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인간’의 전쟁: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5부작과 러시아혁명*

심 지 은

- 개요 -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다큐멘터리 소설 

5부작은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20년 넘게 자본주의
를 학습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곡진한 속내를 담은 방대한 연대기다. 이 글
은 “러시아혁명 100년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작가의 5부작을 관통하는 핵
심 라이트모티프인 전쟁과 ‘붉은 인간’에 주목하여 연대기 속 공산혁명이 
남긴 이념의 흔적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간략하게 노벨상 수상 이후 
작가의 예술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 뒤 이어서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멘
탈리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세 차례의 전쟁(2차대전, 아프가
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에 주목할 것이다. 작가는 남성중심의 
전쟁 서사 속에서 망각되었던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집요하게 불러낸다.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 약자의 증언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단호한 작가의 목소리가 전달된다. 끝으로 전쟁의 상흔으로 점철된 공산혁
명의 실험이 끝난 현재, 여전히 ‘세컨드 핸드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포
스트 소비에트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철학과 윤리를 탐색해야 함을 절박하
게 호소하는 작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본다.

주 제 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목소리 소설, 다큐멘터리 소설, 러시아
혁명, 호모 소비에티쿠스, 소비에트/포스트 소비에트

* 이 글은 2017년 10월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
의에서 발표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소설을 통해 러시아혁명을 돌아보다｣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HK연구교수. 



1. 서론 

 
  몇 년 사이 벌써 수백 가지 이야기들이 모였다... 

책꽂이에 종류별로 정리해둔 수백 개의 녹음테이프와 
수천 장의 원고. 귀를 기울이며 찬찬히 페이지를 넘긴다.1)

  
“오늘날 고난과 용기의 기념비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차원에서 

들려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세컨드 핸드 타임(Время сэконд хэнд)로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Светлана 
Алексиевич)는 자신의 ‘다큐멘터리 소설’ 5편을 “유토피아의 목소리(Голоса 
Утопии)” 혹은 “거대한 유토피아의 연대기(хроника большой Утопии)”, “붉

은 유토피아의 백과사전(энциклопедия красной Утопии)” 5부작이라고 규정

한 바 있다.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이 다섯 편의 작품을 아우르는 슈젯은, 역시 작가

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기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죽였는지, 위대한 

유토피아를 어떻게 건설하고 믿었는지, 우리네 인간의 삶이 언제나 이념, 국

가, 미래와 어떻게든 동일선 상에 놓여있었던”2) 시대에 관한 것이다. 
‘목소리 소설(роман-голосов)’ 또는 ‘다성악 소설-고백록(полифонический 

роман-исповедь)’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되는 작가의 5부작을 

발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여

성병사들의 체험담을 담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1985/1998)에 이어 거의 동시에 출판된 마지막 목격자들

(Последние свидетели) (1985/2007) 역시 2차대전 당시 6~12살이었던 이들

의 회상을 모은 책이다. 다음으로 출판된 아연 소년들(Цинковые мальчики)
(1991)은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및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전

달한다. 1994년 출판된 죽음에 매혹된 사람들(Зачарованные смертью)은 

1)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5a)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박은정 옮
김, 문학동네, 337쪽. 본문에 인용된 알렉시예비치 5부작 텍스트는 대체로 국역본
을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본을 참조하여 필자가 단어 및 문장 등을 일부 수정하
여 번역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이후 5부작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각주에 책 
제목과 페이지 수만 명기하기로 한다. 

2) С. Алексиевич(1998) “В поисках вечного человека(Из беседы с читателями),” 
http://magazines.russ.ru/druzhba/1998/5/alex.html(검색일: 2017.08.30).



소련 붕괴와 함께 자살을 택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작품은 5
부작에서 제외된다. 상당수의 에피소드가 사이클의 마지막 소설에 포함되었

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사건을 다룬 체르노빌의 기도: 
미래의 연대기(Чернобыльская молитва. Хроника будущего)(1997)3)가 출판

되었고 2013년 5부작을 완결하는 세컨드 핸드 타임을 출판하며 30여 년간 

지속된 ‘붉은 인간’의 연대기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갑작스레 유명세를 얻게 되었으나 알렉시예

비치는 유럽 및 러시아의 유수한 문학출판계의 상을 수차례 수상하면서 일찌감

치 그 노력을 인정받은 작가다.4) 그녀의 노벨상 수상은 러시아내에서 2013년 

사이클의 마지막 소설을 발표하면서부터 조심스럽게 예상되었다고 한다. 두 해 

동안 그 예상은 빗나갔고, 작가는 2015년 수상자가 된다. 
한편, 노벨상 수상 이후 각종 매체의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그녀

의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조국 벨라루스의 독재정치와 낙후

된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동시에 푸틴 정부에 대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인텔리겐치야로서의 면모가 작가적 측면보다 부각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는 것이다.5) 
이와 같은 경향적 태도 이면에는 작가의 작품에 ‘문학성’이 부족하다는 러시

아내의 평가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수상 

이후 러시아내에서는 작가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6)도 많았다. 소련의 몰락을 

3) 러시아어 제목인 체르노빌의 기도가 국내에서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로 번역되
었다. 이후 본문에서는 번역본의 제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4) 1998년 독일 ‘최고의 정치서적’상 수상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 국제 프랑스 
라디오 ‘세계의 목격자’상, 2001년 독일 ‘레마르크’상, 2006년 ‘미국 비평가협
회(NBCC)’상, 2013년 프랑스 에세이부분 ‘메디치’상, 2013년 ‘독일출판협회’상, 
2014년 프랑스 ‘예술문학 십자훈장’ 등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내에서
도 1985년 ‘오스트롭스키’상 및 ‘페딘’상, 1986년 ‘레닌 콤소몰’상, 1997년 ‘시
냡스키’상, 1998년 글라스노스치 재단 ‘올해의 정직한 인간’상 등을 수상했다. 

5) 현재 작가는 벨라루스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고 있으며 2016년에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초대합니다(Светлана Алексиевич 
приглашает...)’라는 지식인 모임을 결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벨라루스의 문화계 지평을 넓히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6) 가령 다음과 같은 반응: 1) “Очеред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Нобелевка... Нобелевская 
премия мира... куда ни шло, она заранее политизированна, но по литературе. 
Полная девальвация премии.” 2) “Крайне депрессивная тетка. Она выросла в 



다룬 세컨드 핸드 타임이 서구의 구미에 부합하여 노벨상을 받은 거라는 냉

소적인 평도 이런 배경에서 쉽게 이해된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알렉시예비치를 

둘러싼 이같은 문학 안팎의 상황은 푸슈킨으로부터 시작되어 파스테르나크, 솔

제니친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문학의 유구한 전통인 권력과 문학의 길항관계를 

환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러시아문학의 대주제가 반복ㆍ계승되고 있음을 증

명해준다. 
그런데 작가는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벨라루스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

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민스크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였고, 2000년대 초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조국을 떠나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12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민스크

에서 활동하고 있다. 좁게는 벨라루스 국적의, 넓게는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의 그녀의 정체성은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온전히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만의 

것으로 한정짓기 어렵게 만든다. 언론 매체 등이 주목했던, 벨라루스 국적을 

가졌지만 우크라이나 혈통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에

트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알렉시예비치의 중첩된 자아정체성은 한정된 

‘민족작가’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작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글은 “러시아혁명 100년의 증인”7) 알렉시예비치의 5부작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10월혁명의 흔적을 탐구해보려는 시도다. 5부작은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20년 넘게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있는 러시아인

의 곡진한 속내를 담은 방대한 연대기다. 호모 소비에티쿠스로 대표되는 소

비에트 인간이 자본주의와의 조우 속에서 스러져가는 모습도 세 하게 포착

되어 있다. 

