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 나쁜 소셜인 삶， 좋은 삶언 소설
김 희 숙*

1.

예술/비예술의 문제와 수축주의

예술/비예술의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20세기 아방가르드의 공통
된 특징이었다. 물론 이 문제는 아방가르드 미술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졌
고， 문학의 경우엔 예술작품이 어떤 수집가 개인에 의해서 소장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대중 지향성과 공통된 언어매체에 대한 숙달성을 요
구하는 까닭에， 미술에서와 같은 과격한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문학의 경우에도 역시

예술과 비예술 혹은 예술과 6b1T 의 경계에 대한

첨예한 의식은 아방가르드 예술가에게 있어 자신의 정체성 추구와 불가분 결
합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였다.
20 세기 초 러시아 형식주의와 그 뒤를 이은 체코 프라하 학파는 예술과 비

예술을 일차적으로 언어의 미적 예술적 기능에 따라 구분했다. 일상어， 6bIT 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는 모더니즘의 많은 대표자들에게 순수한 문학성의 지표
로 여겨졌고， 이 점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아크메이즘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징주의의 복잡하고 기예적인 언어형식을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
이고 철학적인 모든 자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순수히

고자 한 아크메이즘 미학은 이후 여러

예술적인 목적 아래 두

변이체를 낳으며 아방가르드의

발전을

추진시켰다. 혁명을 전후하여 러시아 바깥으로 나가야 했던 까다롭고 품위있는
제

1

망명세대의 문학이 그러했으며

스탈린 둥장후 인텔리겐치야가 이끌었던

이른바 러시아 자유문학 역시 구밀료프， 아흐마토바， 만델슈탐， 파스테르나크를

우상으로 받들면서 혁명 직후의 제
러시아 문학의

1 망명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진정한

수호자로 여겼다. 모든 사회주의적

평준화와 예술적

평준화에

저항하는 진정한 러시아 문화전통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그들에게 가장 모욕적
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은 대중의 비예술적 언어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을 의미하
던 이 전통을 의문시하는 것이었다. 볼세비키적 대중으로부터의 전향과 영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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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과거로의 회귀야 말로 아크메이즘적 전통올 물러받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의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제

1 망명세대를 대표하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문학은 이 점에서 거의

청교도적으로 아크메이즘 미학을 따랐다. 철저한 반공산주의자이면서도 자신의

예술을 정치적으로 고정시키길 마다했던 그는 망명자들의 정치논쟁을 멀리하
면서 높은 교양과 문화를 지닌 품위있는 러시아상(像)을 키워 나갔다. 그의 소
설은 비종속적인 개인적 관점

완전한 자유로움과 완전한 망각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면서 모든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과격하고 비타협적인 대안을 제시함

으로써 평동주의 시류속의 귀족주의자 나보코프를 집단주의의 병을 앓고 있던
사회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제 3 망명 세 대 에 속하는 사샤 소콜로프 (Cama COKOJIOB , 1943- )도 나보코프처
럼 그렇게 청교도적이진 않지만 역시 아크메이즘 미학을 따른다 나보코프처럼
순수함， 명료함， 초월성에

나보코프보다 더

대한 절대적

요구를 내세우진 않지만， 그의

어렵고 복잡한 연상유희이며

만델슈탐의

언어는

후기작품만큼이나

밀교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술/비예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나보코프
와 소콜로프의 방법이 지닌 특수성에 대해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가장 과격한 형태로 대표하는 마야코프스키는 단어의 법
칙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가지로 구분한 적이

있는데， 첫째， 대상에

대한

단어의 관계가 변하는 경우， 둘째，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변하는 경우， 세째， 단
어에

대한 사람의

관계， 해석자에

대한 기호의

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그것이

다1)

첫번째의 경우가 의미론적인 변화， 두번째가 통사론적인 변화라면， 세번째의

경우는 화용론적인 변화를 뜻하는데

마야코프스키가 이끈 역사적 아방가르드

의 가장 큰 특성은 의미론이나 통사론보다는 화용론적인 현상으로서， 이는 그
의 아방가르드 미학이 그 중심을 텍스트의 경계 안이 아니라， “작가와 텍스트
와 독자 사이의 연느 지점 "2) 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방가르드

의 주된 관심은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그리고 텍스트에게) 무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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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있으며，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로 예술과 비예술(혹
은 ÕblT) 의 경계지대에 집중된다.

아방가르드는 ÕblT 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그 가치체계를 전복시켜 부차적
인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주변을 중심으로 만옮으로써 화용론적 활동성이 의
미론과 통사론적 구조를 결정짓게 했다. 미래파와 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 1 기 아방가르드가 수신자에게서 이같은 사건에 대한 불안， 당혹， 충격， 경악，
분발 등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격전략의 기초로
삼은 것은 텍스트를 이루는 기본적인 존재단위들을 분리해내어 그것을 바탕으

로 참된 물(物)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이 순수한 구성속에는 인간의 어떠한 활
동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의 보편적 단위와 보편적 법칙에 대한 구상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예술가들이 예술텍스트 구성을 통해 현실적이
고 사회적인 활동영역으로 건너가는 절차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20세기 중반의 전체주의적 유토피아 지향을 심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준비
하고 보장해 주었다고 보아 타당하다.
20세기

초의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지녔던

이러한 확장성과 침투성에

대해

나보코프와 소콜로프의 소설들은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이들 두 작가는 제

1 기 아방가르드의

기계적 성격과 세계기획자적 열광에

반발하여

어떠한 보편

적 법칙성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 언어의 자유성과 부조리성을 내세움으로

써， 프로젝트적 야망을 실현시키는 단순한 메커니즘이고자 하는 국가의 권리주
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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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아방가흐드와 오히려 맥을 같이 한다 3)

아방가르드가 예술/비 예술의 문제제기 수단으로 문학적 컨텍스트 속

에서 비문학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술/비예술의 경계에 대한 첨예해진 의식
을 가지고 비예술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공략하는 확장주의적 논리를 따르거나，

또는 모든 예술적인 것을 추출하여 비예술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수축주
의적 논리를 따랐던 것과 비교하면， 나보코프와 소콜로프는 첫눈에 전통주의자

로 보일 수도 있다. 첫번째 확장주의의
예술기획이

경우， õ뻐T 의

현실공간에

대한 공격적

이들 두 작가에게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터부시되

었다면， 두번째의 경우， 텍스트를 모든 이질적인 요소로부터 정화시키려는 수축

3)

pop-art와 개념주의적 방향의 출현과 함께 시작하여

앞의 두 아방가르드가 지녔던

언어입장의 상호대립을 해소시키려 한 제 3아방가르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희숙，
「아방가르드의

맥락속에서

살펴본 모스크바 개념주의의

제 3차 국제 학술대회 논문 요약집 J ，

1995,

28-32쪽 참조.

전략 J ，한국러시아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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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이들에게 상당히 변이된 형태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나보쿄프와 소콜로프의 텍스트를 특정짓는 아크메이즘적인 ‘다른’ 언어는 환
원적이고 수축적인 예술언어와 비교할 때 훨씬 복잡다양한 모습으로 ÕblT 의 구

어적인 말과 관계하면서 언어의 물질성

다층성을 과시하는 언어이다. 이들에

게 예술/비예술의 문제와 연관된 수축주의는 단순히 정제된 예술언어의 형태로
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셜 주인공의 설정과 옐 수 없이 결합되어 텍스트 실
행에 강하게 개입한다.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모두가 예술
가이거나 혹은 예술가이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술가인 자신이 다른 사
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되는가를 절망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편집증， 광기， 비사회적인 도착증， 완전한 눈밟과 같이 그들을 극단적으로 수축
시키는 차별성에 의해 주어진다.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이 차이를 통해 예술가
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며， “삶속의 자리”를 결코 갖지 못하게 하
는 이 차이에 의해 예술가의 고립은 완전한 것이 된다.
소콜로프의 소설 「바보들의 학교 J (UlKOJIa.

