목 창문의 불도 꺼진다... 붉은 명절을 앞둔 왁자지

도 모른다. 깨진 벽돌조각과 병 조각으로 뒤덮인, 구멍이

껄한 하루를 보낸 모스크바가 잠을 잔다...”

숭숭 난 닳아빠진 어떤 것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불가코프의 주관적인 시선은 파노라마처럼 제시되는

은, 물론, 1층짜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물이 서 있다!

모스크바의 풍경에 자유로운 사유와 성찰의 기제를 더한

건-물! 통유리가 깨워져 있다. 모두가 제대로다.”

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도시 모스크바는 지속적인 고
통과 모순의 장소이다. 도시를 가득 채웠던 ‘소리’들이 결
국은 “으르렁”대는 소리였음이 밝혀진다. 전차의 덜커덩
거리는 소리와 거리의 밤을 환히 밝히는 불빛들은 모스
크바가 눈도 감지 못한 채 잠들게 하는 방해꾼이다.
“이것은 분명한 소리였다. 모스크바는 으르렁대었고,
안에서는 아우성치고 있었다. <...> 모스크바는 매일 더욱
더 강하게 불빛들에 잠긴다. 가게 창문에서는 밤새도록
비상등이 꺼지지 않는다. <...> 모스크바는, 밤에도 그 모
든 불빛 눈을 꺼트리지 못하고, 이제 잠을 잔다.”

루뱐카 광장을 달리는 전차 (사진 출처: gluhovski-igor.livejournal.com)

거리의 산책자인 작가 불가코프의 눈에 비친 새롭게

불가코프의 시선은 이제 곧 철거하기로 예정된 ‘성
(聖)대순교자 파라스케바 사원’으로 이어진다. 그의 눈에
비친 파라스케바 사원은 이 소란스러운 모스크바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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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도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다. 오랜 세월 이 좁은 골
목에서 이 거리를 바라보아왔던 파라스케바 사원의 시선
은 자연스레 불가코프의 시선과 연결된다.
“그러나 파라스케바 사원은 슬프고도 희미하게 바라
본다. 사원을 철거한다고 한다. 유감이다. <...> 거리의 정
중앙에 세워진 교회의 흰 벽 사이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좁은 골목을 바라보았는가.”

1920년대 철거되기 전 파라스케바 사원 (사진 출처: nevsedoma.com.ua)

불가코프는 문예란에 실은 자신의 펠리에톤 작품들을
통해 모스크바 거리의 관찰자일 뿐 아니라 거리의 삶에
직접 동참한 참여자로서 독자들을 그가 경험한 1920년대
모스크바의 시공간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의 펠리에톤
에서 재건 중인 모스크바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스
러움과 혼돈된 사회상이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되
고, 그의 풍자적 시선과 냉철한 관찰이 과거의 기억과 전
통을 점점 거세해가는 모스크바 공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이미 철거되고 재정비되
어 사라져버린 1920년대의 기억과 역사의 면면을 현대의
도시-모스크바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불가코프의 펠리
에톤에서 여전히 읽히고 보존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
을 위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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