депрессии, живет в ней и все что она видит в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это депрессия, 
которую она лживо отягощает. Подсасывается к стилю известных диссидентов. 
Такие страдалицы очень удобны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того, что все русское ужасно, 
трагично и террористично,” https://www.youtube.com/watch?v=AEgPeD9oxBU(검색
일: 2017.09.20). 작가에 대한 원색적인 증오와 혐오 발언만을 모아 편집한 악의적 
동영상도 꽤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oUYe-B2EDCg(검색일: 2017. 
09.20) 등이 대표적이다.

7) 최재봉(2017) ｢나는 러시아혁명 100년의 증인이고자 했다｣, 한겨레신문, 5.21.



2. ‘유토피아의 목소리’ 5부작의 예술성에 관한 논란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술적이다. 그리고 잔인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고통은 더욱 예술적이다. 예술의 어두운 이면이다.8)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의 작품을 둘러싼 공방을 짚고 넘어가지 않

을 수 없다.9) 노벨상 수상 직후 러시아문학계 인사들이 모여 “알렉시예비치

의 노벨상 수상은 러시아문학의 성취가 될 수 있는가?(Можно ли считать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Алексиевич достижение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 적이 있다.10) 토론의 주제는 작가의 복잡한 국가정체성

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임이 자명하다. 대담자들은 러시아 국적의 뛰어난 작

가도 여럿이며, 벨라루스 국적이라면 소설가 븨코프(В. Быков)도 있는데 수

상자가 알렉시예비치라는 사실에 놀란다. 소로킨(В. Сорокин)이 노벨상을 받

았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해외독자들은 러시아문학이 참 재미있구나!라고 

생각하기라도 할 텐데 알렉시예비치를 읽으면서는 딱히 이런 느낌을 받지도 

않을 것 같고 러시아작가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

쉬워한다. 파스테르나크나 숄로호프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도 찬반여론이 

있었으나 분명히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는데 알렉시예비치의 경우는 지지

하는 쪽이 적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이어서 문학적 전통과 관련하여 이들은 작가가 러시아문학의 유구한 테마

인 ‘작은 인간’을 다루고 있으므로 러시아문학의 자장 안에서 이해된다는 데

에는 합의한다. 그러나 그녀의 다큐멘터리 산문이 과연 순문학으로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문학에 값하는 형식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작가가 

30년 넘게 시도해온 새로운 장르 형식에 대한 비상한 관심은, 늦은 감이 있

으나 노벨상 수상으로 문학과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8)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7) 아연 소년들, 박은정 옮김, 문학동네, 40쪽.
9) 이 글은 문학성 논란이 유독 러시아내에서 많았던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연 소년들을 둘러싼 필화사건이 대표적인데 예술성 논란에 관하여 자세한 것
은 양민종(201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목소리 소설 시학: 5대 중편소설의 정
치지향성과 목소리 소설 형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6:2, 239-67쪽; 윤영순
(2106a) ｢문학과 다큐멘터리: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을 중심으로｣, 러시아
어문학 연구논집, 53:1, 93-117쪽 참조.

10) https://godliteratury.ru/public-post/nevydumannaya-istoriya(검색일: 2015.11.20).



는 점에서 생산적인 논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의 증언을 수집하여 모자이크처럼 쌓아올린 이 말의 건축물을 과연 

순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시대 러시아소설가 톨스타야(Т.   
Толстая)는 작품이 다루는 주제의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한 텍스트

일 뿐이어서 ‘문학 텍스트’가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고11) 시인이자 

소설가 다닐로프(Д. Данилов)는 새로운 법칙에 따라 축조된 문학이지만 그

럼에도 “충분히 새롭지는 않다면서(недостаточно по-новому)” 유보적인 입장

에 서서 작가의 입장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을 알렉시예비치의 가장 큰 약점

으로 지적했다. 톨스토이에 관한 논픽션(레프 톨스토이: 천국으로부터의 도

주(Лев Толстой бегство из Рая))으로 유명한 작가 바신스키(П. Басинский)
는 오늘날의 문학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토론 참석자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라시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사회부장 야코블레바

(Е. Яковлева)는 ‘문학’이 맞지만 결코 ‘예술’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작가의 글은 문학의 규범(эталон)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예술에 내재한 도

저한 주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유사한 글쓰기 형태는 미래의 문학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단정한다. 문학비평가 라하예바(Ю. Рахаева)는 유사

한 글쓰기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면서 예술이 갖는 

“물성(вещество)”이 부재하는 그녀의 글은 순문학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작

가의 대학동기이자 ‘라시스카야 가제타’ 부편집장인 유페로바(Я. Юферова)는 

러시아가 그녀의 작품을 꼼꼼히 재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가의 지난한 작업

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작가가 첫 작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뿐만 아니

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했듯이, 목격자의 말을 몽타주 형식으로 

배치한 독특한 소설 ‘인간의 목소리 장르(жанр людских голосов)’는 벨라루

스의 선배작가 알레시 아다모비치(А. Адамович), 얀카 브륄(Я. Брыль), 블라

디미르 콜레스니크(В. Колесник)로부터 시작된 것이다.12) 이들이 집필한 다

11) Я. Хватова(2015) “Трудно быть вежливой, когда не хочется,” Aргументы и фак- 
ты, 10.12, http://www.spb.aif.ru/culture/person/trudno_byt_vezhlivoy_kogda_ne_hoch
etsya_tatyana_tolstaya_o_knigah_i_rossii(검색일: 2017.09.15). 윤영순은 톨스타야를 
비롯한 동시대 작가들의 비판적 견해 이면의 질투를 아울러 지적하고 있는데 이
들의 부정적 입장이 질투심으로부터 비롯했다기보다는 픽션과 논픽션 장르의 현
재 위상에 대한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윤영순 2016a: 95).