1976) 도 이 점에서 마

.lV1Jl l1yp a. KOB ,

찬가지이다，4) 상상유회의 세계속에서 살고있는 주인공은 사회로부터 정신병자
로 진단받은 인간이며， 그를 통해 예술가 존재의 문제， 예술/비예술의 문제는

정신병이라는 수축적인

정신상태의

형식으로 은유화되어

다루어진다. 그렇다

면， 매우 예민한 한 인간이 현실과 만나고 부딪치는 모습이 사회에 의해 처음
부터 정신병으로 진단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용인될
때， 그렇게 용인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는 「바보들의 학교」를 과연

어떠한 텍스트로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자.

2.

이중의식 -

말하기의 셰계창조성과 허구성

「바보들의 학교」의 화자는 언제나 무엇인가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단일언어
의 강제로부터， 결정론적 시스템의 강제로부터， 세속적

일상과 권태로부터， 달

리기와 자전거를 통해，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끊임없이
감행한다. 주인공이기도 한 일인칭

화자는 정신병원에서

근교의 다차촌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탈출과 넘나들기를
퇴원한 후 모스크바

정박아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

4) 소콜로프의 소설들이 발표된 미국의 출판사 Ardis가 나보코프의 소설
공 Van의 거주지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것은 이점에서 매우 홍미롭다.

r AdaJ 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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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소설을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분열증과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어느 학생의

상상세계를 재현하는 텍스트로 읽는다면 이

소설이 지닌 매력의

절반도 살아나지 않는다. 한 인물에 결부되기 전에 이 텍스트는 나(.lI)와 너(TbI)

라는 문법적 범주로 표현되는 두 목소리의 대화이며， 정신분열증에 걸린 학생
은 이 두 목소리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상이한 여러 형상들 중의 한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학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아니라 삶과의

이질성

삶에

삶을 준비시키는 삶을 위한 학교가

대한 무능력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반드시 벗어나야할 부정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상상의 무한으로 들어
서는 문이기도 하다. ‘바보들의 학교’는 주방되고 격리당한 자들의 게토인 동시

에 내적 팽창력， 내적 확장력의 공간이라는 양가성을 지니며， 이 양가성이야말
로 소설 「바보들의

학교」를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의식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현실과 상상현실 사이에서의 부유(浮遊)를 보여
주는 텍스트로 만든다. 거칠고 위협적인 현실과 맞닿은 경계위에서
화자의

상상은 정상적이고 위협적인

현실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웅직이는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상행위， 유희행위가 진짜 현실， 진짜 행동이라고 짐짓 진지
하게 믿는 이중적 의식을 지닌다.
이러한 이중의식을 본질로 하는 상상행위는 결코 정신병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 등은 과격한 형태로 발현되는 그같은
상상행위가 사회에

의해

병적인 것

비정상적인

별도의 존재공간을 지정받게 함으로써

것으로서

처음부터

주위세계와의 관계에

용인되고

있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로부터 화자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손쉬운 동기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신에게 부과된 외적 부자유(정
신병원， 특수학교， 양친의 집 ...)를 빼앗길 수 없는 내적 자유공간， 시적 공간의
창조에 이용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주어져 있는 나쁜 세계에 대해 자신의 상상

세계， ‘다른’ 세계를 맞세우면서， 그러한 자신의 유토피아와 비교할 때 사회에
의해 자동화되고 지시되어

있는 일상세계의 정상성은 오히려

더 환상적인 허

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긴다. 본질적으로， 정박아로 등장하는 이 화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백치， 정신병자， 교화불능자， 반대자， 몽상가로 보일 뿐인 예술
가의 존재를 수축적인 정신상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은
유다

정상성의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상행위의 창조적인 자유욕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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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두번째 에피그라프에서부터 표현된다:

rHaTb , lleplkaTb , 6elkaTb , 06HlleTb ,
c JThIIIl a Tb , BHlleTb H BepTeTb , H JlI>IID a Tb ,
H HeHaBHJleTb , H 3aBHCeTb H TepneTb.

rpynna rnarOnOB pyccKoro
COCTaB~101따iX

~3hlKa ，

H3BeCTHOe HCKnlOQeHHe

H3 npaBHn , pHTMHQeCKH OpraHH30BaHa
M~ Yllo6cTBa 3anOMHHaHH~.5)

하나하나 따로 외워야 하는 어려운 불규칙 동사의 나열은 Karriker가 지적하
듯6) 소설이 진행되어 가면서 주인공 소년이 겪게 될 일들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파불라상의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동사들이 “규칙
의

예외”로서 화자의

언어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기표/기의의 정

해진 대웅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시적이고 예술적인 법칙 - pHTMHQeCKH opraHH30BaHa -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의 말에서 기표는 어떤 의미， 지시된

어떤 대상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언어의

배속질서에 순

종하는 대신， 기표/기의의 차단선을 뚫고 대상을 향해 맹공격을 계속하며， 그
결과 기표/기의의 고정적 귀속관계 대신 기표아래서 기의가 쉴새없이 미끄러지
는 현상이 일어난다.7)
5)

Cama COKOJIOB , D1Ko.na I1.nJl l1ypaKoB , Ann Arbor(Ardis) 1976, 5쪽. 이 후부터 인용문에
는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한다

6) A. H. K없riker， “ Double Vision: Sasha Sokolov ’ s "School for Fools" ,"

Literature Today , 1979, No. 4,

World

611 쪽

7) Lacan은 기표/기의관계의 전복， 즉 기표의 사슬잇기속에서 비로소 기의가 언제나 새롭
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생겨나는 무의식의 언어와 초기 유아의 자아발전단계를 설
명하는 거울단계이론(-먼저 반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반영된 대상이 있으며， 재현하
는 매체， 예를 들연 거울이 재현되는 대상을 낳는다

)을 유비적인 것으로 본다. 어머

니의 젖가슴을 자신의 몽의 일부로 체험하는 공생적 융합상태를 겨우 벗어난 유아가
타자를 객관적으로 지각가능한 분리된 존재로 인정하는 단계로 옮아가는 중간단계，
즉 我와 非我의 경계에 대한 의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머니의 눈이나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주체도 완전히 객체도 아니다. 我도 非我도 아

년 경험영역， 즉 주관적 표상과 객관적 지각사이의 경계가 해소되는 이 매개적이고

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j

규범적

7

체계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는 화자가 주장하는 자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모든 것이 지정된 자리， 지

정된 의미와 기능을 갖는 세계， “나의 자유에 앞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관리되
고 있는 세계”에 맞서 작가 소콜로프는 자유와 변화와 유희를 본질로 하는 예
술적 상상을 찬미하며， 바보이자 정신병자인 특수학교 학생을 주인공 화자로

내세움으로써 금지된 언어로 금지된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예술가의 유희
적 자유를 정당화한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규범적 장르형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 감정， 사고는 너무도 자유로워서 소설이라든가
단편소설이라든가 하는 하나의 정해진 형식속에 눌러담기 힘들다. 그것은 모두
허튼 짓이다. (...) 그런 건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이란 말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설이란 없으며， 따라서 소설의 문제 또한 없다 "8) 러시아의
부조리 문학을 대표하는 발렌틴 카타예프 (BaneHTHH KaTaeB) 는 너무도 자유로운
인간의 내면세계와 너무도 자유로워야 할 글쓰기 방식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

고 있지만， 실상은 여기서도 기존의 형식과 경계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전제되
고 있다. 이는

r 바보들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규범적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여러가지 마이너스-기법(뻐Hyc-rrp때M) 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현실묘사

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관된 사건전개， 뚜렷한 개성적 윤곽을 갖는 주
인공의 정체성， 선상적인 시간의 흐름， 인과율 등은 저열하고 고답적이고 권위
적인 현실의 상식성을 받쳐주는 장치들로서 형편없는 문학적 넌센스일 뿐이다
「바보들의 학교」의
묘사에

의도는 주어진 현실의

선차성에

대한 존경과 그 현실의

있지 않다. 이 텍스트에서 묘사되는 대상은 묘사 자체와 대체로 일치한

중간적인 경험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적인 자아구상과 마찬가지로， 기표/기의의 차

