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어 : 일홈 극장, 마르크 바일, 보리스 가푸로프, 소비에트 연극, 

러시아 연극, 우즈베키스탄 연극, 언더그라운드 극장, 우즈베

키스탄 현대문화

투  고  일 : 2020. 8. 15. 

심  사  일 : 2020. 8. 15. ~ 8. 25. 

심사완료일 : 2020. 9. 10. 

국문요약

본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드라마극장 <일홈>의 독특한 

예술적 정체성에 주목한다. <일홈>은 1976년 브레즈네프 정체기에 소련 최초로 

설립된 독립/사립극장이다. 극장은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해체 및 신생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설립 등 급격한 역사의 부침 속에서 수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창단 44주년을 맞아 관록을 자랑한다. <일홈>은 아랍어로 ‘영감’을 

의미하는바, 극장이 타슈켄트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극단주이자 예술총감독 마르크 바일의 창조적 ‘영감’에 빚진 바 크다. 
타슈켄트 태생의 유대계 러시아인이라는 그의 이중적 정체성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전통과 소비에트 극장문화 그리고 우즈벡 전통 연희형식이 한데 어울리는 독보적인 

무대 연출을 가능케 했다. 소련 해체와 함께 유구한 소비에트 극장문화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영락하는 와중에서 변방-타슈켄트의 작은 사립극장이 여전히 

존재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변경의 변증법적 미학을 적절하게 운용한 

바일의 연출가로서의 재능과 인간적인 성실함 덕분이었다. 2007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일의 후임으로 현재까지 극장을 이끌고 있는 보리스 가푸로프는 

극장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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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극장 로고

(출처: 러시아 위키피디아)

I. 들어가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중심가

에서 조금 떨어진 주상복합건물 지하에 위

치한 드라마극장 <일홈>은 관객과 연구자

들의 관심을 절로 불러일으키는 개성 넘치

는 공간이다. 건물 한켠, 정확히는 레스토

랑 채소창고였던 지하실을 개조해 만든 소

박한 극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왜 이곳

이 그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

지지 않았지만,’ 공연애호가들(театралы) 사이에서는 ‘유명한’ 공간인지를 알게 

된다. 극장에 관한 친절한 안내서이자 유일한 자료집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일홈(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Ильхом)1)은 극장의 이와 같은 위상을 재치 있

게 전달한다.

<일홈>의 명성은 무엇보다도, 1976년 설립 당시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공화

국, 나아가 소련 최초의 사립/독립(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극장이라는 역사적 사실

에서 기인한다. 소비에트 정부가 1934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강령으로 채

택한 이래 구소련의 예술 기관은 국영화되었으며 소련 해체 후에도 다수의 예

술기관이 여전히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현실에서 이는 특기할 만

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소련 최초의 독립극장’이라는 외적역사적 성취 외에도 극장이 일구어낸 고유

한 연극미학의 성취는 <일홈>의 명성이 허명이 아님을 증명한다. 아카데미즘으

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극장이지만 ‘프로 근성’2)으로 무장한 극단의 성과는 ‘일

홈 현상,’ ‘일홈 신화’라고 일컬어질 만큼 독보적이다. 브레즈네프의 정체기, 고르

1) 극장의 ‘연 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Опыт создания театра с отметки ноль: история, 
спектакли-легенды, заметки режиссера (М., 2002).

2) 극장의 자기정체성은 독립성과 프로 정신으로 규정된다: “Театр «Ильхом» – один из пер- 
вых в ис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필
자 강조) театр.” (http://ilkhom.com/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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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해체와 신생 공화국 수립 등 역사의 격랑을 헤

쳐 나가며 ‘일홈 스타일(по-ильхомовски)’을 다져온 극장의 활약은 44년째 계속

되고 있으며 팬데믹 시 에도 현재진행형이다. 극장은 현재 오프라인 무  신 

온라인 공연과 온라인 토크쇼 등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3) 

우즈베키스탄의 유서 깊으면서 동시에 젊은 수도인 타슈켄트의 “문화 진앙지

(эпицентр культуры)”4)인 <일홈>은 창단 초기부터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근거지

였다. 70년  소비에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문화적 갈증을 호소하는 청년 세

가 주축이 되었던 극장은 오늘날 청년 세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타슈켄트를 표하는 ‘컬트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극

장은 연극상연이라는 본업 외에도 극단 부속 연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및 현 음악 관련 각종 워크숍과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이밖에도 미술 및 사진 전시회, 록 페스티벌, 재즈 콘서트, 예술영화제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힙합과 레게, 비트박스, 그래

피티 등의 ‘길거리 예술’을 적극적으로 타슈켄트 문화장 안으로 도입했다. 극장 

로비 한켠에서는 일홈 ‘굿즈’도 판매한다. 매 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아이디어가 

넘치는 소박하고 흥미로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5)

전 세계적으로 극장은 영화관에 이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에 주도권을 넘긴지 오래다. 극장의 위기라는 표현도 진부해진지 오래인 현실에

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타슈켄트에서 고군분투하는 <일홈>의 존재는 그 자

체만으로도 소중하다. 이 글은 ‘일홈 현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

홈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그 과정에서 ‘일

홈 신화’의 진면목과 극장의 예술적 정체성 및 미학관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

한다. 

3) 유튜브 채널에서 zoom으로 촬영한 ‘극장 연속극(театральный сериал)’을 지난 2월부터 업로

드 중이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i3t6DhCS24w8U_sl27OVpA).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유명배우의 인터뷰 등, 극장 컨텐츠를 확장하고 있다. 
4) А. Прядкина, “Шаг вперед, или музыка улиц в театре "Ильхом",” ｢Новости Узбеки-  
стана｣, №4, 29 января(2010), с. 4.