큐멘터리 산문 나는 불타는 시골마을 출신이다...(Я из огненной деревни...)
가 그 대표적 사례로, 2차대전 당시 9000여 곳이 넘는 시골마을이 나치에 의

해 불태워진 벨라루스 생존자들의 이야기 모음집이다. 그러나 알렉시예비치

가 증언을 모놀로그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 반해, 나는...은 작가의 코멘트

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그대로 녹취하여 옮겼다는 인

상을 준다. 이 모놀로그가 알렉시예비치의 다큐멘터리 산문의 시학을 구성하

는 주된 요소인바, 이에 관하여 차후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장르와 관련하여 작가는 영미권의 오랜 전통인 구술사(oral history)가 러시

아문학에도 유구하다면서 작가는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수집하고 빠르게 변

하는 역사를 따라잡으려는 노력” 역시 러시아문학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지적

한다.13) 실제로 회상록, 연대기, 수기, 전기, 자서전, 전기물 시리즈(Серия  
ЖЗЛ) 등의 장르를 활발하게 창작하고 소비했던 러시아/소비에트 문학장을 

염두에 둘 때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은 낯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보이

기까지 한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저널리스트로서의 그녀의 경험이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다수의 평가는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진다. “표면만 보지 않고 더 깊은 곳을 보려고 

했”기에 기자로서 “더 깊은 것을 쓰지 못한다는 불만과 아쉬움이 있었다. 천

천히 더 깊이 있게 쓰고 싶었다”14)는 그녀의 말에서 작가적 지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플로베르가 자칭 ‘인간-펜(Я — человек-перо)’이었다면 나는 인간-귀 
(Я — челвек-ухо)”15)라는 작가의 예술적 자기규정 및 입장에 대한 정의는 간

결하고도 명징하다.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벗어나 현대유럽문학과의 상호소통 속에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그녀의 작품은 버바팀(verbatim) 기법16)으로 창작된 문학 장르와 

12)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6. 
13) 우크라이나 TV방송과의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bQNvP4uOmIc,

검색일: 2017.10.16). 바일 역시 작가가 영미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구술사 장르 형식
으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목소리 소설’이 새로운 장르라기보다 오랜 전통에 기대고 있
음을 강조한다. П. Вайль(2008) “История устная и частная,” https://www.svoboda.org/ 
a/449920.html(검색일: 2017.09.16). 

14) 최재봉(2017) 
15) Е. Данилова(2006) “Счастье — это потрясающий мир,” Коммерсант, 2.26. 

https://www.kommersant.ru/doc/2296602(검색일: 2017.09.16).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유럽서점들에서는 버바팀 기법을 차용한 논픽션

이 매대의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는 점에서 러시아문학이 이 방면

에서 뒤처진 것은 맞지만17) 이런 사실이 자동적으로 작가의 작품에 더 높은 

문학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러시아의 도

저한 문학중심주의로 인해 논픽션보다 픽션/순문학을 높게 평가하는 전반적

인 러시아 비평계의 태도다.18) 예술로서의 문학이 될 수 없다는 앞선 토론의 

지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일 터이다. 
버바팀 기법으로 인해 알렉시예비치의 작품은 무대화되기에 적합하다. ‘버

바팀 연극(verbatim theatre)’이라는 현대연극의 조류와도 부합하는 덕분에 작

가는 21편에 달하는 다큐 필름의 스크립트를 썼으며 작품을 각색한 3편의 

연극이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에서 상연되기도 하였다. 연극은 어쩌면 보다 

더 강렬하게 작가가 목표로 하는 “감정의 역사(история чувств)”를 전달하는 

매체일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그녀의 아쉬움이 배우의 몸과 목소리를 통

해 제대로 포착되고 전달된다는 가정에서 말이다. 

16) 라틴어로 ‘말 그대로(word for word)’란 뜻으로, 1990년대 영미권을 비롯한 유럽 연극
계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배우와 극작가가 직접 인터뷰를 따서 그것을 재료로 상연하
는 버바팀 연극 실험이 이루어졌다. 버바팀 기법에 관해서는 http://www.teatrdoc.ru/ 
stat.php?page=verbatim(검색일: 2017.09.16)를 참조. 러시아에서 버바팀 기법을 적
극 도입하여 다큐멘터리 연극을 실험한 극단인 테아트르.doc의 공연에 대한 초기 
비평은 ‘다큐멘터리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이런 논쟁 
과정이 알렉시예비치 소설의 문학성 부족에 대한 비평에 좋은 참조가 된다.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김혜란(2013) ｢“새로운 드라마”와 테아트르.doc의 다큐멘터리 
연극｣,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73-6쪽 참조. 

17) https://godliteratury.ru/public-post/nevydumannaya-istoriya(검색일: 2015.11.20). 한편, 
토론회에서 알렉시예비치 독점판권을 가진 ‘브레먀(Время)’ 출판사 사장 파스테르
나크는 버바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굳건하게 러시아문학 전통에 기대고 
있음을 강조한다. 

18) 픽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비단 러시아문학계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
나 픽션에 비해 논픽션이 예술성, 상상력, 창의력을 결핍하고 있다는 것은 편견이
며, 따라서 알렉시예비치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이 주로 러시아밖
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볼 때 러시아 문학장이 상대적으로 강고한 픽션 선호 현상
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작가의 예술성에 대한 
옹호의 평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6a) 마지막 목격자들: 어린이 목소리를 
위한 솔로, 연진희 옮김, 글항아리, 410쪽 참조. 



나는 이야기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나 글로 옮겨질 때보다 말로 뱉어질 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말할 때 그 사람의 눈빛
과 팔의 움직임을 ‘녹음하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깝다. 대화하는 동안 드러
나는 그들의 삶, 즉 그들 본래의 삶과 그들 각자의 삶을, 그들을 텍스트들
을 녹음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19) 

작가가 픽션이 아닌 논픽션 장르를 30년간20) 고집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앞선 인용문에 비추어 볼 때 그녀에게 예술성, 창의력, 상상력이 부족해서라

기보다는 “그들 본래의 삶”의 텍스트가 문학작품보다 더 문학적이고 예술적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비극을 드라마처럼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울음과 비명을 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울음과 비명이 아닌, 극화 자체가 더 중요해질 테니까. 삶 대신 문
학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릴 테니까. 이 일이 워낙 그렇다. 그렇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늘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나든다.21)

인터뷰 작업에서 걸러진 사실을 가공해서 전달하기보다 날것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존하여22) “고통의 온도”23)를 전달해야한다는 저자의 책임감이 그녀

19)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96.
20) 야코블레바는 작가가 엄청난 작업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새로운 발

견(открытие)’이 없으며 낡은 방법(метод)을 고수해 지겹다면서 “작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데 이 방법이란 게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는 이미 소용이 없어진 것 같다”고 혹평한다. https://godliteratury.ru/public-post/   
nevydumannaya-istoriya(검색일: 2015.11.20).

21)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1.
22) “사람들은 나에게 회상은 역사도 문학도 아니라고 말한다. [...] 바로 그곳, 따스한 

사람들의 목소리, 과거가 생생히 반추되는 그 목소리 속에 원초적인 삶의 기쁨이 감
춰져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비극이 담겨있다. 삶의 혼돈과 욕망이. 삶의 
유일함과 불가해함이. 목소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진짜 원본들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25-6.

23) 알렉시예비치는 “이런 증언들은 나에게는 수백만 장의 벽돌”이라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서로 ‘고통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면 그 증언이 다소 불완
전하다 해도 그 부분을 가져다 쓴다”고 말했다. 조태성(2017) “알렉시예비치, 중요
한 사실은 침묵된다”, 한국일보, 5.24.