단선에 개한 기표의 맹공격을 통해 기의를 매번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말 역시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한다. 물론 이 세계는 객관적 객체들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독자

적 역동성을 갖는 말을 통해 만들어지고 말에 의해 계속 자극받는 상상의 세계다. 세
계는 재현과 지시의 대상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개적， 중간적 기능
을 갖는 상상적
말을 통해 비 로소 생 겨 난다
]. Lacan, Schriften , Bd .1,
Olten-Freiburg 1973 , 61-70쪽. 이같은 언어실행은 r 바보들의 학교」의 경우 화자의 정

신지체성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
8) Valentin Kataev , “ Gespräch mit Valentin Kataev ,"

1143쪽’

Sinn und Form , 1967 Ok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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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쓰기가 묘사의
r 바보들의

행위이자 동시에

묘사의

대상인

학교」가 묘사하는 것은 텍스트로서의 자기

이같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지 6피T 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텍스트가 텍스트로서의 자신을 직조해나가는 과정을 묘사하
고 있는 소설 첫머리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TaK ， HO C

lI ero

)j(

e HallaTb ,

KaKHMH CnOBaMH? Bce paBHO , HallHH CnOBaMH: TaM , Ha npHCTaHQHOHHOM npyßY. Ha
npHCTaHQHOHHOM? Ho 3TO HeBepHO , CTHnHCTH lI eCKa Jl

OmHÓKa , BOnOKallKa Henpe-

MeHHO Óbl nOnpaBHna , npHCTaHQHOHHOM Ha3 b1 BaIOT óylþeT HnH
He npyn , npyn MO )j(eT 따매 OKonOCTaHQHOHH bJM."(7) 이

첫

ra3eTH뼈

문장에 서

}쩌OCK ，

HO

문제 시 되 는

것은 묘사되는 현실이 아니라 묘사하는 말이며， 담론의 대상이 아니라 담론의
기법이다. 텍스트의 “진리”범주를 이루는 것은 지시대상의 세계가 아니라 단어
그 자체이고， 이 단어들이
이름없는 화자의

텍스트의

계속적인 움직임올 자극하고 촉발시킨다.

이름 “타코이 토 "(TaKoR-TO YlleHHK) 와 그가 역장을 찾아갔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말 “쩨 크토 "(Te KTO npHmnH , 34) 는 오로지

일본말 같은

그 소리 때문에 다음 장면에서 역무원들 간에 일본문학에 대한 토론을 야기시
키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일본작가의

이름은 역무원들의

이름까지

일본식

이름

으로 변화시킨다.

텍스트를 직조해나가는 단어 가운데서도 특히 강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은
동음이의어를 포함한 명사들이다. 나뭇가지와 철도지선을 함께 의미하는 명사
“ BeTKa" 는 두 개의

이야기 타래를 나란히 풀어나가면서 기묘하게 뒤얽힌 이중

상(二重像)을 만들어내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끝없는 문장은 점점 더 많은
가지를 뻗으면서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다 01-13). 이 기이하고도 매

혹적인 언어는 보호받지 못하는 놀랍도록 순수한 인간의 말， 어쩌면 질병과 저
능함만이 그같은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을 말이며

아주 조그만 일상의 세세한

일도 시적 변용의 원천으로 만드는 저지당하지 않는 상상가의 말이다.

이렇듯 이름속에는 세계를 창조해내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까닭에 화자
에게 이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게 인물이나 장소는 이름과 더불어 비로
소 실재하는 존재가 되고， 때문에 화자의 첫 노력은 이름을 알아내는 데 바쳐
진다

"Ho KaK

)j(

e OHa Ha3 b1 BanaCb? PeKa Ha3 bJ BanaCb."(8) "0 HeM , 0 nOllTanbOHe

MHxeeBe: -a MO )j( eT ero lþaMHn깨 6ψIa ， eCTb H óyneT MenBeneB?"(g)

"-KCTaTH ,

TbJ He nOMHHmb ero lþaMHnHIO?"( lQ) 인물과 장소가 실재성과 형체성을 부여받는

것은 이름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며，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 형체가 없다
는 것 을 의 미 한다: “ A KaK Ha3 bJ BanaCb CTaHQHJI?

-j!

HHKaK He Mory paCCMOTpeTb

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j

H3 .ll aJJH." (11)

던

연인이

30B:"

9

이름은 무(無)로부터 존재를 불러내는 주술적인

이름을 부르자 나타날 수 있게 되고(갱 cer.lla

힘을 가져서， 없

B blX O.llHJJa

6 b1

Ha MOß

70) , 사탄의 이름을 들은 노르베고프는 강물에 귀를 씻음으로써 악마의

이름과 존재를 한꺼번에 용해시켜 먼지처럼 공중에 사라지게 만든다 (41).

존재를 불러내고 형체로 물화시키는 말은 당연히 텍스트 세계의 건축자재이
다. 단어는 그 자체 존재가 되고 물(物)이 되며

단어로 구성된 ‘책’은 그 자체

가 ‘삶’， ‘세계’가 된다. 단어의 물질성， 언어의 물질성은 목소리에 들어 있는 육
체적이고 물리적인 성질로 해서 처음부터 강한 물질성을 갖는 ‘말’뿐만이 아니
라，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물질적인 ‘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차량
위원회 사람들이 열차 바깥변에다 분필로 긁적거려놓은 글자와 숫자， 낙서에서

시작하여 역과 그 주변에서 무진장하게 볼 수 있는 백악과 역이름 ‘백악’， 강이
름 ‘백악’으로 나아가는 화물열차 이야기에서 애초에 필기도구의 이름으로 동장
했던 ‘MeJJ’은 전 세계의 건축자재
3 b1 BaJJaCb

MeJJ ,

H peKa -

Ha3hlBaTbCSI HHaqe KaK

TYMaHHaSl

MeJJ.

전 세계의 이름이 된다: “ A

6eJJa Sl

caMa

CTaH뻐SI

peKa C MeJJOB blM H 6eperaMH -

Kopoqe , Bce

Ha

He MOrJJa

3 .ll eCb , Ha CTaHUHH H B rrOCeJJKe , 6 b1JJO

'(31)

rrOCTpoeHO Ha 3TOM MSl rKOM 6eJJOM KaMHe. ’

「바보들의 학교」에서 물적 설재성을 획득하면서 세계를 구성하고 텍스트실
행을 추진시키는 말은 굳어버린 재현의 기호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언어와 그 위에 기초하고 있는 이미 결정된 세계에 대해 「바보들
의 학교」는 흥미로워 하지도 않고 경외심을 표하지도 않는다. 움직일 줄 모르
는

언어，

pa6cTBo ,

달릴

줄

모르는

말은

‘잉크와

백묵의

81)을 의미한다. 세계를 창조하는 말이

하고， 달려야하고， 그렇게 해서 기호적

예속’ (qepHHJJbHOe H MeJJOBOe

되기 위해 글자들은 움직여야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기차

가 달리고， 바람이 달리고， 자전거가 달리고， 노르베고프의 지구의가 벙벙 돌듯

이， 글자는 전혀 읽을 수 없거나 혹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체되어야 한다. 시스템강요에 의해 채워져
버 린 다음， 화자의

‘선 별 적

있던 모든 의미를 비워내고 잊어

기 억 ’ (TaK Ha3 h1BaeMa Sl H36HpaTeJJbHa Sl rraMSl Tb , 85) 을

통해 새롭고 가변적이고 공생적인 의미연관이 생겨나올 수 있어야 한다. 화자
에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잊어버리는 것은 잃어
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시간적

공간적 상대화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언제나

현재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넙치도록 존재하게 된다. 잊어버림이 지적 저능
함이 아니라 화자의 가장 탁월한 재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연구 제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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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잊고 자신도 잊게 되는 최고의 상태를 화자는 레테강에서 그가
한송이 흰 수련 (HH빼ejl) 으로 변하는 순간에 경험한다 (27). 이 완전한 망각은 새