5) <일홈> 극장 홈페이지 참조 (http://ilkh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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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극장 객석

(필자 제공) 

II. <일홈>의 극장연대기

150여 석을 갖춘 우즈베키스탄의 크지 않은 사립극단이 이루어낸 놀라운 미학

적 성취를 논할 때 극단주(劇團主)이자 예술총감독 마르크 바일(Марк Яковлевич 

Вайль, 1952~2007)의 독보적 개성과 헌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홈의 역

사가 곧 나의 개인사”6)라는 바일의 말은 투철한 직업의식이나 자긍심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직업군인이었지만 서커스단의 곡예사를 동경했던 아버지와 키예

프 연극 학을 졸업하고 아동 상 창작수업을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바

일은 부모의 예술적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날 때부터 “연출가로 태어난(Я 
родился режиссёром)”7) 연극인이었다. 키예프 출신의 우크라이나 유 계 러시

아인 아버지는 1930년  타슈켄트에 정착하였고 이곳에서 태어난 바일은 소련 

국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2007년 집 앞에서 괴한의 

공격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8)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소비에트 

시기 4번째로 큰 도시이자 다민족다문화가 공존하는 고도(古都) 타슈켄트는 

그의 예술 창작의 원천이자 자양분이었

다. 기존 아카데미즘에 반하는 참신한 

공연을 무 에 올리며 활동 초기부터 독

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연출가 바일은 

신생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문화 진작

과 그 민족정체성 형성에도 힘썼던 ‘인

텔리겐치아’이기도 했다.9) 

<일홈>의 예술적 정체성 및 미학관을 

6)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8.
7) "Вдохновение," ｢Народное слово｣, 27 июня(2002), с. 4.
8) 신생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설립 이후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얻었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극장 정신은 이들에게 증오의 상이 되었다. 극장을 불태우고 감독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잦았다. 독립 우즈벡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눈에 민감한 주제를 용감하게 다룬 작

품 <코란의 모방>(2002)이 살해의 주된 동기라는 설이 유력하다. 
9) 극장 설립 이전 바일은 타슈켄트 연극 잡지 ｢Театральный Ташкент｣ 편집자로 일했고 독립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출간한 잡지 ｢여론(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의 

편집진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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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전에 그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II-1. <ЕСТМ, 일홈>: Season 1

예술총감독 바일은 <일홈> 20주년 기념 에세이에서 과거를 회고하며 극단이 

세 번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10) 1978년 그의 첫 연출 데뷔작은 

훗날 소비에트 희곡의 “뉴 웨이브” 기수가 된 극작가 밤필로프(А. Вампилов)의 

<오리 사냥(Утиная охота)>이었다.11) 이때부터 우즈벡 상부의 감시 상이 된 바

일은 1982년 극단의 첫 모스크바 객연이 불러일으킨 스캔들로 중앙 및 우즈벡 

상부로부터 이중 공격을 받게 된다. 이 첫 번째 시련은 곧이어 닥친 페레스트로

이카의 격랑과 함께 1986년 두 번째 시련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소련 해체와 신

생공화국 수립, 자본화 속에서 극장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세 번째 위기에 직

면한다. <일홈>은 각각의 시련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극장의 생존방식을 매번 

새롭게 고민해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극장에 미학적, 세계관적 성숙을 가져왔

다.  

1981년 바일은 동시  극작가 즐로트니코프(С. Злотников)12)의 희곡 <분수  

옆에서(Сцены у фонтана, 1978)>를 무 에 올렸다. 장/막 구분도, 이렇다 할 줄

거리도 없는 공연에 한 반응은 차가왔다. 타슈켄트 비평가들이 할 수 있는 최

의 칭찬은 부조리극에 가까운 “이상한” 연극이라는 것이었고 관객들은 “사회

주의적 비관주의의 모델”에 불과하다고 평했다.13) 이듬해 중앙 무 에 상륙한 

이 연극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바로 이때부터 중앙 및 타슈켄트 상부는 본격적

10) “Прошло 200 лет,” ｢Tеатральная жизнь｣, №4(1996), М.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 
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98에서 재인용. 러시아 위키피디아 ‘일홈’ 항목에도 관련 정

보가 있다. 극장 관계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 (http://ilkhom.com/).
11) 바일은 <오리 사냥>을 선택한 이 때가 자신의 삶과 예술에서 조우한 유혹을 피하는 면역체

계가 형성된 순간이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
ка Вайля, с. 38.

1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출신의 극작가이자 영화감독. 바일은 부모님 에서 극작가가 직

접 낭독한 희곡을 듣고 나서 바로 연출을 결심했다. 그의 작품은 1977년 레닌그라드 극장에

서 초연되었고 1978년 모스크바 <타간카> 극장 상연을 계기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에

트 여러 도시에서 상연되었다. 
13)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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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ЕСТМ 로고

(출처: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으로 <일홈>을 눈엣가시 취급을 하였다.   

<일홈>의 모태는 바일의 주도 하에 ‘청년 연극인들의 실험 스튜디오(ЕСТМ: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студия театральной молодёжи)’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타슈

켄트 연극 학 졸업생들의 연합 단체다. 이와 같은 

‘급진적’ 단체 설립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모스크바와 타슈켄트의 정치적 이해관계 덕분이었

다. 흐루쇼프의 해빙기 여파가 남아있던 60년  말

엽 콤소몰 중앙위원회(ЦК)는 낙후한 ‘문화의전당

(Дом культуры),’ ‘청년전당(Дом молодёжи)’을 재

정비할 필요를 절감한다. 1977년까지 위원회가 조

직한 12개의 청년클럽 지부 중 하나가 타슈켄트의 

ЕСТМ이었다. 바일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

고한다. 

1976년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에 관한 당의 그 유명한 강령이 하달

된 해였다. 누레예프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에 바르시니코

프 및 다른 예술가들이 떠났다. 상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년 예

술가들이 모두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콤소

몰 중앙위원회는 분주히 움직였고 타슈켄트에 청년 예술가 클럽이 문

을 열었다. 그리고 생각해낸 명칭이 ‘일홈’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

지 그다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일홈이 ‘영감’으로 번역된다

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 무신론자들은 코란의 한 

장에서 ‘일홈’이 ‘창조주로부터 예술에 종사하는 창조자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영혼의 상태(영감)’라는 것을 그 당시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 

단어는 ‘평화-노동-5월’과 같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여하튼 그럭저럭 

익숙해졌고 우리도 ‘일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6 год — год извест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ртии о работе с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ью.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е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Нуреев, позже Барышников и другие, наверху очевидно решили: 
чего-то надо с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ью делать, иначе они все 
сбегут. На этой волне ЦК комсомола подсуетился и в Ташкенте 
открыли клуб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И название придума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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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льхом» — не очень-то понимая, что оно означает. То есть 
известно, что это слов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вдохновение». Но они 
же, атеисты, понятия тогда не имели, что в одной из сур Корана 
понятие «ильхом» расшифровывается как «передача особого 
состояния души (вдохновения) от Творца — творцам, 
занимающимся искусством». Для них это слово было слоганом, 
типа «Мир-Труд-Май»… Но, так или иначе, люди привыкли, и 
мы стали зваться «Ильхомом».14)