로 하여금 30년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5부작의 

구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인터뷰 몽타주 형식을 취함에도, 작품이 거듭될수록 

시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적 측면에 보다 심혈을 기울

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다년간의 작업을 통해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를 고심한 결과일 것이다.24) 작가의 자기독백적 서사는 점차 

줄어들고 대신 간결하고 정돈된 연극적 장치가 눈에 띈다. 모놀로그 도입, 
무대지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괄호 사용의 증가, 마치 실내극과 흡사한 

‘부엌’이라는 제한된 공간 사용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한 문학적 

장치가 증언의 사실성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이런 장치들은 어쩌면 예술에 

내재한 관성으로부터 도출된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혹은 실내극으

로 연출한 “사회주의 연극” 무대의 진면목일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작가는 오늘날 픽션은 더 이상 독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

하면서 현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작가는 “목격자(свидетель)”로서의 작가라

고 말한다.25) 체르노빌의 목소리에서 한 여교사는 “도스토옙스키도, 톨스토

이도, 교회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대의 목격자’로서 작가적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잘 정리된, 적당히 자극적인 팩트에 덧붙여진 깔끔한 논평에 익숙한 현대 독

자들에게 그녀의 소설은 다분히 부담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임에 틀림없

다. 조화롭고 매끄러운 음조의 합창곡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불협화음을 내는 카

오스에 가까운 이 합창곡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현대사회의 아찔한 상황을 가장 리얼하게 형상화한 예술적 형식일지 모른다. 
2015년 최초로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의 다큐멘터리 소설에 노벨문학상이 주어

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문학의 존재론과 그 형식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24) 다음과 같은 작가의 진술도 상기해볼만 하다: “다큐멘터리 예술작품을 특히 좋아
한다. 물론 전통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전통문학이 
따라가기엔 세계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리아 난민 등 숨가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문학은 이런 
삶의 속도를 쫒아가지 못한다.” 유철종(2015) “노벨상 알렉시예비치, 21세기는 자
유의 세기… 독재 북한 망할 것”, 연합뉴스, 10.19,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5/10/19(검색일: 2015.10.20). 바일은 이런 작가의 글쓰기가 얼마나 어
려운 예술작업인지를 설득하면서 그녀의 문학성을 지지한다(П. Вайль 2008a). 

25) https://www.youtube.com/watch?v=bQNvP4uOmIc(검색일: 2017.10.16). 



3. 여성의 눈으로 본 혁명: 붉은 인간과 세 차례의 전쟁 

우리는 억압과 책임감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며 산다. 어려운 곳으로 향하고 
위험한 곳에서 조국을 지키자. 나는 학생들한테도 한 가지만 가르쳤다.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지키고 희생해라. 내가 가르친 문학은 삶이 아닌 전쟁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것이다. 숄로호프, 세라피모비치, 푸르마노프, 파데예프, 보리스 폴레보이...26)

알렉시예비치의 5부작을 관통하는 핵심 라이트모티프는 전쟁과 붉은 인간

이다. 이 두 가지야말로 공산혁명 후 소비에트 러시아를 특징짓는 키워드인 

것이다. 여기서 붉은 색은 당연히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 신념에 대한 상징

이다.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자 한 호모 소비에티쿠스, 즉 

붉은 인간은 “참호와 바리케이트” 안에서만 삶을 경험해야 했던 “전쟁의 아

이들”이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이 

가담자로서 작가가 결산한 지난 70년 역사의 대차대조표다. 

우리는 소비에트 시대와 작별하는 중이다. [...] 공산주의에는 ‘오래된’ 사
람, 즉 태초의 아담을 개조시키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현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달성한 성과일
지도 모르겠다.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마르크스-레닌 실험소에서 독특
한 인간 유형인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탄생했다. 혹자는 호모 소비에티쿠스
를 가리켜 비극적인 인간상이라고 부르고,27) 또 다른 이들은 ‘소보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 내가 
바로 그들 중 하나다. 그들이 곧 내 지인, 친구, 부모님이다. [...] 우리는 한
눈에 알아볼 만큼 눈에 띈다! 사회주의 출신인 우리들이 서로를 닮았기 때
문이고 외부인들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린 우리만의 언어가 있고 
우리만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우리만의 영웅과 순교자들이 있
다. 우린 죽음과도 특별한 관계로 얽혀 있다.28)

지난 2015년 푸틴 정부는 대조국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식을 대내외적으로 

2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5b) 체르노빌의 목소리, 김은혜 옮김, 새잎, 248쪽.  
27) 대표적으로 소련 반체제 사회학자 지노비요프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자세한 

것은 심지은(2010) ｢지노비요프의 호모 소비에트쿠스 읽기｣, 비교문화연구, 
21, 92-107쪽 참조.

28)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6b) 세컨드 핸드 타임: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최후, 
김하은 옮김, 이야기가있는집, 8쪽. 



성대히 치 다. 오래전부터 승리의 서사와 힘 넘치는 남성의 서사로 신화화된 

전쟁은 칭송되어 왔는데 마침 정부 지정 ‘문학의 해’였던 이 해에 상당수의 문

학행사들이 지난 역사의 영광의 순간을 되새기는 데 바쳐졌다.29) 전쟁은 21세기

에도 붉은 인간을 구성하는 상수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알렉시예비치

는 전쟁을 다룬 첫 번째 사이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자신의 일기장에서 옮겨 적는다. 이후 등장하는 붉은 인간

들의 증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념적’ 틀거리인 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 다들 어떻게 전쟁을 
치러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어
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세상,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언젠가 다르게 사는 법을 오랫동안 배워
야 할지도 모르겠다. 

학교는 우리에게 죽음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는 ***의 이름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글을 썼고 그것을 
꿈꿨다.3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작가의 사이클 속에서 전쟁을 말하는 화자가 주

로 여성이며 아동(이었던)이라는 점이다. 2차대전에 참전한 여군의 증언을 모

은 사이클의 1부작과 어린시절 2차대전을 겪은 이들의 회상에 온전히 바쳐진 

3부작,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사자의 어머니들(‘아버지’의 목소리는 없

다)의 애간장 녹은 고통의 말들이 2부작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사건의 역

사”가 아닌 “감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작가의 연구대상 범위는 상

당히 협소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가장 

약자이며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만이 그 참

상을 보다 핍진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극한의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한 결과를 작가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전쟁 이야기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또다시 ‘삶의 철학’ 대신 ‘사라
짐의 철학’ 안에서 사는 일, 존재하지도 않는 것의 체험을 끝도 없이 수집

29) 마를렌 라뤼엘(2012) 민족의 이름으로: 현대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정치, 김
태연 옮김, 그린비, 268-336쪽 참조.

30)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5.



하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마치고, 나는 한동안 아이가 가볍게 다쳐서 코피를 흘리는 것조차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고, 휴가지에 가서는 저 먼 심해에서 잡혀올라온 물고기를 
모래사장에 기분좋게 내동댕이치는 어부들을 피해 달아났으며, 생명이 꺼져
가는 물고기의 튀어나온 두 눈에 치미는 구역질을 삼켜야 했다. 우리는 저
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여분의 힘이 있기 마련
인데, 나는 그 힘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다 써버렸다. 차에 치인 고양이의 
비명소리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비 오는 날 짓밟힌 지 이만 봐도 얼
굴이 홱 돌아갔다. 납작 말라붙은 개구리를 길에서 봤을 때도... 동물, 새, 
물고기 또한 고통의 역사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쓸 것이다.31) 

“승리의 아이들”이었던 동기들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전쟁 이야기를 좋아

하지 않았”던 저자는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2차대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체르노빌의 핵 ‘전쟁’이라는 세 차례의 거대한 전쟁32)을 30여 

년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 속에서 “전쟁은 남성성의 산물”이며 “많은 부

분이 이해불가”33)함을 절감했음에도, 또 전쟁도 겪어보지 않고 (게다가 여자

가) 전쟁에 대해 쓴다는 게 말이 되냐는 남성들(동료)의 지청구에도 불구하

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전쟁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 익숙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
를 거뒀는지, 아니면 어떻게 패배했는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고 어떤 장
군이 활약했는지 따위의 내용은 아예 없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들
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여자들은 다른 것은 이야기한다. ‘여자’
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
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34) 

주지하다시피 전쟁과 군대는 전통적으로 남성 서사의 공간이자 여성의 열

31) 아연 소년들, 23-4.
32) 작가는 세컨드 핸드 타임에서 이 3건의 대전쟁 외에도 소련 해체 후 일어난 

체첸전쟁, 중앙아시아 국가간 분쟁, 조지아-압하지아 분쟁 등의 전쟁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다. 