로운 이름으로 변용하여 부활하기 위한 전제이며

망각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오

는 이름을 통해 화자는 비로소 ‘나’ (R) 를 힘차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바깥으로부
터의 아무런 방해도 방향지시도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완전히 비어 있
는 공간은 그 비어 있음을 채우지 않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는9) 그의 목소리로，
그의 외침으로， 완전히 새로운 외침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비어 있음’속에 자

신을 모조리 외쳐 버릴 때， 비어 있음이 화자의 외침으로 넘칠 때， 그때 그 흘

러 넘침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새로운 나 R가 창조되어 나온다. 아카토프 집
정원의 빈 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HH빼ejl ’를 외칠 때， 그 외침은 빈통의 비어있
음을 가득 채우고 다차마을의

“(…):

jI

HHMlþejl

-

rJIaCOM TBOHM

,

,

하늘 너머로 넘쳐흐르면서

HHMlþejl! -KpH 'l Hmb T bI. H 50 'l Ka

,

‘R’를 만들어

BbIIl JIeBblBaeT H3JIHmKH ero B KpaCHBOe lla 'lHOe He5o

(..J -

HeCeTC jI 3XO -

낸다:

rreperrOJIHHBmHmb HeCpaBHeHHbIM

,

K BepmHHaM

H3JI때KH TBOerO KpHKa: ejl-ejl-ejl-ejl-jljljljl jI -a-

coceH -

H

a!" (1 00)

이렇게 이름과 진정으로 결합되고 ‘나’와 ‘이름’을 비로소 생겨나게 하

는 외침은 기성의

언어와 글자에서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 -

매체와 전달의

직접성 -을 통해 생명을 불러내고 부여하는 창조적인 말이 된다.
말하기를 통해 세계는 창조되고 구성되지만 「바보들의 학교」에서 말이 갖는
또다른 특성은 임의성이다. 말의

히

이름은 신성한 것이

“ ( ...)
lþaMHJIHH -

rrJIOXajl

세계창조력， 세계구성력에도 불구하고 말， 특

아니라， 편의상 만들어낸 말하기의

rra Mjl Tb Ha HMeHa , lla H 'l TO

rrpaBlla? KOHe 'l HO

,

TOJIKy rrOMHHTb

yCJIOBHble , lla)((e

BCe

불과하다:
3TH 싸eHa，

HO eCJIH 5bI MbI 3HaJIH lþaMHJI싸0 ， TO 5 b1JIO 5 b1 Yllo5Hee

paCCKa3 b1 BaTb. HO MO)((HO rrpH llYMaTb yCJIOBHylO lþaMHJIHIO
Bce

산물에

eCJIH HaCTOjl m. ee."( lQ)

,

OHH

-

KaK

HH KpyTH

-

숱하게 사용되는 고유명사는 얼핏

사실적인 현실묘사의 환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 어느정도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임의로 맞바꿀 수 있는 암호들이다. 화자부터
우선 철저하게 이름없는 모모학생으로 부리는 이 소설에서 많은 인물들은 여
러

9)

이름， 여러

모습으로 존재한다. 럽숙부리 ‘우체부’이자 ‘바람을 보내는 자’

화자는 그의 외침으로 채울 수 있고 새로운 말이 아주 잘 울려퍼질 비어있는 모든 것

- 빈 흠통， 텅 빈 다차촌， 빈 교실， 빈 복도， 빈 화장실， 빈 깡통， 빈 다리， 빈 신문， 속
이 텅 빈 지구의， 빗물에 씻겨 의미를 잃어버린 텅 빈 편지 등 - 에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느낀다，

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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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WIal。띠liR BeTep) 인 ‘미헤예프’는 때로 ‘메드베제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때

로는 ‘미헤예프 혹은 메드베제프’로， 때로는 또 ‘파블로프 교수’로도 불린다. 지
리교사 ‘노르베고프’는 어떤 때는 ‘파벨 페트로비치’로 어떤 때는 ‘사블’로 불리
고， 일본작가 가와바타에 대해 얘기하던 ‘세몬 니콜라예프’는 곧 ‘쭈네오 나카무

라’로， ‘표도르 무롬체프’는 ‘무로마쑤’로 바뀐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

는 ‘아버지’는 동시에 억압적인 ‘검사’이며， 그런 그는 아버지인 국가， 아버지 스
탈린의 이미지와 결합된다. 유대여자에다 마녀에다 밀고자에다 노선에 충실한
교무주임인 늙은 여자 트라흐텐베르그는 동시에
주인공의

연인이고 학술원 회원 아카토프의

틴베르겐이고， 여교사이면서

어린 딸 혹은 나이찬 딸인 베타

아카토바는 같은 반의 아픈 여학생이자 장미이자 바람장미이자 묘지의 꽃이자
아카시아 가지이자 철도지선이면서 ‘베타 아르카지예브나’， ‘베트카’， ‘베토치카’，
‘로자’， ‘로자 베트로바’로 불린다.(특수학교 학생의 연인 베타와 지리교사의

연

인 로자 베트로바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채 같은 문장， 같은 맥락， 같은 상
황속에서 얘기된다.)
이렇듯， 이름은 말하는 자의 장난감이며， 언제라도 지워질 수 있는 것， 지나
가는 것이며， 결코 말하기의 고유한 역할이 갖는 최종단계가 아니라 중간단계
에 불과하다. 이
는 이름의

인물들이 불러내는 인물들 또한 과도적 형상에 불과하며， 이

복수성과 함께 존재의

이중성， 복수성， 나아가 허구성까지도 낳게

된다. 로자 베트로바는 아마도 존재한 적이 없는， 다만 세상의 모든 것처럼 지
어 낸 것 일 뿐인 소녀 일 수 있으며
BO 'l KH
CBeTe."

HHKOr .o a

168) ,

He

6blJlO,

H

MbI

("lla , B03MO ll< HO , a B03MO ll<HO , '1 TO TaKo ìl:

npH.nyMa JlH

ee

CaMH , KaK

H

BCe

OCTa Jl bHOe

.oeHa

바람을 보내는 자 또한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어쩌면 존재한 적

조차 없는 전설적인 존재이다 ("HHKTO
H He cymecTBoBa JlO BOBce."

He BH .o e Jl 3Toro '1 e Jl OBeKa , ero , B03MO ll< HO ,

11) 소설의 영웅적 주인공격인 노르베고프 역시 결

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혹은 존재하지

않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가 단지 화자의 상상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암시는 텍
스트 곳곳에서 주어진다. 학교 남자화장실의 창턱에

112) 소년소녀를 위한 책시리즈 “ KHHra

3a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73，

KHHroR" 의 장서표 - 하얀 아침 햇빛

을 배경으로 풀밭에 앉아서 책을 읽는 소년의 모습 - 와 흡사하고 이 모습은
화자가 다차 정원의 풀위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에서도 되풀이된다 (41). 이렇

듯， 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곧 책읽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구성하는
것은 다름아닌 ‘읽기’이다. 읽기， ‘책’의 기호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책읽는

러시아연구 체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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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동시에 ‘얽혀지는’ 세계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노르베고프가 “ KHHra
3a KHHrolf'를 읽는 화자의 상상속에 존재하는 인물일 수 있듯， 처음엔 아주 신

빙성있어 보이던 화자의 정체성 -

학생 - 또한 상상이 만들어낸 다른 인물들

의 형상과 같은 차원의 것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소설과 인물의 허구성， 문학성에 대한 강조는 존재하고 있는 문학작
품이나 문학전통에 대한 경외심과 결합되지 않는다. 화자는 한권 한권씩 (KHHra
3a KHHrOß) 독파해나가는 방식으로 책올 읽지

않는다. 책과 책의 경계， 문학사

조의 경계， 금지된 문학과 허용된 문학의 경계， 스타일의 경계， 책속에 담긴 문
화적 가치의 경계 둥 모든 경계를 무시하면서 그는 오로지 “무원칙성의 자유”
에 따라 “아무 책이나”

“한권당 한쪽씩” 순서없이

p Jl.llOM , Ha TpaBe , H t깨TaJIH pa3H Ll e KHHrH ,

(…)