ЕСТМ은 연극 상연뿐만 아니라 재즈 콘서트, 아방가르드 회화 전시회도 개최

했다. 우즈벡 최초의 디스코텍 <4월>도 이 클럽에 둥지를 틀었다. 얼마 안 있어 

ЕСТМ은 자유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고 이로써 ‘반체제 청

년’ 집합소로 유명해졌다. 1978년 바일의 연출 데뷔작 <오리 사냥>은 클럽의 “반

소비에트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동시  삶을 날것으로 재현하는 신선한 연극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상부는 분노했다. 그러나 클럽을 폐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클럽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의 공개적인 반발, 바일의 재능과 타슈켄트 청년문

화를 소중히 여겼던 당시 우즈벡 연극협회장 라힘 카리예프(Рахим Кариев)15)의 

비호 속에서 <일홈>은 살아남게 된다. 

II-2. <일홈>: Season 2

ЕСТМ을 기반으로 한 시끌벅적한 <일홈>의 리즈 시절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금기와 상투성과 싸우며 새로운 실험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청년들의 에너지 넘

치는 클럽이 상부에 의해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때 타슈켄트에도 고르바초

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당도했다. 이로써 극장은 1990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변

혁이 중앙과 변방의 문화 생태계를 흔드는 사이 <일홈>에게 기회가 도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을 붕괴로 이끈 페레스트로이카가 극장을 구한 셈이다.

14) https://www.fergananews.com/article.php?id=4416 (검색일: 2019.10.10).
15) 카리예프는 <일홈> 극장의 전설이 되었다. 그는 단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극단에서 

위 한 사람(великий человек)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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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일홈>은 상부로부터 5편의 레퍼토리에 한 상연금지처분 명령을 받

았고 КГБ는 극장문을 닫기 위해 각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듬해 불어

닥친 페레스트로이카는 예술계의 ‘구식’ 관료들을 교체했고 새 관료들은 <일홈>

을 “새 시 의 깃발(знам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16)로 내세우기 바빴다. 극장의 위상

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반소비에트인(антисоветчики)’17)이라는 딱지는 이제 

칭송받을 일이 되었다. 앞서 나간 예술적 실천과 반체제적 정향은 이 시기 바일

에게 많은 상을 안겼다. 더불어 해외 객연 및 해외 공연페스티벌 초청도 빈번해

졌다.18) 이리하여 <일홈>은 “공식문화를 거부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중앙아시아 

소굴(Сentral Asian hotbed of dissent and opposition to the official culture)”19)

이 되었고, 소비에트 최초의 독립극장에 더해진 이와 같은 아우라는 ‘일홈 신화’ 

형성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정작 이 시기 극장의 객석은 더 이상 관객들로 붐비지 않았다. 새로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민은 자본주의와 이슬람 민족주의라는 ‘새 시 의 깃발’ 아

래 모여들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미처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던 90년  초반 타슈켄트 밤거리는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무법지

였다. 통상의 공연 시작시간인 오후 7시/8시가 6시로 옮겨진 것도 바로 이 시기

부터다.20)  

이런 국면에서 바일은 극장은 무엇이며 또 극장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해 고

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일홈>의 공연은 ЕСТМ 시절과 확연히 구분된

다. 초기 극단이 금기에 맞서 새로운 무  형식을 탐색하는 “소비에트의 젊은 전

위 (Советские молодые авангардисты)”21)였다면 이 시기 바일의 시선은 무언

16)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56.
17) Марк Вайль, “Парадоксы о театре и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1(1998), с. 97.
18) <일홈>은 1980년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 객연을 시작으로, 1987년부터 유럽(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미국 등지에서 객연 및 국제연극축제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도 공연을 한 바 있다. 
19) Z. Kasimova, Ilkhom in Tashkent: from Komsomol-Inspired Studio to Post-Soviet 

Independent Theater, MA Thesis a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Budapest, Hungary, 
2016), p. 18.

20) 이번 가을 시즌부터 공연시간이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21)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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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으로 향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문화계의 판도라상자를 열었다. 온갖 검열과 

금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극적인 것에 쏠렸다. 극장은 금세 고리타

분한 것이 되었다. 더 ‘쇼킹한 것’만을 추구하던 때, 저마다 ‘투명하게’ 자기 목소

리를 내세울 때 바일은 정반 의 전략을 취한다. 입을 다문 것이다. 신 그는 

오래전부터 극장을 지켰던 광 들을 무  위에 등장시킨다.  이 시기 그의 연출

작 <광 를 위한 래그타임(Рэг-тайм для клоунов)>, <클로마데우스(Кломадеус)>, 

<페트루슈카(Петрушка)>는 연출가에 의해 “시각적 메타포 연극(визуальный    
театр-метафора)”22)이라고 명명된다. 혼란스럽고 현란한 시 를 포착할 적절할 

언어는 찾지 못했다. 신 그는 온몸으로 혼란스러운 동시 를 표현하고자 했다. 

II-3. <일홈>: Season 3~4

국내외에서 입지를 확장해나가던 청년기의 <일홈>은 그러나 소련 해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또 다시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된다.  구소련 해체와 신

생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성립(1991), 그리고 바일이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게 된 

2007년까지가 <일홈>의 장년기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시즌이다. 