33) 아연 소년들, 31.
34)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7-8.



등함을 증명하는 계기였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의 남성영웅부터 현대의 주류 

전쟁담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은 모든 형태의 ‘여성적인’ 것에 대한 우월성과 

거부에 기반한다. 한편, 공산혁명 후 볼셰비키가 다른 참전국들에 비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국가에 의해 공인된 남성 전사(戰士)에 대해 “집단적인 타자”였던 

여성의 위상35)은 흔들리지 않았다. 실제 전장의 현실과는 달리, 2차 대전 당

시 소비에트가 제작ㆍ유포한 전쟁 포스터에 무장하고 적을 공격하는 여성 전

사 이미지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36)에서도 배제된 여성의 위상이 확인된다. 
작가는 ‘남자의 언어’로 쓰인 공식역사로서의 전쟁담에서 그간 들리지 않

았던 이 같은 “타자”의 목소리, 즉 “여자의 언어”를 채록해 보존하고자 한다. 
‘맨스플레인’의 대표적 공간인 전쟁터37)에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로서의 정체

성만을 드러내야했던 여성들은 “자기자신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언

어와 감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여성성 또한 버릴 수 없었다.38) 그렇기에 역

설적으로 “전쟁에 대한 여자의 기억은 감정의 긴장도나 고통의 지수로 볼 때 

그 집광력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35) J. B. Elshtain(1995) Woman and Wa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p. 11-2. 
36) 류한수(2011)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의 전쟁 포스터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슬라브학보, 26:2, 81쪽. 
37) 일례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보라: 2차대전에 참전했던 한 부부의 가정을 방문했

을 때 “남편은 마뜩찮게 이야기 주도권을 양보하며 몇 마디 주의를 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해. 얘기하다 또 울지 말고. 예쁘고 싶었다느니, 
긴 머리를 자르고 엉엉 울었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여자들 예기는 제발 좀 하지 
마.” 나중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와 함께 대조국전쟁에 대한 역사책을 펴놓고 밤새 
공부했노라고 귓속말로 고백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1. 

38) 전쟁 시기 여성동원을 부끄러워하는 남성-주류 지배계급은 이 사실을 애써 감추
고자 했다(류한수 2011: 82-3). 차르의 신민에서 붉은 인간으로 거듭난 소비에트
인은 남녀평등, 여성의 공적영역 진출, 근대시민으로서의 애국심을 학습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러시아의 가부장적인 전통적 성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촉구되었
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남성 중심
의 군대문화 속에서 겪은 내면적 고통은 깊었다. 이종훈(2010) ｢스탈린주의의 근
대성과 ‘밤의 마녀들’: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의 에토스와 여성 야간폭격연대 부
대원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7, 22-3쪽. 



여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와 두려움이 
감춰져 있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원치 않는 일은 사
람을 죽이는 일이다. 여자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선물
하는 존재. 여자는 오랫동안 자기 안에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아 기른
다. 나는 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명은 죽이는 일이 훨씬 더 가혹한 일이
라는 걸 알게 되었다.39)

여성 또한 폭력적일 수 있으며 전쟁을 선호하기도 한다. 인용문에서 드러

나는 바와 같이 본질주의적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생물학적’ 여성성에 관한 

작가의 확신은 일견 젠더이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

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반화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것이 여성

의 역할이고 남성은 전쟁을 바란다는 고정된 전통 성담론에 기대고 있는 것

은 아니다.40) 그것은 오히려 약자/타자로서의 여성의 본질에 더 근접한다. 여

기서 약자로서 여성은 “고통이나 결여”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만함과 

과잉”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통으로 인

해 그게 없었다면 볼 수 없었을 것을 보고 들을 수 없었을 것을 듣는 존재,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타자들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이

해하려는 존재, 또한 그 기쁨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존재, 자신 아닌 수많은 

타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촉발”41)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여성성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일의 “진실의 성은 여성(Правда ― женского 
рода)”이라는 경구와도 같은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42) 

39)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29.
40) 그리스문명 이전 모계중심의 유럽문명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류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여성 젠더에게는 전쟁반대와 평화를, 남성 젠더에게는 전쟁을 부
여하는 가부장제 사회질서에 근거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론은 결과적으로 여성
의 평화운동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그로써 주변화되도록 만들었다. 한편 남성
과 동등하게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개진되었으나 이는 
기만적 남녀평등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인 폭력 조직인 군사 시스템 자체에 반대하는 반군사적 페미니스트의 입장이 알
렉시예비치의 평범한 진술에 담겨있는 단호한 주장일 것이다. 와카쿠와 미도리
(2015), 남자들은 왜 싸우려드는가, 김원식 옮김, 알마, 50-6쪽; 241-67쪽.

41) 이진경(2010)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
스트, 77쪽.

42) 나아가 바일은 자기 말로 쓰는 것보다 타자의 말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책임감



전쟁에 자원했던 수많은 여군들 ― 후방의 의무병, 통신병부터 전방의 소

총수, 저격병, 전차병, 전투기 조종사, 폭격기 조종사, 빨치산 활동에 이르기

까지 ― 은 생명을 살리는 본성을 억누르고 가차 없이 생명을 죽이는 데 몰

두했다. 애국심과 이념의 발로에서였건 혹은 비즈니스와 한탕주의를 위한 자

원(自願)43)이었건 간에 여성의 극한 체험은 한마디로 전쟁의 본질은 매한가

지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보여줄 뿐이다. 조국수호의 명분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2차대전의 불멸의 승리에서도, 우방국의 공산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전했지만 ‘실패한 전쟁’으로 망각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패배에서도 전쟁

의 실체는 동일했다. 이들 증언을 관통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이념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몫으로 남겨진 이 ‘진실’에 근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가가 “가

담자”로서 자기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최대

한 객관적 시점을 견지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주류-남성적 학문 세

계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거나 말단지엽적이라는 비

판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는 가담자 의식을 공유하며 목격자들의 

가장 사소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노력한다. ‘내부고발자’로서 작가는 붉은 인

간의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관찰자에 가깝다. 덕분

에 저자의 가치판단은 최대한 작품의 후면으로 물러나고, 실로 다양한 가치

관을 표방한 목소리가 작품 전면에 흘러넘친다.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애

국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피해자와 가해자, 기성세대와 젊은이, 군 최고 간

부와 일개 사병, 아군과 적군, 러시아인과 소수민족,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그 입장과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공존한다. 이들의 수많은 모놀로그와 합창에

서 울려나오는 배음은 그러나 단 하나, ‘전쟁에 반대한다!’이다. 생명의 존엄

성은 그 어떤 고귀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여성과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의 최전선에서 찾은 진실이다.44) 물론 이 진실은 전혀 새로운 것

이 큰 작업이라면서 그녀의 글쓰기 방식이야말로 “마지막 희망(последняя надежда)”
이라고 말한다. П. Вайль(2008b) “Правда ― женского род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4673, http://www.alexievich.info/articles_Weil.html(검색일: 2017.09.16).