읽는다: “ (..J a 뻐 CH.lleJIH

HaM TPYllH O 'i HTa Tb .llOJIrO OllH Y

KHHry , MLI 'i HTaeM CHa'i aJIa OllH Y CTpaHHUY OllH Oß KHH대

a nOTOM OllHY CTpaHHUY

.llPyroß. 3aTeM MO :I<H O B3 J1 Tb TpeTb lO KHHry H TO ll< e npO 'iHTaTb O.llHy CTpaHHUY , a

YlI< e nOTOM CHOBa BepHyTbcJI K nepBOß KHHre. ’'(41)
읽기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인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는 존
재하는 문학모댈들을 낚아채고 가혹하게 다루면서 자신의 말하기를 위한 장식
으로， 유희파트너로 삼는다.
“차례로 한권씩”이 아니라 “아무 책에서나 한쪽씌” 읽는 화자의 책읽기처럼，

소설의 구성 또한 “정돈된” 현실묘사로 재구할 수 없는 임의적인 허구성에 주

목하게 한다. 특히 4장과 5장은， 5장 끝에

가서

작가가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간섭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아카토프의 정원에서 화자와 아카토프가 나누
는 대화로 되어있다. 소설의 삼분의 일이상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화자는 아
카토프의

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물러나오고 되돌아가면서

대화를 계속하지

만， 그곳에서의 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 아차토프집 방문 - 을 화

자가 자신의 ‘너’( TbI)에게 이야기하는 지어낸 회상의 일부， 미래에 대한 회상일

뿐이다. 이 방문은 화자가 아버지의 지시대로 책상앞에 앉아서 신문기사를 베
껴쓰는 동안 생각해낸 것에 불과하다. 화자의 한 목소리는 자신들은 아카토프
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핀잔을 주지만， 다른 목소리는 자신이 살짝 집을 빠져
나가서는

정말로

아카토프를

또다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만났었다고

다짐한다 (97).

계속되는

에피소드는

화자는 모든 것을 정말로 있었던 일로 이야기하

고， 우체국 여직원을 유혹하고 싶었던 일도 실제 이루어진 일로 묘사된다 (116).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로 소개되는 만남과 대화들이 실은 상상해낸 것이고 의

사샤 소콜로프의 『바보들의 학교 j

식적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화자는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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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화자는 이름， 동작， 주위 모습같은 디테
일을 더듬더듬 지어내고 선택하며， 그렇게 지어낸 에피소드들을 그는 차츰 허

구적이라기 보다는 짐짓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해나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상가"(서 aKlfe !þ aHTa3epbI", "HeBepO.H TH뼈 !þ aHTa3ep" 40) 인 화자의

계는 의식이

경험을 지배하는 상상의 세계이며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

곧바로 생생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의 삶은 상상속에서

와의 끊임 없는 만남이 다
npOCTO XOpO Ill O exaTb ,

“

"MHe

6blJl0

KaK 3TO

세

대해

이루어지는 주위세계

6e3pa3 J11f1.IHO , KaK If Kyna exaTb , MHe

6μJ10

6hlBaeT CO MHO 때， Korna MHe HIf KTO He MelllaeT

Mhl CJlIf Tb , .H npOCTO 뻐C JlIfJl 060 BceM , tHO Blfne Jl."

(47)

3. 시간과 역사의 바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동시
에건 혹은 따로따로건"(껴 BO Jl eH nocTynaTb KaK XO tI y
BMeCTe If nop03Hb"

If

.H BJI.H TbC .H

KeM yro LlH o

78) - 이 최대주의적 자유선언은 무엇보다도 시간 차원의

재편성을 요구한다. 시간에

대한 창조적 관계에 협입어 미래를 창조하고 과거

를 교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유에의 욕구는 시간의 테마를 단순히 이 소설의 대
상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소설의 본질적인 형식구성소로 만든다. 소콜로프는

그의 텍스트에서 자신은 시간과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님을 여러 방법으로 분명
하게

말하고 있다

"y Hac Bo06 w.e

n Jloxo CO BpeMeHeM -

tI TO-TO

He

TaK

CO BpeMeHeM." (1 5,18) "y Hac

"(78)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서는 허구이

며， 이는 내적인 시간체험이나 심지어 꿈이나 상상을 통해 창조된 시간과도 부
합하지 않는다. 소설의 화자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 정신병원에서 풀려났음에

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으며， 시간개념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차도 아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시계와 달력의 시간은 위조화폐처럼 부당하게 통용되고 있을
뿐， 결코 보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Hallllf KaJl eHnapß CJlß Ill KOM yC JlOBHbl ß

“

Uß!þ Pbl , KOTOp e TaM HanßcaHhl , Hß tI erO He 03Ha tI a lO T ß Hß tI eM He 06eCne tI eHbl , nonO 6HO

!þaJl배If BhlM

neHbraM."(23)

의심할 바 없이 올바른 시간의

정의는 아무도

모르며， 삶을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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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시간속에는 오로지 무가 과거와 미래속에
자리할 뿐 현재의 그 무엇도 들어있지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란 무와 텅 빈 공
허가 자리하는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BO BpeMeHH
HHqTO HaXOnHTCR B npOmnOM H õyaymeM H HHqerO He HMeeT OT HaCTOR~erO ， H B
npHpone CÕnH :t< aeT C HeB03MO:t<HbIM, OTqerO , no CKa3aHHO My, He HMeeT cy~ecTBo
BaHHR ,

nOcKonbKy

TaM ,

rne

ÕWIO

HHqerO , nO n:t<H a

Õbl

õLIJIa

Õbl

HanHUO

ÕblTb

nYCTO Ta," (22)

이러한 시간지각은 인과율이나 연대기적 흐름에 따르는 소설의 선상적 서술

진행을 당연히

도외시한다. “어떻게 시작할까?"하는 궁리로 시작하여， 독자와

의 r 끝없는 수다를 계속하기

위해 종이를 사러 잠깐 바깥으로 화자가 나가는

데서 끝나고 있는 이 소셜은 정상적인 시작이나 끝을 갖지 않으며， 게다가 아
무 곳에서나 둑 끊어져 버리는 문장들은 이 책 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단락들
로 분열하는 시간의

상대성

내지는 시간의

정지상태를 보여주는 텍스트임을

말해준다. 시간관념에 대한 격렬한 공격은 그것에 바탕둔 ‘현실’ 개념의 타당성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루에 다음 하루가 정해놓고 이어지는 시간의 순서란
저질 픽션에

지나지

nHH cnenOBaTb npyr
nHe il:.’'(23) 이렇게

않는다는 선언으로까지 나아간다
3a npyroM , 3TO

"lla H MoryT nH Boo6~e

KaKaR-TO n03THqeCKaR

시간을 포함한 관습적

epyHna

질서에 대한 수동적

-

qepena

인정은 상상력의

결핍에 대한 예속을 의미할 뿐이다. 화자는 사람들이 거드럼피우며 “현실”이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작가는 자유를 향한 이 욕구를 자신의 텍

스트구성에 반영시킨다. 소콜로프는 관습적 시간이나 정돈된 선상적 전개를 무
시함으로써 화자를 ‘시간의 몇’ 10) 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바보들의

학교」에서

시간은 선상적

진행위에서 측정되고 분절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작가는 시간차원을 사후의 삶까지 포함하여 약식적으로 열어두며，
이들 열린 시간차원들간의 불확정적인 관계는 특히 시간부사를 포함한 여러가
지 시간제시 방법을 통해 표현된다. 달력과 시계의 시간은 Korna-TO , CKonbKOTO

BpeMeHH ,

C

TaKorO-TO

qHCna ,

TaKorO-TO

rona

no ... ,

no

HecKonbKy

Ha3 b1 Bae MblX neT , CKonbKO-TO neT nonpRn , BCRKHH neHb H BCRKHH

TaK

ron , paHbme

”재 n03 :t< e , TPH ceBepHble 3HMbI 와 같은 주로 불확정 적 인 시 간규정 에 의 해 대 체

10) 파스테르나크는 시 “ HO 'l b" 에서 예술가를 “시간의 몇에 결린 영혼의 인질 "(Be 'lHOCTH
3aJl O:l<HHK/ y BpeMeHH B nJleHY) 이 라 부른 바
II03

Mbl,

MOCKBa- J] eHHHrpall 1965, c.462-463.