바일은 이 시기를 “혼돈의 시 (смута времени)”23)라고 명명한다. 무언극을 멈

추고 바일은 혼돈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관객 앞에, 그

리고 거 서사의 시 를 떠나보내는 장중한 스케일의 레퀴엠 신 연출가는 의

도적으로 동시 의 내 한 ‘일상’을 택한다. 1990년 아나톨리 김(Анатолий Ким)

의 희곡을 연출한 <200년이 흐른 뒤(200 лет спустя)>는 부부로 상징되는 인간의 

친 한 유 관계가 증오로 인해 ‘혼돈의 시 에’ 속절없이 깨져가는 과정을 조명

한다. 이듬해 연출작 <내 흰색 메르세데스(Мой белый мерседес, 1991)>라는 상징

적인 제목의 연극은 1993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10월 봉기 (октябрьский путч)’

로 상징되는 극도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시 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데 성

공한다. 주인공 이반은 КГБ 요원으로 시스템의 인간을 표한다.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파멸하는 이반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져온 시 의 비극을 무  위에 펼쳐 

22) Там же, с. 14.
23) Там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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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바일은 단원들과 해외 객연을 다니면서 구미권의 자본주의를 직접 체험한 단

원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소비에트인이 가졌던 ‘이

상주의’를 상실했다. 그러나 상실한 이상을 체할 만한 것이 유럽에 있지는 않

았다.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상실을 메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바일

의 결론이었다. 서방에서 그는 “옷은 쉽게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정체성과 전통은 

바꿀 수 없음24)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적 ‘정체성과 전통’은 현실 

삶에서 불필요해 보였다. 한 시 는 끝이 났다. 1996년 주로 해외 영화제를 통해 

상영된 그의 다큐멘터리 <시 의 종말. 타슈켄트(Конец века: Ташкент)>(1996)는 

고향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 선 바일의 종말

론적 감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급변하는 고향에서 그는 새롭게 극장의 존

재와 자리를 고민한다. 그리고 그는 극장이 “독립과 자유의 섬”25)이 되어야 한

다는 소비에트의 이상과 실험정신으로 재무장한다. 1995년 우즈벡 최초로 극장 

부속 사립 연기학교를 창설하고 국제 연극 페스티벌을 조직해 운영하면서 극장

의 외연을 넓혀 나갔다.

‘혼돈의 시 ’를 사는 동시 인에게 드리운 비관적 전망 신 삶의 근원에 내

재한 낙관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뮤지컬-카니발 <행복한 거지(Счастливые нищие, 

1992)>로 새 시  <일홈>의 정체성을 알린다.26) 18세기 이탈리아 극작가 고티에

(Carlo Gozzi)의 동명희곡을 무 화한 이 작품은 희곡의 배경인 베네치아와 사

마르칸트를 정신없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즉흥극에 가깝다. 사마르칸트의 사악한 

왕을 쫒아내고 행복을 되찾는 나이브한 해피엔딩은 소련 해체 이후 흩어진 구소

련 공화국의 삶에서 폐기된 것 같았던 사람들 간의 “완벽한 상호이해”27)라는 환

상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입증하듯 무  위에서는 러시아어, 우즈벡어, 

24) Там же, с. 10.
25) Там же, с. 16.
26) 현재 극장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А. Пряткина 또한 가장 일홈적인 연극 작품이 무엇인지에 

한 필자의 물음에 주저 없이 이 작품을 선정했다. 관련 정보는 Тимур Мусин, “"Счаст- 
ливые нищие" 20 лет спустя!,” MYDAY, 1. 30(2013) (https://myday.uz/teatr/schastlivie-nis
hie-20-let-spusty 검색일: 2019.10.10) 참조.

27)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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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 유럽어가 한데 울려 퍼진다. 극의 형식 또한 18세기 유럽 전통 연희 

형식인 코메디아 델아르테와 우즈벡 전통 연희 양식인 마스하라보즈(масхара-  

боз)가 결합된 절충적 무 다. 관객들은 이런 ‘환상’에 환호했고 어린아이로 되돌

아가는 극장 체험을 통해 현실에 결핍한 행복감을 느꼈다.28) 

바일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홈> 무 에 최초로 우즈벡 작

가의 희곡작품을 올린다. 지금까지도 우즈벡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인 동성애 문

제를 다룬 압둘라 카듸리(Абдулла Кадыри)의 희곡 <하얗고 하얀 검은 황새

(Белый белый чёрный аист, 1998)>는 뛰어난 예술적 무 장치뿐만 아니라, 이슬

람 전통으로 비호되는 인습의 폐해에 한 날선 비판의식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

다. 이슬람 문화와 슬라브 문화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코란의 모방(Подражание 

Корану, 2002)>은 푸시킨의 동명시를 각색한 작품으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와 중첩되면서 이슬람 이슈를 더욱 자극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거센 찬반논

란을 불러일으킨 화제작이 되었다. 

담한 바일의 행보는 우즈벡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가을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2007년 9월 6일 개막작 <오레스테스(Орестея)> 총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를 집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 둘이 가격한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 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만다. 예기치 않은 비극은 <일

홈>에 닥친 네 번째 시련이자 동시에 <일홈>의 네 번째 시즌(четвёртый «Ильхом
»)의 서막이 된다. 

2007년 이후 바일의 후임은 그의 애제자였던 일홈 연기학교 1기 졸업생 보리

스 가푸로프(Борис Гафуров, 1972~)가 맡고 있다. <일홈>의 ‘네 번째 시즌’을 이

끌고 있는 예술총감독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고스란히 전

달된다. 

이해해야 하고 고민해봐야 할 새로운 국면이 우리 삶에 도래했습니

다. 우리는 간단치 않은 상황을 살아내야 합니다. 33년 전 극장을 만든 

마르크 야코블레비치 바일은 우리 곁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는 리더였

고 마스터였으며 스승이었죠. 우리는 그가 극장을 세웠던 원칙과 그의 

28) Там же, с.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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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В нашей жизни наступил новый этап, который ещё предстоит 

понять и осмыслить. Мы продолжаем жить, хотя и не в очень 
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С нами нет Марка Яковлевича Вайля, 
который тридцать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сновал этот театр. Он был для 
нас Лидером, Мастером, Учителем. И мы стараемся сохранить 
принципы, которые он заложил в основу театра, в его 
эстетику.29)

“내 제자들이 살아있는 극장(живой театр)과 진지한 비상업 예술을 위한 자리

가 남아있을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30)던 스승과의 약속을 지켜 가면서 그의 

제자 역시 “극장은 오락용이 아니라 영혼의 작업을 위한”31) 곳이어야 한다는 사

명감으로 <일홈>을 13년째 지키고 있다. 