43) 2차대전 당시 군모와 군복을 착용하고 당시 의약품을 사용했던 소련군들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미국제 통조림을 맛보았고, 유럽 화장품과 청바지, 일제 
녹음기 등을 경험하면서 비즈니스에 눈을 뜨게 된다. 

44)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2차대전기 러시아여성의 내면을 조



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을 찬양하는 소비에트 문화에서 간과되었기에 작가는 

이 오래되고 단순한 진실을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다. 

모성본능이 가장 강하다고들 하잖아, 아니 이념이 더 강해! 신념이 더 강
하다구! 내 생각엔 그래... 만약 그런 엄마들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
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 당연히 사는 게 좋지. 아주 멋
진 일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법이지...45)

아연 소년들의 필화사건 재판과정에서 그 핵심은, 바로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념과 모성의 대립이라는 붉은 인간이 처한 실존적 현실이다. 아

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간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 성전에 참여한 영웅으로 만

들어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모성의 집념과 개인보다 국가를 

최상위에 놓았던 소비에트 이념으로 키운 아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붉은 인간의 집념이 충돌한다.46) 
설상가상으로 이들 붉은 인간의 나라, 붉은 유토피아의 붕괴를 재촉한 사

건이 발생한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작가의 어머니는 실명했고 여동생은 사망했다. 개인적 재앙과 사회적 재앙, 
우주적 재앙이 겹친 전대미문의 사건은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공할 재난이었기에 작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출판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작가는 

‘작가 자신과의 인터뷰(Интервью автора с самой собой)’라는 형식을 통해 

가늠할 수 없는 재앙의 심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개의 재난이 겹쳤다. 첫 번째 재난은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다. 우리 눈
앞에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사회주의 선박이 침몰했다. 또 다른 재난
은 체르노빌이라는 우주적 차원의 재앙이었다. 두 개의 세계적인 폭발이 일
어났다. 첫 번째 폭발은 그나마 더 가깝고 이해할 만했다. 사람들은 생계에 
대해 고민했다. [...] 무엇을 믿어야 하나? 어느 깃발 아래 서야 하나? 자기

명한 베라 글라골례바(Вера Глаголева) 감독의 영화 ｢전쟁은 매한가지다(Одна 
война)｣(2009, 러시아, 89분)가 주제론적 차원에서 알렉시예비치의 반전론과 일
치한다. 

4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443.
46) ｢아연 소년들에 대한 재판(소송사건 경과 일지)｣, 아연소년들, 415-503.



를 위해 제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하나?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건 우리에
게 낯선 것이었고 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
다. 모두들 그 걱정을 했다. 한편 체르노빌에 대해서는 잊고 싶어했다. 사람
들의 의식이 체르노빌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의식의 재난이었다.47)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전쟁을 다룬 전작들과 달리 현대과학의 재앙을 다

루는 것처럼 보이나 이 책 역시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이클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사고 당일을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 

혹은 전쟁놀이나 군사훈련” 같았다고 회상한다. 2차대전과 아프간전쟁에 기꺼

이 지원했듯 “영웅이 되고 싶은 열망”으로 군인과 시민들이 몰려든 체르노빌 

사건현장은 소련의 “최전방 참호”나 다름없었다.48) 

1) 체르노빌은 무엇인가? 무기와 군인이다. 세차장이다. 전시상황. 막사에
는 열 명이 같이 지냈다. 누구는 집에 아이들을 두고 왔고 누구는 아내가 곧 
출산하고 누구는 집이 없었다. 푸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하라고 하니 해야 
되는 것이었다. 조국이 부르고 조국이 명령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2) 스탈린 시절에 쓰던 말이 갑자기 부활했다. ‘서양 정보부 요원’, ‘저주
받은 사회의 적’, ‘간첩 공격’, ‘파괴적 공격활동’, ‘뒤통수치다’, ‘견고한 소
비에트민족연합의 붕괴’ 등... 주변 사람은 모두 요오드 요법이 아니라 간첩
과 파괴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정
보는 무엇이든 외부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나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지만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익숙했다. 내 
감정을 분석해봤을 때 내 마음상태가 너무도 빨리 바뀌어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 익숙해졌음을 깨닫고 새삼 놀랐다. [...] 우리는 항상 
공포 속에 살았고 공포 가운데 사는 법을 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산
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없다.49)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상 인간이 겪은 공포와 악몽은 대부분 전

쟁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체르노빌 사고 역시 기존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 큰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른 붉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

로운 역사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50)는 사

47) 체르노빌의 목소리, 19.
48) 이 자리에서 시골 당 위원회는 소비에트 인민의 영웅성과 군사적 용기의 상

징, 서양 정보원의 음모에 대해서만 말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254.
49) 체르노빌의 목소리, 270, 191, 248-9. 



실을 작가는 지적한다. 그 새로운 역사란 다름 아닌 “재난의 역사”다. 전쟁의 

시대가 가고 재난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의 학문과 지식체계, 인식론은 그 

앞에서 실패를 인정해야한 했다. 물리학자들은 재난 앞에서 무능했고 정부는 

사건의 본말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었거나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전쟁’은 승리를 경험했던 2차대전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

격이 다르다. 독일군을 무찌른 전쟁은 붉은 인간에게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부여했고 따라서 그 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체르노빌레츠  

(черновилец)’는 모든 게 두려운 세대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모호한 혼돈

과 기만의 아수라장이었던 아프간도 체르노빌 사건에 비하면 익숙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에 예술박물관보다 더 많은 군사박물관에는 낡은 자동총, 총검, 
수류탄이 전시되어 있고, 건물 앞뜰에는 탱크와 박격포가 세워져 있다. 학
생들이 견학 와서 그것을 전쟁이라 배운다. 전쟁은 그런 거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다르다. 1986년 4월 26일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을 겪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51) 

이 새로운 전쟁은 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전쟁의 그림, 전쟁의 문화가 

눈앞에서 무너졌다. 우리는 불투명한 세상(непрозрачный мир)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악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무법의 세상이

었다.”52)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투명

한 세계”인 체르노빌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현대 전쟁, 즉 “테러 전쟁(терро- 
ристические войны)”의 전조였다. 테러전은 살인인지 사고인지 구분이 어렵고 

공식적인 전쟁 개시나 전쟁의 형식을 갖추지도 않는다. 테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의 현현이다.53)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악 앞에서 “인식의 재난”에 빠진 이들은 직면한 역사의 

50) 체르노빌의 목소리, 13.
51) 체르노빌의 목소리, 216.
52) 체르노빌의 목소리, 15.
53) С. Алексиевич и П. Вирилио(2003) “Радиоактивный огонь. Почему опыт Черно- 

быля ставит под сомнение нашу картину мира,” Lettre International, № 60:1,   
http://www.alexievich.info/articlesDialog.html(검색일: 2017.09.16). 