있다 5. DacTepHaK ,

CTHxoTBOpeHHJ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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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방법이 된다. 시간의

흐름은 소콜로프에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전과 이후，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은 맞바꿀 수 있는 것이고， 화자에 의해서
도 그렇게 다루어진다. 6bITb동사를 변화시키고 삶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나
눈다 해도 그 단어들 사이에는 실상 아무런 의미의 차이가 없다. 내일은 오늘
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 시간의 이름들은 본질과 현상과 존재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24). 행동， 동작， 하루의 시간， 계절， 자람과 늙음의 과정
도 반드시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있지 않다. 모든 것은 거꾸로 전개될 수 있다
OH ,

("CKa3aJJ

CHßMajj ,

a

BlI epa ßJJß B npOmJJOM

MO ll< eT

ro /JY"

HalleBajj

121).

OllKß"

25,

"OlleHb

CKOpO ,

B03MO ll< HO

이러한 비결정론적 시간이해를 화자는 어느

철학자의 견해에 기대어 피력하면서 과거를 미래로， 미래를 과거로 파악한다:
06paTH뼈 ClI eT , TO eCTb , llBßll< eTCjj He B Te CTOpOHy

"Bpe Mjj ßMeeT
KaK Mbl nOJJara lI TO

6hlJJO

a

,

TO

M꾀

Cjj ,(...) " (94)

Ha-3hlBaeM

6Y/JYIl( eM

-

TO

y ll< e

,

B KaKylO,

B o6paTHYIO , Ha3all , n03TOMY Bce ,

3TO Bce e Il( e TOJJbKO 6YlleT , MOJJ , ßCTßHHoe 6Y /JYIl( ee

-

lI TO

eM , OHO llOJJll< HO llBßraTbCjj , a

npomJJO

ß

-

H 짜wrlla

3TO npOIIIJJOe ,
He

nOBTopßT-

시간의 연대기적 분절은 선입견에 불과하며， 실제로 작품속의 시간

은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지양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시간은 닫혀진 끝없는 곡
선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교외선 열차나 다차촌 옆을 흐르는 조
그만 강처 럼 자기자신에
Jl eTe , CTpe MjjIl( eficjj

역 행하여

흐른다(“51

npHHallJJe ll<Y OTHbIHe

llatmOH

peKe

npOTHB co6CTBeHHoro TelleHHjj no co6cTBeHHoMy ll< eJJaHHIO."

142)
관습적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화자 뿐 아니라 작가도 추구하는 목표다. 작
가는 이를 위해 자주 화자의
서

이야기속의

서서

그곳에

이야기를 만들어

말을

이곳까지

중단시 키 고

나선 다 ("lloporofi ylleHHK

열차의 바깥변에

씌여있는 닥서에

TOT noe311 -

TaKofi-To ,

작가는 느닷없이
jj ,

aBTOp

TOBapH뼈 H llJJHHHblfi."

31)

KHßrH ,

31)

화물

대해 장황한 묘사를 늘어놓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말을 온 지역에 넘쳐나는 백묵 이야기로 중단시킨다(“ 311eCb
cKo6Kax 3aMeTHTb ,"

홀로

어떤 기차에 실려 어

왔을까하고 궁금해하는 장변에서

llOBOJJbHO jjCHO npellCTaBJJjj lO ce6e

개입하면

낸다. 이를테면， 화자가 아파트 입구에

세워져있는 컨테이너를 쳐다보며 그것들이

떤 구간을 거쳐
화자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직접 내러티브에

jj llOJJll< eH B

부차적으로 삽입된 이 이야기는 차량검사위원회의 어

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백묵 한 조각을 끄집어내는 데서 시작하고， 한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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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긴 이야기가 끝나자 그동안 동작이 중단됐던 그 사나이가 다시 화물차

옆으로 다가가면서

내러티브는 작가의

원래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이

이야기

속에서 기차는 화자가 사는 도시의 역에 도착하고 이제 그 역이 묘사되지만，
여 기 서 작가는 화자에 게 중단당한다(“lla . .!Ioporo엄 aBToP. HMeHHO

Ta K;"

34) 그러

나 여기서 화자는 아파트 입구의 컨테이너에 대한 원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대신， 엉뚱하게도 역장의 파자마에 대해 황당하게 지어낸 이야기를 시작한다.

역사무실에서는 철도 근무자들이 가와바타와 도겐에 대해 토론을 하고있다. 이
토론은 화자의 간절한 부탁올 받은 역장이 “어떠 어떠한 컨테이너”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러 사무실로 들어서는 데서 끝나고 (39)

이제 드디어 독자는 화자

와 함께 아파트 입구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자는 몇 차례의 내러티브 간섭과

중단을 통해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여러 장소와 상황을 거쳐 마침내 출발
점으로 돌아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러티브의 사슬이 정확한 환상(環
狀)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점 이 다. 공간적 으로 이 야기 는 정 확하게 출발점 (화자

의 아파트 입구)으로 되돌아 가지만

시간상으로는 출발 이전의 시점， 즉 컨테

이너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시간상의
나선적

역행은 관습적

이같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텍스트 구성에서 어느 정도 실

현되고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예증해준다.
시간을 계절과 여름날과 겨울의

해들로 재며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기억하

지 못하는 정신지체 화자의 모습，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시간과의 불협화， 시간

에 대한 불이해는 새로운 시간의 창조를 위한 동기화의 기능을 갖는다. 측정가
능한 외적 시간의 상실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소외는 내적인 시간， 정신적 시간

의 획득과 시적 자유공간의 확장에 의해 상대화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
시하는 시간감각을 (24) 화자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기억상실증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병적 증상이 아니라 시간의 창조적 변용과정
이

된다. 시계와 달력의 시간을 무효화시키고 무시제적 ‘현재’의

효과를 낳는

내러티브의 실현 - 그 속에서 시간은 단순히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
조되며， 모든 것을 현재라는 ‘시간의 한 점’에서 느끼고， 그것을 ‘범우주적 동시
성 ’속에 서 농축하여 묘사할 수 있는 화자는 시 간의 감옥을 출구없는 구(球 )11)

11)

BJla뻐MHp

Ha6oKOB , φ'yrHe 6epera , New York 1954, 9-12쪽 참조. F.Ph. lngold,
"IDKO Jla .OJ)j1 aypaKoB". Versuch über Cama COKO JlOB , in: Wiener Slawistischer
AlmαUJch， Bd .3 0 979) , 97-99쪽 참조. lngold는 이 소설의 시간을 “ vorsätzliche
Gegenwart"( 의도적 현재， 미리 기도된 현재)라 부른다.

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j

17

라고 느끼는 예술가에게 주어진 가장 의미있는 일， 즉 시간문제의 예술적 해결

에 다가서고 있다. 그에게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의 창조로서 실행되며， 그의 담
론에서 시간의 묘사는 묘사된 시간과 크게 일치한다.
시간에 대한 존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시간과 유희할 수 있기 위해 소콜로프

는 시간， 날짜， 연도， 어제， 오늘， 내일같이 시계와 달력에 의존하는 시간표기방
법 뿐만이 아니라，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와 같은 생물학적 순서，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 주체와 객체의 경계까지도 밀쳐놓고 뒤집어버린다. 특수학교 학
생은 어린 소년， 사춘기의 풋나기， 성인남자로 뿐만 아니라 달력과 시계의 바
깥에 서있는 존재 - 식물， 물체， 추상개념으로도 등장한다. 주체는 객체의 세계
로 들어서서 그속에서

커다란 합일을 이루며 용해되고， 죽은 자는 산 자들의

세계로 건너온다.(노르베고프는 죽은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동시에 평범한 필
멸적 존재로서 학생들에 게 말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선별적(!)으로 회상되건， 현재의 것으로 체험되건， 미래의 것으로