그가 연출한 우즈벡 국민작가 알리셰 나보이(Алишер Навои)의 작품(<일곱 개

의 달(Семь лун, 2010)>)은 4기 <일홈>의 인기 레페토리로서, 바일의 <하얗고 하

얀 검은 황새> 이후 두 번째로 무 에 오른 우즈벡 작가의 작품이다. 가푸로프는 

러시아 고전(불가코프 <개의 심장> 등)뿐만 아니라 2000년  초반 러시아 연극

계 논쟁의 최전선에 섰던 ‘새로운 드라마(Новая драма)’ 또한 타슈켄트 무 에 

올리고 있다.32) 

이밖에도 바일 없는 “마르크 바일의 일홈”의 흥미로운 연극실험은 장애우들

과의 창작극 공연33) 및 음악극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일홈>은 “종합적 실

험 극장(синтетический театр в лаборатории)”을 지향하며 음악과 연극을 자유

29) Павел Подкладов, «Ильхом» после Вайля,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 32, 5 Aвгуста(200
9) https://lgz.ru/article/N32--6236---2009-08-05-/%C2%ABIlyhom%C2%BB-posl%D0%B5-Vayl
ya9813/ (검색일: 2019.10.10).

30)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16.
31) “Театр не должен развлекать, это место для душевной работы,” https://www.youtube.

com/watch?v=JzYagZPRhgE (검색일: 2019.10.10).
32) ‘새로운 드라마’의 부 우가로프(М. Угаров)의 희곡 <Облом off, 2005> 연출이 그의 <일

홈> 데뷔작이다. 현재 극장은 모스크바의 <테아트르.doc>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드라마’와 그 표젹인 테아트르.doc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혜란, “"새로운 드라마"와 테

아트르.doc의 다큐멘터리 연극,”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2003), 61-84쪽 참조. 
33) 프로젝트 명칭은 <лаборатория “инклюзивного театра”>. 자세한 것은  http://ilkhom.com

/лаборатория-инклюзивного-театра/ 참조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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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절충하는 새로운 무 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34) 

III. ‘실험 극장’으로서의 일홈: 중심과 변방의 변증법

오늘날 <일홈>을 키워낸 역사적 변곡점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

실은 극장이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동시

와 호흡하며 시 정신을 무  위에 창조하기 위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변하지 않는 한 극장은 죽기 마련(Если театр не меняется, то он умирает 

мгновенно)”35)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단원들과 함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

스로 만들어 나감”36)으로써 지금의 <일홈>에 이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을 반세기 가까이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극장의 전

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전략이 필요했었는지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1976년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에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의 독립극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1950~60년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스튜디오 극

장들,’ 가령 50년  <소브레멘닉(Современник)>, 60년  <타간카(Таганка)>의 도

전 정신이 있다. 콤소몰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 극장은 소비에트 공식문화

에 반하는 항문화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70년 가 끝나갈 무렵 이 정신은 

연극의 중심지에서 사그라지는 신 변경 타슈켄트로 장소를 옮겨 <일홈>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 타슈켄트 연극예술 학 재학생이었던 바일은 중앙의 새로운 조류가 변

방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차와 그 변형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중앙의 연

극운동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갔다. 학생 시절 톱스토노고프(Г. Товстоногов)의 

34) “О феномене “Ильхома” и его актуа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Интервью,“ CAAN, 5 марта
(2020) https://caa-network.org/archives/19321 (검색일: 2020.08.10). 극장의 음악감독 아르툠 
김(Артём Ким)은 лаборатория «Театр + Музыка»를 운영하고 있다. 타슈켄트 음악원 출

신의 현 음악 작곡가인 그가 창작한 연극의 배경음악은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35) Э. Халиулина, “Театр, который построил,” ｢Народное слово｣, 16 Сентября(2004), с. 4.
36) “Прошло 200 лет,” 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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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그라드 <볼쇼이 드라마 극장(БДТ)>에서 ‘몰래(необъявленно)’ 연수생으로 

수학했던 바일은 이 시기를 진정한 “나의 학시절(мои университеты)”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37) 1972~75년에는 류비모프(Ю. Любимов)의 모스크바 <타간카>

에서 일했다. 모스크바에서 에프로스(А. Эфрос), 긴카스(К. Гинкас), 야노프스카

야(Г. Яновская) 등과 함께 연출가로 데뷔했지만 모두가 선망하는 중앙무 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듬해 극단을 설립한다. 80년 에도 그에게 모스크

바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1982년 모스크바 객연 스캔들의 여파로 <일홈>에

서 그를 쫒아내려는 상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983년 타슈켄트를 잠시 떠나 

1985년까지 <타간카>, <소브레멘닉>에서 협업했다. 그는 아카데미즘에서 자유롭

지 못한 모스크바의 배우들을 보고 “자기 일(свои дела)”을 할 수 있는 고향으로 

미련 없이 돌아온다.38) 또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는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중앙무  및 세계를 무  삼아 창조적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무 에서 바일이 쌓은 화려한 경력은 <일홈>의 예

술적미학적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직접적인 

기원은 ‘60년 인’이라 칭해지는 소비에트 해빙기를 통과한 인텔리겐치아에 맞

닿는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19세기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 정신과 

조우하고 있음을 알 된다. 다음과 같은 바일의 진술은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뿌리, 그리고 70년  소비에트의 시 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소 

길지만 인용하기로 한다.

   
과거에 소련의 일원이었으며 러시아 역사와 그것이 현재의 신생 독

립국들에 끼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러시아 최초의 사

회민주주의자들이었던 벨린스키, 체르니솁스키, 게르첸이 차례로 어째

서 극장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종 심급’이며 ‘지성의 교육기

관’이라고 했었는지 알 것이다. 게르첸은 볼테르의 사상을 발전시켜 ‘극
장이 교회를 신해야 한다’고까지 확신했다. 이와 비슷한 정신적 배경

에서 20세기 초 자디드는 스스로를 우즈베키스탄에 나타난 새로운 사

람들이라고 천명했던 것이다. 극장은 진실로 소비에트 인텔리겐치아의 

37) “Вдохновение,” с. 4.
38) 모스크바에 남아 활동을 더 하고 싶지 않았냐는 질문에 바일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Там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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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했다. 최상급의 극장들(그 수는 아주 적었다)에
서 우리는 시스템에 반 하는 정신을 살찌웠다. 그러나 시스템은 졸고 