위기를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윤리를 절박하게 탐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철학과 윤리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 체르노빌 사건

이 발생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작가의 조국 벨라루스와 문학적 조국 러시아

에서는 여전히 “참호와 바리케이드”라는 낡은 전쟁 레토릭을 즐겨 사용한다. 
소련 붕괴 후 이어진 사회적ㆍ경제적 격변으로 기만당하고 강탈당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적 에너지로 치환하려는 푸틴주의의 익숙한 전술은 ‘우
리는 위대하다.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적들로 둘러싸인 

요새 안에 포위되어 있다’로 요약된다.54) 작가의 5부작을 완성하는 마지막 사

이클인 세컨드 핸드 타임이란 제목이 암시하듯 현재는 과거의 되풀이에 불

과하다는 쓰디쓴 자각이 현 시점의 결론이다.55) 그렇다면 작가가 소환하는 새

로운 철학과 새로운 윤리는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4. 결론: 공산 혁명 이후 모랄 혁명을 기다리며 

[...] 텔레비전을 틀기도, 신문을 읽기도 싫다. 온통 죽이는 이야기다. 
체첸에서, 보스니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별력과 시력을 같이 잃어간다. 

끔찍하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졌고 따분하게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오늘 상영되는 공포는 어제보다 더 

무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56) 

펜클럽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초대합니다...’가 선정한 첫 강연의 주

제는 ‘선과 악’으로, 작가가 오래전부터 천착해온 문제였다. 사이클의 첫 소

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이미 선과 악의 문제가 글쓰기

를 추동하는 힘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악은 분명 매혹적이다. 선보다 솜

씨가 뛰어나다. 마음을 더 잡아끈다.”(29)] 체르노빌 이후 기존의 선악 개념

54) https://www.rferl.org/a/novel-winner-alexievich-pessimistic-on-political-change-post-soviet- 
countries-belarus-russia/27806042.html(검색일: 2016.06.20).

55) “1917년 혁명 직전 알렉산드르 그린은 ‘왠지 미래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
리에 있는 것을 그만둔 것 같다;라는 글을 썼다. 100년이 지난 오늘, 미래는 또다
시 있어야할 자리에 없다. 바야흐로 세컨드핸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컨
드 핸드 타임, 19.

56) 체르노빌의 목소리, 332.



으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던져진 이래 이 문제에 더더욱 

매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강연자로 나선 러시아 시인이자 철학자 올가 세다코바(О. Седакова)는 알

렉시예비치의 지인이자 가장 좋아하는 동시대 작가이기도 하다. 시인의 강연을 

잠시 쫒아가 보자. 세다코바는 러시아가 악의 문제를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고 가정한다. 시인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수난의 나라(страна 
страданий)”57)로, 이것이 이들 국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 나라들만 

유독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나 이태리, 영국 등의 나라를 수난과 

직접 연결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더불어 러시아는 “전쟁의 

윤리(этика войны)”만을 정련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시인 브로드스키가 “선이 

없다면 악도 없다(Нет худа без добра)”는 러시아속담을 “눈곱만큼이라도 선이 

들어있지 않은 악은 악이 아니다(Нет такого зла, внутри которого не было  
бы крупицы добра)”라고 번역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악 속에도 조금이나마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너무도 러시아적이다. 이런 까닭에 러시아

인에게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때로는 기꺼이 악을 정당화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윤리와 법률에 입각한 유럽문화 속의 선과 악의 명확

한 경계는 여기서 대비된다. 한편 유럽은 러시아의 이런 태도를 무원칙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광활함과 유연함의 표현으로 보았다. 러시아에서

는 “죄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는 복음서의 말은 너무 쉽게 발설되고 

또 이로부터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는 결론으로 너무 쉽게 종결되는 경

향이 있다. 누가 나쁘고 뭐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것조차 꺼리는 태도는 이로

부터 비롯한다. 최악의 경우는 저울질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스탈린

이 죄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얼마 전 세워

진 이반 뇌제 기념비야말로 이와 같은 러시아적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러시아인들은 애초에 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태

57) “체르노빌은 영원으로의 입구에요. 러시아 문화의 운명에 대해서, 또 우리 문화가 
얼마나 비극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곤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
도 이해할 수 없어요. 러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만 재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러시아 문화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체르노빌의 목소리, 328);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무섭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체르노빌을 사랑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 고통의 의미요.”(체
르노빌의 목소리, 375)



도는 ‘더 나은 게 있기나 하겠어?’라는 말로 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으름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악은 결코 물화(物化)되지 않는다. 
악은 선의 부재이거나 선의 붕괴에 불과하다.58)

시인의 견해에 의거하여 볼 때 체르노빌은 이들 나라에 바쳐진 최고도의 

수난이었고 이로부터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윤리를 세워

나갈 것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

건의 규모 탓에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을 갈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

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어쩌면 게을러서 이해하고 싶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

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시예비치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가 직면한 재난을 이

해하기 위해 증인들의 말에 더 열심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특히 사고 당일 

현장에서 불을 끈 뒤 차례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이야말로 “예언자”이므로 이

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단시간의 방사선 과다노출로 온 몸의 장기가 불타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입밖으로 방사능 열에 못 이겨 붉은 장기가 비어져 나

올 때 그는 진실로 푸슈킨의 시인이 예언자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수난 한가

운데 존재한다. 
그러나 푸슈킨의 시 ｢예언자(Пророк)｣가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불태우라

(“И бога глас ко мне воззвал:/ «Восстань, пророк, и виждь, и внемли,/   
Исполнись волею моей,/ И, обходя моря и земли,/ Глаголом жги сердца   
людей».”)59)는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뿐, 예언자의 시로 “가슴

이 불태워져” 각성한 이들의 후일담을 덧붙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알렉시예비

치도 새로운 삶에 대한 목격담은 남기지 못한다. 레르몬토프가 간파했듯이 

광야를 벗어난 예언자의 말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미치광이의 말로 취

급되기 마련인 것인가.60) 실제로 폭발 사고 이후 사람들은 이전의 사고방식

58) “Добро и зло, и причем здесь государство. О чем говорили на первом засе- 
дании клуба Алексиевич”(2016), http://news.tut.by/society/522977.html(검색일: 2017. 
09.16).

59) А. С. Пушкин(1956), Полн. собр. соч. в 10 т., М.: АН СССР, Т. 3, С. 338.
60) 주지하다시피 레르몬토프의 ｢예언자｣(1841)는 푸슈킨의 동명시(1826)에 대한 

아이러니한 답가였다. 시의 마지막 2연에 걸쳐 예언자의 비극적 상황이 묘사된다: 
“«Смотрите: вот пример для вас!/ Он горд был, не ужился с нами:/ Глупец, 
хотел уверить нас,/ Что бог гласит его устами!// Смотрите ж, дети, на него:/ 
Как он угрюм, и худ, и бледен!/ Смотрите, как он наг и беден,/ Как 
презирают все его!»” Ю. М. Лермонтов(1957) Собр. соч. в 4 т., М.: Худ. 