상상되건， 모든 사건들이 ‘현재’로 제시되고 모든 것이
시간차원의
1'1 3

재편성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시간에

언제나 ‘지금’ 전개되는

대한 저항이고 ("BOCKpe띠 eHHe

MepTB bIX Bcex TeX , qbHMH yCTaMH r J1 arOJlHJl a HCTHHa"

123) ,

결정론적

형식에

대한 예술의 저항이며 정신적 자유의 선언적 표명이다. 소콜로프는 자신의 화
자를 시간과 역사에 대해 비록 무관하진 않지만 그것의 바깥에 살고 있는 실
존으로서， 자신을 에워싼 시간적 현실맥락에 적응할 수도 없고 적응하길 원하

지도 않는 존재로서 내세운다. 여기서 그가 기계적 시간이해에 대치시키는 주
관적이고 내면적인 시간은 유물론적 역사관 12) 을 포함하여 모든 선상적， 진보적

시간개념에 대한 논쟁적 메타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4.
시간차원의
변형상태에

METAMOPφ03A -

재편성， 시간과의 유희가 이루어지는 텍스트에서 모든 것은 늘

있다. 어떤 것도 고정적이지 않고， 대상， 장소， 성격， 이름， 사회적

기능， 심리구조， 윤리적 미적 가치 -

12)

나비의 꿈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A. Boguslawski 는 r 바보들의 학교」를 이 관점에 국한시켜 다루고 있다. A. Boguslawski , “ Sokolov's A SchooI For Fools: An Escape From Socialist Realism ," in: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 1983 , No .l,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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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경계를 넘나든다. 시간을 해체시키고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서 독자

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다른 타입의 자전거타는 사람들 - 단순한 õeJIO대rre띠 CT 가

아니 라

ÕeJIOCHrreaHCT-qeJIOBeK ，

ÕeJIOCHrreaH CT-rpa~~aHHH(47) 이 며 ,

이는 바로 예술가의 또다른 이름이다. 변화에의 욕구가 그때그때 최신의 자동
차를 구입하는 데 그치는 기계화된 인간들과는 달리

이들 자전거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남들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을 고집스레 추구하는 사람， 익숙치 않고
친숙치 않으며 예상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것에 기꺼이 답하는 사람들이며， 어머니의 부름과 아버지의 명령과 학교의 ‘페

렬로’ 시스램과 이웃의 기대를 따르는 대신，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들이다.
안정과 질서의

정상적인 세계에 순웅하지 않는 ÕeJIOCHrre~HCT-qeJIOBeK 의 자

유추구는 ‘바람’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조용한 미풍， 신선한 바람， 몰려
오는 뇌운， 거센 폭풍， 풍차의 진격 둥 소설속 어디에서나 불고있는 바람은 사
슬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공기이며

예고이며， 경계에

대한 불복종과 영감과 궤도이탈을 의미한다. 공기중의

한 움직임도 방해하려하는 바람의
전쟁을 선포하는 아버지에
결국 먼지처럼
이

대상이나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는 폭풍의

흩어질

세상 바보학교의

완고한 적들은 이웃집

지붕위의

풍향계에

의해 대표되지만， 이들 반대세력은 바람의

허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노르베고프가 저

복도와 화장실에서도 설파하는 삶의

어떠

힘앞에

세상에서도

가르침은 바람으로

상징되는 불복종의 찬양이다: “세상에는 바람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Ha CBeTe
오늘HeT“얼굴을
HHqerO ,시원하게
Ha CBeTe해주고
HeT HHqerO
“주머니
, Ha CBeTe
속을 HeT
환기시켜주는”
HHqerO , KpOMe
바람이

내일이면

“소용없는 낡은 건물을 쓸어버릴 것”이고， “참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내

정원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19). 예술가 레오나르도가 자신은 풍

차를 돌려 언제라도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때 (22) ， 바람은 모든 것
을 자유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상상의 힘에 대한 찬미이며， 예술가의 존재에 대
한 정당화이며， 관습과 이성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유해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억압하는 문화관계자들에
을 보내는 자”는 자전거

대한 경고이자 도전이다. 때문에

평화교란자， “바람

벨을 울리며 다차마을을 누비는 우체부 뿐만이

다. 노르베고프와 그의 바보학생들 모두가 “바람을 보내는 자”로 활동하게

아니
될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며， 주인공이 연모하고 숭배하는 여교사 베타 (Be Ta)와 노
르베고프가 사랑하는 여학생 로자 베트로바 (P03a BeTpOBa) 의 이름도 바람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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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퍼와 결합된다.

경계를 뚫고 그 위로 부는 바람， 그 바람을 보내는 자들이 되기로 결심한 바
보들에게 세상은 정해진 하나의 이름

하나의 역할로 살아야하는 곳이 아니다.

시공의 경계， 주체와 객체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인성범주의 경계는 넘나
들기의 대상이 되고， 특히 인물들의 이름과 기능， 직업， 관계 등은 의도적으로
상대화되어 사용된다. ‘나’와 ‘모든 것’의 변화

일인칭 화자의 끊임없는 역할 바

꾸기， 입장 바꾸기는 - 부분적으로 이것은 타자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감정이
입을 의미하는 “기억"(선별적 기억)에 의해 정당화된다 -

앞에서

이미 살펴본

고유명사의 임의성， 허구성에서 드러났듯， 자기를 내어주고 버리는 것까지 포함

하는 철저한 변신을 통해 비로소 자기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며， 모든 형태의 결
정론과 객관화에 대한 저항과 자유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Me TaMop!þ03a 를
실현하는 가장 섬세한 보기로 화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애벌레의 탈바꿈’
인 ‘나비’다. 나비처럼 MeTaMO때03a를 통해 경계위로 비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화자에게 나비는 어렵고 즐겁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한다. 격분한 아버지로부터 달아날 때， 숙제를
해오지

않은 그에게 교사들이 야단칠 것에

대비， 자신이 먼저 공격하고 나설

때， 화자는 정박아로부터 위대한 나비학자로 변하며， 베타의 아버지 아카토프앞

에서도 그는 자신의 나비채집을 과시함으로써 환심을 사려한다. 어머니를 따라
할머니의 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화자는 ‘겨울나비’를 쫓아 달아나고， 학교에 대
한 반란계획을 노르베고프에게 말할 때도 어김없이 나비채가 등장한다.
모습을 바꾸는 나비의 능력
함하여 소설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의 능력은 화자와 인물틀을 포

일어나는 모든 변형， 그들의 정체성및 분신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분신과 이중성의 문제는 화자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다른 인물들

의 관계， 혹은 여러

이름을 갖는 인물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텔리

뎌l 이?" 기적소리를 내는 기차는 한 순간후 “다 다-다

에게

답하고(1 22) ， 바보학교의

한 여학생은 자신에게

두델리-례이”하고 자신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대해 다시 스스로 답장을 보낸다(1 68). 강물을 들여다 보던 화자는 거기서 자
신을 향해 미소짓고 있는 얼굴을 보고

같은 강위를 날던 갈매기는 물위에 비

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신과 매우 비슷하지만 강건너 어딘가에 살고
있는 다른 갈매기라 여긴다. 화자는 갈매기가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솟구

쳐 날기도 하면서 강물속의 갈매기와 잠깐동안 합쳐지거나 오랫동안 헤어지는
모습에서 ‘자신’과 ‘다른 자신’의 관계를 연상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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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분명한 MeTaMoptþ03a 의
새신랑으로，

엔지니어로，

시범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화자는 과학자로，

혁명가로， 자전거나라의

시민으로， 수련으로， 자유와

존엄성올 위해 싸우는 십자가로 변한다. 가와바타와 도겐에 대해 토론하던 두
러시아인은 일본인으로 변하고， 노르베고프는 마지막 수업에서 새로 변하는 목

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음악가들은 농부의 낫질에 베어지는 밀처럼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계속된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살아있고， 그것은 바

로 어제만 해도 우리중의 하나였던 월츠다. 사람은 사라지고 소리로 변했으나，
우리는 결코 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퍼 MY3에K IJ. - HrpaeT. OHa
ce6e , 3TO

no

-

BaJJbC , KOTOpblR TOJJbKO

H3qe3 , nepemeJJ

qeJJOBeK

이렇게

B

3ByKH , a

Bqepa KeM-HH6Y,llb H3

뻐

HHKOr ,lla

He

y3HaeM

lI<HBeT

HamerO qHCJJa:
06

이름바꾸기， 모습바꾸기， 본질바꾸기로 가득찬 텍스트에서

란 상상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CaMa

3TOM"

27)

정체성이

따라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의학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되는 정신분열증은 여기서 결코 불
행이나 재앙만이 아닌 자유이며 축복이 된다. 소셜의 담론은 제 1 화자와 그의
분신간의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이중성의 해결에 의한 정체성의 획득은 소설의

화자나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학생의

병이 이미

예전에 ‘나았다’고 시

사되고 있지만， 이중성의 해결은 이 소설속에 없으며， 끊임없는 이중성과 분열

성의

창조는 결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 즉 상상력이다.