있지만은 않았고 당의 관료주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잔악하게 보초

를 서면서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 줄로 서라며 화해불가능한 전쟁

을 직접적으로 선포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군지는 미리부터 알 

수 있었다. 1970년 에 시스템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적이고 정신적

인 삶에서 이루어진 다양하면서 때로는 병적일 정도의 탐색이 극에 달

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일홈 극장은 바로 이런 때, 즉 그 누구도 그 무

엇도 믿지 않던 시절, 그리고 고르바초프 시 가 오기 10년 전, 역사가 

어떻게 흐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절에 등장했던 것이다. 일홈 

극장은 시스템의 이데올로기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더렵혀졌을 때, 그
러나 새로운 세 는 벌써 이것과 화해하지 않으려 했던 때에 태어났다. 
Тот, кто немного знает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и масштабы ее 

влияния на все нынешние новые независимые государства, 
некогда входивш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могут понять, почему первые 
русские социал-демократы: Белинский, Чернышевский, Герцен по 
очереди называли театр «высшей инстанцией решения 
жизненных вопросов», «кафедрой для воспитания умов». 
Наконец, развивая идею Вольтера,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театр 
должен заменить церковь». Что-то в этом духе можно было 
найти и в высказываниях джадидов — новых людей в 
Узбекистане, заявивших о себе в начале ХХ века. Теат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чем-то особым в жизни совет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лучших театрах, как мы это понимали (их 
было не очень много), явно витал дух оппозиции системе. 
Однако последняя не дремала и жестко стояла на страже 
интересов партийной бюрократии, объявляла прямо-таки 
непримиримую войну несогласным идти в одном строю. 
Победитель в этой войне был известен заранее.В середине 1970-х 
гг. кризис системы совпал с пик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орой 
болезненных поисков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 духовной жизни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Ильхом» появился именно тогда, когда никто 
ни во что не верил, когда за 10 лет до эпохи Горбачева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предположить, как потечет история. «Ильхом» 
родился тогда, когда идеологи системы окончательно погрязли во 
лжи, а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уже не хотело с этим мириться.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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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생 바일은 자신의 세 를 ‘해빙기를 겪지 못했지만 스탈린 테러의 트라

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세 ’로 규정하면서40) 동시 의 “거짓”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이전 세 의 풍요로운 문화적 기억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화한

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벨린스키를 위시한 19세기 러시아 계몽주의자들의 

이상과 20세기 초 우즈벡에서 일어났던 자디드 운동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사

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소브레멘닉>, <타간카>에서 일홈으로 이

어지는 실험극장 정신의 승계는 바일에게 자연스러운 논리다. 이렇게 러시아적

인 것과 우즈벡적인 것,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 과거와 현재는 서로 치하

고 상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고 북돋워주는 것으로 작용

한다. ‘일홈 스타일’은 바로 이와 같은 ‘다민족다문화의 혼종성’을 그 주된 특징

으로 한다.41) 

그 결과 바일은 중심(유럽 러시아)의 문화를 자기화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그

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포맷 측면에서도 완전히 서구적인” 극장, 그러

나 동시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타슈켄트적인 극장을 소비에트 변방에 세울 수 있

었다. 이리하여 <일홈>은 “툰드라에 자란 야자수(пальма в тундре выросла)”42)

와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기에 이른다.  

요컨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툰드라와 야자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일홈>의 정체성이다. 바일에게는 러시아적인 것과 아시아적인 것, 중앙과 

변방의 이분법은 충돌과 립의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스며드는 공존의 

이분법이다. 놀랍게도 그에게서는 ‘툰드라’라는 조건에서 비롯한 변방 콤플렉스

가 발견되지 않는다. 타슈켄트-변경에 근거지를 두었던 그에게 모스크바-중심의 

39) https://www.fergananews.com/articles/6474 (검색일: 2019.10.10).
40) Марк Вайль, “Парадоксы о театре и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с. 96.
41) “С советских времен у нас было понимание узбекского, рус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и т.д.. Иначе говоря, театры различались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ям и культурам. 
«Ильхом» зарождался как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анда и он сломал эти границы, 
создал межкультурную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ую команду, где играют узбеки, русские, 
евреи, корейцы, армян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 феномене 
“Ильхома” и его актуа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Интервью," CAAN, 
https://caa-network.org/archives/19321 (검색일: 2020.08.10).

42) Марина Давыдова, “Жизнь и смерть на окраине империи,” ｢Известия｣, 10 сентября  
(2007), https://archive.is/20130416221847/www.izvestia.ru/culture/article3108112/ (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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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결코 선망의 상이거나 차용하여 모방해야 할 원본이 아니었다. 중심부

에 머물렀던 경험은 변경에서 새롭게 변용하고 창조하기 위한 촉진제에 불과했

다. 그에게 중앙과 변경의 경계는 불가능이나 방해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중앙과 변경이 위상이 뒤바뀌기조차 했다. 70~80년  <일홈>은 새로운 

예술의 ‘메카’였고 중앙의 관객들은 <일홈>의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순례의 줄을 

섰다.43) 

중심과 변경, 서구적인 것과 아시아적인 것의 변증법적 현상에 가까운 <일홈>

의 이와 같은 정체성은 최근 “하이브리드 현상(hybrid phenomenon)”44)이라고 

간략히 설명되기도 한다. 

물론 바일이 누렸던 자유는 소비에트 시 라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지

탱된 것이기는 하다. 모두가 같은 ‘소비에트인’이라는 동지의식이 있었고, 소비

에트 공화국에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였던 타

슈켄트는 그로 하여금 변방의 소외감이나 낙후함에 빠지지 않도록 했을 터이며 

오히려 동과서의 다문화다민족이 어울리는 개성 넘치는 타슈켄트야말로 그의 

창조적 영감을 자극하는 거점이 되었을 터이다.  

<일홈>은 유럽-러시아적 극장 정신과 소비에트 연극 전통을 흡수하여 그 토  

위에 우즈벡 전통을 창조적으로 세운다. 이것이 극장의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하

도록 이끌었다. 러시아 유 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바일은 “타슈켄트

의 애국자이자 지구별 인간”45)으로서 고향의 전통과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전통

을 한데 합쳐 ‘일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는 극장의 “시 정신

을 받아들이는 유연함과 그것에 적응하려는 태도”46)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검열의 시 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47) 극장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다. 