과 존재방식을 버리지 않은 채 순직한 이들을 “파벨 코르차킨”의 후손이라 

칭송하면서 소비에트식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울 뿐이다. 19세기의 현실은 21
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시금 세컨드 핸드 타임의 도래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작가의 깊은 우려가 동시대 삶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항상 존재했던 모습 그대로의 
과거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소방관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철학과 삶에서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재고하고 바꾸기 위
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불행히
도 소방관들이 제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언제나 있어왔던 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뿐입니다. 이 점이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썼을 때 저는 
그들이 우리의 집단자살이란 이름으로 제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친 게 아니
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바쳤기를 바랐습니다.61)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담긴 36편의 에피소드가 모두 ‘모놀로그’라는 소제

목을 가졌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상징적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10
년이 지나서야 겨우 출판할 수 있었던 이 책은 출판 당시에도 그리고 사건 

발생 후 3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모놀로그일 뿐이다. 증언자의 고통

의 체험은 타인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럴수록 작가

는 독백이 방백이 되고 방백이 모두의 합창이 되는 때가 오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같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담긴 “사람의 외로운 목소

리”까지 한데 어울려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되는 때는 도래할 것인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 유대인 프리모 레비는 수용

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소설가로 활동하며 동시대에도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그러던 그가 68살에 돌연 자택에서 자살한다.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죽음보다도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일한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중

요한 것임을 몸소 체험하고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빅터 프

랭클과 같은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레비 역시 프랭클처럼 홀로코스트의 경

험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가 가진 

лит., Т. 1, С. 81.
61) С. Алексиевич и П. Вирилио(2003). 



근원적인 절망은 바로 증언불가능한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 즉 

아감벤의 표현에 따르면 ‘증언불가능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62) 30년간 

증언을 모아 전달했지만 이들 ‘예언자’의 말에 가슴이 불태워진 자들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작가는 고독감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저 예언자 말

을 들어두었다/읽어두었다는 것만으로 심리적 면죄부를 받고 안도하는 게으

른 자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알렉시예비치의 절망 안에는 당연

히 인간에 대한 실망도 자리한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만든 문화란 것이 

사과껍질 벗겨지듯 너무나 쉽게 벗겨지고 마는63) 광경에 지친 그녀는 그럼

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과 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 희생자와 학살자는 똑같이 역겹다. 수용소가 일깨워준 교훈은 그 둘이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비드 
루세, 우리 죽음의 날

2)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그 악의 눈 먼 
수행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정신적으로 방관한 선의 추종자들
에게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표도르 스테푼, 일어난 일과 일
어나지 못한 일들

세컨드 핸드 타임 전체에 붙인 이 두 편의 제사는 명백하게 선악의 문제

를 그 근원에서 건드리고 있다. “사람은 제 안에 또다른 나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른 나를 어떻게 지켜낼까?”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질문으

로 시작한 작가의 여정은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목격하는 지난한 과

정이었고 그럼에도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며 악에 맞서 선을 지키고자 한 

증인들의 안쓰러운 노력을 기록해두기 위해 듣고 또 듣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제 목표는 명확하다. “아무도 맞을 준비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심연을 드러

낸, 도처에 퍼진 악”64)에 대항하여 선을 지향하고 또 지켜내는 것뿐이다. 가치

62) 재일교포 서경식은 레비의 자살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 “그의 자살은 원래 불안, 
공포, 실의, 절망 혹은 권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
리고 ‘증인’으로서 마지막 일을 완수하기 위한 조용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서경
식(2006)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박광현 옮김, 창비, 270쪽.

63) 독일 국제방송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https://www.youtube.com/
watch?v=AEgPeD9oxBU, 검색일: 2017.09.10). 이 말은 아연 소년들에서도 반복
된다: “사람은 문화라는 얇은 막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이내 짐승의 모습을 드러
낸다.”(아연 소년들, 294) 



관의 변화가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믿음65) 하에 ‘증언불가능성’을 극복하고

자 애쓰면서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답한다. 

우리의 자산은 수난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끊임없이 파내는 것이
다. 석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닌 수난 말이다. [...] 여기서 영원한 문제가 제
기된다. 우리가 겪은 수난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난이 그저 반복될 뿐이
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이 점에 대해 나는 늘 생각한다. 내 주인공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깜
짝 놀란다, [...] 나도 답할 수 없다. 나는 솔직히 이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66)

수난67)을 통한 갱생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전통에서 매우 익숙한 플롯이

다. 알렉시예비치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선배들의 말과 삶에 기대어 자신

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본다. 아연 소년들은 프롤로그 격인 ‘수첩들에

서(전쟁터에서)’와 총 3부(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구성된 본문과 부록

(소송 일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마지막 3부 서두에 제사(題詞)처럼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13절까지 인용을 해두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이 만들어

진 때까지다. 아직 생명을 가진 것들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으니 사람은 훨

씬 뒤에 등장할 것이다. 과연 뭇 생명이 제 안의 선함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세컨드 핸드 시대’가 아닌 전혀 새로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맞

게 될 것인가. 작가의 질문이 끝나는 곳에서 독자의 상념은 깊어져만 간다.

64) “Зло поселилось везде и еще меньше объяснимо, чем раньше. Под новыми  
масками открываются метафизические бездны, к которым никто не готов.”(Е. 
Данилова 2006).

65) “러시아혁명도 프랑스 혁명도 결과적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
들에게는 재앙이었다. 나는 혁명보다는 단계적 변화를 지지한다.”(최재봉 2017). 

66) Е. Данилова(2006).
67) 발라는 알렉시예비치의 세컨드 핸드 타임 리뷰에서 작가의 작품 전체를 관류하

는 주제가 ‘수난’으로 수렴된다고 지적하며, 어쩌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고통
(боль)”일지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녀의 저작은 한마디로 “수난과 상실, 재난의 인
류학(антропология страдания, утраты, катастрофы)”이자 나아가 “희생자의 인류
학(антропология жертвы)”으로 요약된다. О. Балла(2014) “После Утопии: Антро-
пология жертвы,” Новый мир, № 1, http://www.nm1925.ru/Archive/Journal6_2014_
1/Content/Publication6_1037/Default.aspx(검색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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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 Man’s War: 
S. Alexievich’s Five Prose Volumes and Russian Revolution

Sim, Ji Eun*

2015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Svetlana Alexievich’s cycle 
“Voices of Utopia,” which consists of five parts are a grandiose study of Soviet 
life. The sufferings of Homo Sovieticus who has been learning capitalism for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re the focus of 
Alexievich’s atten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traces of the Russian Revolution, 
figured in Alexisevich’s “novels of voices.” Main leitmotives that penetrate 
Alexievich’s five prose volumes are “red man” and wars(World War II, 
Soviet-Afgan War and Chernobyl ‘war’ on nuclear power). Before examining 
red man’s wars which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formation of Soviet 
people’s mentality, we should first review the controversy among Russian 
literary critics from the standpoint of lack of literary value in Alexievich’s 
novels after she received the Nobel Prize. The author persistingly recalls the 
voices of women and children who were forgotten in the war narrative, filled 
with men’s voices. Through the testimony of disadvantaged group, the steady 
voice of the author opposing the war is conveyed. Finall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of the Communist revolution, which left only the wounds of war,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 of the author appealing to explore the new 
philosophy and new ethics necessary for the post-Soviet society, living in the 
“Second Hand time” still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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