43) “Ильтхом - так много в этом звуке...” ｢Народное слово｣, 12 сентября(2003), с. 4. 특히 

<타간카> 단원들이 자주 방문했다. 지하극장으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는 <타간타> 단원들과 

영국 연출가 피터 브룩 등의 친필 사인이 남아 있다. 
44) Z. Kasimova, “Ilkhom – Inspiration that Drew from "Stagnation"“ Voice on Central Asia, 

March 4(2020), https://voicesoncentralasia.org/category/culture/ (검색일: 2020.08.10).
45) https://www.fergananews.com/article.php?id=4379 (검색일: 2019.10.10).
46) Kasimova, Ilkhom in Tashkent, р. 19.
47) Оксана Хрипун, “Марк Вайль: Опыт выживания искус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цензуры,” 

https://x-oksana.livejournal.com/140060.html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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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리적정치적 의미에서 타슈켄트는 명백히 모스크바의 변방이다. 

주지할만한 점은, 중심의 감시감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타슈켄트의 지리적 

위치, 달리 말해 변방의식(периферийность)이 오히려 소련의 중앙 국립극장들에 

비해 레퍼토리 선택의 자유와 형식 실험의 자유를 상 적으로 더 많이 누릴 기

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의 문화적정치적 흐름이 타슈켄트까지 전파되

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으며 또 그 반 로 타슈켄트는 중앙의 문화 트렌드를 일일

이 다 쫓아갈 수 없었다. 70년  중반 브레즈네프의 정체기에 활동을 시작한 <일

홈>은 타슈켄트에 등장한 “때늦은 60년 인”48)이었다. 이런 지체가 오히려 문화 

‘정체기’ 타슈켄트의 예술생태계에는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일홈>은 공식적으로는 소련 해체 시기까지 콤소몰의 지휘를 받는 아마

추어 청년 연극단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일은 처음부터 극단의 프로 

정신을 강조했고 이를 최 의 지향점으로 삼기도 했었다. 1978년 바일의 데뷔작 

<오리사냥>은 소비에트 최초로 ‘프로’ 극단에서 연출한 무 였다.49) 그런 <일홈>

에 법적으로는 콤소몰 청년클럽으로서의 아마추어 정체성이 주어져 있던 것이

다. 이런 제한된 외적 지위는 역설적으로 극장에 상 적인 자유를 부여했다.  

그래서인지, 상부권력으로 인해 수차례 위기를 겪었음에도 바일은 권력과 정

면충돌한 적이 없었다. 금지된 희곡을 연출하는 극장의 도발은 당국에 의해 ‘아

마추어 극단’의 미숙함으로 용인되었다. 우즈벡 상부는 이런 겁 없는 청년들의 

행동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숨통을 틀어막을 필요

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공식예술의 아카데미즘에 젖어있던 연극계 인사들

은 청년들의 결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다.50) 

물론 이와 같은 태만은 중앙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처리 방식이었다. 바일은 타슈

켄트의 이와 같은 “느리고 동양적인 보수적 성향”51)이 극장의 생존에 기여했음

을 인정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콤소몰위원회의 방임에 가까운 몰이해 속에서 바일은 눈치 빠

48)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26.
49) 1976년 몰다비아와 리가에서 <오리 사냥>이 상연되었지만 전문 극단의 무 는 아니었다.  

소비에르 러시아에서는 1979년 예프레모프에 의해 <므하트>에서 초연되었다. 
50)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158.
51) Там же, с.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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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극장의 법적 지위를 이용했다. 기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권력과의 친화력

은 그를 반체제 인사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바일의 언

급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는 정치적인 극장이 아니었다. 우리 공연에서는 가령 새로운 좌

파 극장이나 이 극장을 선취했던 브레히트 극장에 넘쳐났던 요구와 저

항이 전혀 없었다. 우리의 무  위에는 그저 편집되지 않은 삶과 살아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우리 공연에서 여하한의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선포하지 않았으며 그저 형식과 스타

일을 실험하는 데 있어 자유를 누렸는데 이것만으로도 <일홈>은 그 출

발부터 우리 작업이 ‘반소비에트 연극’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데 충분했

던 것이다. 왜냐하면 공연의 분위기, 인물들과 예술적 수단이 기존의 스

테레오타입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묘사

했을 뿐인데 바로 그 소비에트 현실이 우리를 자신의 왜곡된 거울에 비

추었으며 또 판결 내렸고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 
Мы не были политическим театром, в наших спектаклях не бы

ло никаких призывов, протестов, которыми изобиловал, к приме
ру, Театр новых левых или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ему Театр Брехта. 
На нашей сцене появилась просто неотредактированная жизнь 

и живые люди.<...> Наконец, мы просто были свободны в 
экспериментах с формой и стилем в наших спектаклях, не 
заявляя о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никакой идеологии – и этого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во времена начала «Ильхома» наши работы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как "антисоветские спектакли.” Ибо их 
настроение, герои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не укладывались в 
принятые стереотипы. <...> Мы выражали себя, а вот советска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отражала нас в своём кривом зеркале, судила, 
навязывала идеологию.52)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형성된 ‘일홈 신화’의 아우라는 독립극장으로서의 자존

심과 반체제인사들의 집합소라는 강성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

의 인용문에서 보듯 바일의 극장은 “정치적인 극장”이 아니었다. 마지막 창작 

52) https://www.fergananews.com/articles/6474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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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신의 작품이 정치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평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53) 

이런 맥락에서 바일은 소비에트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권력과 줄다리기 하면서(заигривая с властью)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지켜간 비

순응주의자(нонконформист)에 가깝다”54)는 사후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더 나

아가 특히 초기 <일홈>의 발칙함은 비순응주의라기보다는 차라리 ‘비참여(неан-

гажированность)’를 그 특징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55) 

그러나 바일의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과도하게 정치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탈정치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보다 <일홈>은 소비에트 극장이기 전에 우선

적으로 “타슈켄트 극장”56)이었고, 바일은 소비에트인이기 전에 무엇보다 예술가

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는 ‘관객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공연, 관객

을 생각하게 만들고 울고 웃게 만드는 예술적인 공연’57)을 만드는 것이 최  목

표였다.   

바일은 동시 의 삶을 “거짓과 선동, 사멸한 이상의 진부함(ложь,  демагогия 
и стереотипы мертвых идеалов)”58)의 동의어로 보았다. 유사한 삶이 소비에트 

삶의 조건으로 한정되지만은 않는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 와 페이크 

뉴스, 좌/우익의 선동, 낡아빠진 이상주의, 이런 것들은 현 인에게 낯설지 않은 

목록이다. 바일은 인간의 속물성으로부터 시작해 진리를 탐구한 예술가였고 이

를 위해 그는 중심과 변경을 넘나들며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

아가 그 이분법을 전복적으로 사유한 자유인이었다. 

53) А. Джумаев, “Нужно делать что-то осмысленное... Память художника и гражданина 
Марка Яковлевича Вайля,” ｢Обш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4(2007), с. 130.

54) Kasimova, Ilkhom in Tashkent, pр. 20-32.
55) Борис Чухович, “Театр "Ильхом" и ташкентский ундерграунд,” http://ilkhom.ferghana.r

u/#auteur (검색일: 2019.10.10).
56) “Я всегда представлял "Ильхом" как ташкентский театр.” 자세한 것은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 с. 15 참조.
57) “Вдохновение,” с. 4. 
58) Марк Вайль, “Парадоксы о театре и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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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나오며

올해 초부터 극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 2월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

로 극장에게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소비에트 시기 ‘청

년전당’으로 사용되었던 이 빌딩은 소련해체 후 1994년 사유화되었다.59) 그러나 

<일홈>의 입장은 당시 건물주와 2023년까지 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10년

간 자동 연장계약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극장은 사유화 이후에도 임 료를 지불

하지 않고 공간을 사용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 같은 공간에서 극장 

운영을 재개할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할 뿐더러 극장은 향후 임시로 다른 공간을 

임 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 

<일홈>은 이 사태를 즉시 공론화하여 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호소

하였다, 현 우즈벡 통령의 장녀이자 행정부 산하 정보통신부 부국장 사이다 

미르지요예바(Саида Мирзиёева)의 <일홈> 지지 선언이 있은 후 즉시 문화부 장

관은 극장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다면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

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 극장 운영을 유지할 것인지에 해 법적으로는 어떤 

유효한 조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60) 

이에 한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단순한 극장

이 아니라 그 이상인 <일홈>”61)이 살아남게 된 것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축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령의 딸과 문화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공권

력이 개인의 법적 권리를 그토록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데 분노하는 축이 있다.  

실제로 건물은 매우 낙후한 상태다. 1층 로비와 지하층 극장 시설 또한 열악

하다. 수리가 필요하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립극장에게 시설 정비는 

무리다. 현재 극장의 가장 큰 난국은 재정 문제다. 우즈벡의 물가에 비해 극장 

티켓 가격은 무척 비싼 편이다. 티켓판매액과 일반인 후원자 및 기관 등의 후원

59) 현재 이 건물에서 호텔  ‘쇼들릭 팰리스(Shodlik Palace)’가 운영 중이다. 
60) Анна Юсина, “Театр «Ильхом» оказался на грани закрытия,” Театр, 10 февраля, 2020 

(http://oteatre.info/ilhom-na-grani-zakrytiya/ 검색일: 2020.08.10). Марина Фадеева, “Театр 
Марка Вайля «Ильхом» останется на своем месте,” Театр, 12 февраля, 2020 
(http://oteatre.info/ilhom-ostanetsya-na-svoem-meste/ 검색일: 2020.08.10).

61) https://fergana.ru/articles/115102/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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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극장 출입구 바닥면

(필자 제공) 

으로 극장은 힘겹게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소련 해체 후 극장의 생존을 위한 재

정 문제는 바일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기도 했다. 극장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그의 우려62)가 현실이 된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 없이도 극장은 돌아갈 것이

다. 극장에 미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기 마련”63)이라는 그의 낙관적 전망 

또한 틀리지 않았음은 지난 2월 이후 극장을 지키기 위한  단원들의 적극적인 

행보로 증명된다. 

<일홈> 극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구가 있다. 출입구 바닥

면에 적힌 라틴어 글귀 “Per aspera ad astra”는 “역경을 통해 별까지”를 뜻한

다. 바일이 세 번의 역경을 극복했듯 가

푸로프 또한 두 번째 역경을 이겨내려 

할 것이다. 어쩌면 극장은 ‘일홈 5기’로 

도약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팬데믹 상황에서 고전하면서도 

관객과의 소통을 놓지 않기 위해 온라

인으로 소통하고 또 <일홈>을 살리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64)을 활발하게 벌이

고 있는 극장의 5번째 시즌이 어떤 모

습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가을, 새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수술  위에서 세상을 떠난 바일의 

마지막 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 시즌을 개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5) <일

홈>은 그의 유지를 따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 시즌을 애타게 기다리는 관객

의 기 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이후 굳게 닫혔던 극장문을 8개월 

만에 열었다. <일홈>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가장 일홈적인 연극 <행

복한 거지>로 새 시즌을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고립되었던 타슈켄트 시민이 다

시 “상호이해”가 가능한 공동체임을 실감하는 무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62) Не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театр Ильхом Марка Вайля, с. 152. 
63) Там же, с. 157.
64) https://saveilkhom.com/에서 일홈의 상황을 알리며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65) “Марк Вайль: "Я открываю новый сезон, чтобы ни случилось...",” ｢Культура｣, №37, 

13-19 сентября(2007), 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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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 <행복한 거지>를 포함한 극장의 레퍼토리에 한 보다 면 한 비평과 

분석은 차후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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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Theatre Il'khom in Tashkent:
It's artistic identities and esthetics    

Sim, Ji Eun

This paper focuses on the unique artistic identity of the theatre Il'khom in 

Tashkent, the capital of Uzbekistan. Il'khom means inspiration in Arabic. As 

the first non-state theater established during the Brezhnev stagnation in 1976, 

Il'khom survived historical fluctuations such as Perestroika,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public of Uzbekistan. Mark 

Weil, a founder and art director of  Il'khom attained reputation as anti-soviet 

stage in Perestroika. As a Tashkent-born Russian director created the stage 

where Russian, Soviet and Uzbek cultures coexist. This article explores artistic 

strategies of the Il'khom for survival, and in this process, tries to reveal it's 

remarkable aesthetic achievements.

Key words: Theatre Il'khom, Mark Weil, Boris Gafurov, Soviet Theatre, 

Russian Theatre, Uzbek Theatre, Underground Theatre, Modern 

Culture of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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