베타때문에 거의 열병에 빠진 화자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정체성은 다른 모든
것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

경계긋기가 아니라 계속적인

분열과 겹침， MeTaMoplþ03a 에 본질을 두며， 이러한 텍스트는 서로 다른 여러 겹
의 읽 기 를 자극한다:“ OH ceRqac jf ceRqac BeTa jf O,llHH jf npomy npOCTHTb MeHjf"

(75,

“그는 이제， 나는 이제， 베타， 난 혼자야， 난， 제발 날 용서해 줘" 혹은 “그

는 이 제 나， 베 타는 이 제 나， 나만이 , 날 용서 해 줘 .") “,ll a nOMOll< eT HaM 60r He
CORTH C yMa OT nenem lOmeR BHemKOJJbHoß cTpacTH" 라고 기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끊임없는 정체성의 분열을 가져오는 열정의 고통 때문에 화자는
미 쳐 버 릴 것 같지 만， 그러 나 푸슈킨의 시 rHe ,llaß MHe Eor COßTH C YMaJ 13) 와의

상호텍스트성은 이 기도가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해 준다. 미쳐서 쇠
사슬에 묶이게 되면 나이팅게일의 말은 노랫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 없으리라
고 푸슈킨의 시적 화자가 두려워하듯， 소설의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도 미쳐버
13)

A. C. nymKHH , C06p8. HHe

CO 'lHHeHHIt B l1eCJl TH TOM8. X,

MOCKBa 1981 , T.II, c.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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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그는 이미 정신병자로 진단받았다)， “그곳” 정신병원에

서 정체성치료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상상력과 자유를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다.
푸슈킨의 또다른 시

rnOpa , MOß

.llpyr ,

nopa! ... J 14l 에서

인용되어 소설에서 후

렴처 럼 반복되는 다음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 3HaßTe , .llpyrlf ,
CBeTe C 'laCTb~ HeT , HIf'l erO nO .llOÕHOrO , HIf'l erO nOXO :l< erO , HO 3aTO eCTb :l< e B KOH l.\ e KOH l.\ OB nOKOß

If

BO Jlll ."(19)

rOCnO .lla!

Ha
-

이 렇게 설교하는 노르베고프가 평

온과 자유 가운데 자유-바람을 택했듯， 화자도 분신과 하나가 될 때에만 평온
과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물리치고 ‘평온없는 자유’를 택한
다. 나비의 꿈을 현실속에 함몰시키길 거부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정체성을 거

부하고， 감히 ‘다른’ 존재가 되기로 함으로써， 그는 정체성의 압박과 평온의 인
생철학으로부터 자유롭게 남는다.
분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자신을 끊임없이 타자속에 세우고 끊임없이 타

자로서의 자신과 말하는 화자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제 3자에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때문에 그는 3 인칭 문법범주를 지켜낼 수 없다. 베타， 레오나르도， 아카
토프， 노르베고프， 어머니와의 에피소드에서처럼 애당초 3 인칭으로 시작했던 그
의 이야기는 곧 1-2 인칭의

말， 대화적인 말의 소용돌이속으로 미끄러진다. 그

런 경우 대부분 대화의 주제로부터

대화의 상황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화자

는 묘사대상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잃고 대화상황 자체를 그대로 재현
한다. 페릴로교장이

슬리퍼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자신일지도 모르는)

어 떤 바보같은 학생 하나가 입 을 쩍 벌리 고 혀 를 길 게 내 뺀 채 아 - 아 - 아

- 아 - 아 - 하고 소릴 내질렀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면서 화자는 자신
이 직접 그 학생이 되어 소리를 지른다. 그는 같은 반학생이 그런 식으로 소릴

질렀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아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충분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여러
차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간단한 3 인칭 서술방식에 성공하지
못한다: “ - 3TOT MaJIb'lIf K 3aKplf 'l aJI , nO 'l eMY-TO O'l eHb 3aKplf 'l aJI , BOT TaK. a -aa -a -a -a -a -a! 113BIf HIf, MaMa , ~ nOHIfMalO, BOBCe He OÕ~3aTeJIbHO nOKa3hlBa Tb , KaK

IfMeHHO
CKa3aTb ,

Kplf 'l aJI

'l TO

MaJIb 'lIf K ,

위의 책，
BOJ\JI페다.

ÕOJIee ,

'l TO

nana

OT .llhlX aeT ,

O.llIf H MaJIb 'lIf K 3aKplf 'l aJI , MOJI , O'l eHb CIfJIbHO

BOT Ta K: a-a-a-a-a-a-a!

14)

TeM

236

If

.llOCTaTO 'lHO

npOCTO

HeO :l<lf.ll aHHO KplfKHyJI

(...)"(83) 네번에 걸쳐 더 이 천치같은 외침을 실연해

쪽. 푸슈킨 시의 제 5 행은 “ Ha CBeTe C 'IaCTb~ HeT , HO eCTb nOKoß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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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그는 이야기하는 순간과 이야기되는 순간 묘사하는 말과 묘사되는 말
사이의 시간적 논리적 거리를 취할 줄 모르며

이야기되는 순간과 상황을 절대

화하여 모든 것올 직접적인 현재로 이야기한다. 이렇듯 화자는 다른 사람에 대
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올 다른 곳
거리와 함께

객관화의

타인의 역할속에 옮겨 세웅으로써 시간의

거리를 없애 버리며

“타자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타

자로서의 자신과 말하기”가 되어 버린다.
화자에게

이중성과 MeTaMoplþ03a 의 부정은 예술적 자유의 부정

뿐만이

아니

라 그의 존재 자체의 파괴를 의미한다. 노르베고프가 레테강가에서 주운 병속
에서 발견했다는 ‘사막의 목수’ 이야기는 이를 말해주는 섬뜩한 알레고리이다

034-136):

못 하나와 판자 두개만을 가졌을 뿐인 사막의 목수는 그것으로 십

자가를 만들고는 기쁨에 넘친 나머지 새로 변한다. 사람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다 어떤 목수 한 사람을 매달아도 좋겠느냐고 물으면서 호밀 몇 알로 새를 꼬
드긴다. 목수는 내키지

않지만 결국엔 응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끝맺는다: “오， 어리석은 자여!
자네와 나사이엔 아무 차이도 없고 자네와 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아
직도 알아채지 못했는가? 자네의 그 높은 재주를 위해 만든 십자가에다 바로

자네 자신을 매달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는가? 사람들이 자네를 십자가에 매
달았을 때 자네 스스로 못을 박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는가?" 이렇게 자기자

신과 이야기한 후 목수는 숨을 거둔다 (36).

독자들은 십자가 모티프에서

목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를 기대하지만 이

기대는 곧 어긋나 버린다. 위의 알레고리가 애기해주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하여 죽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이

아니라

분신의

살해는 곧 자신에

대한 살

해라는 것이다. 소설의 세번째 에피그라프 “ To *e HM~! TOT *e 06재 K!"(5) 가 E.

A. Poe 의 소설 rWilliam WilsonJ 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이점에서 매우 시사
적이다. 포우의 소설에서 주인공 윌리엄 윌슨은 자신을 쑥 빼어 닮은 ‘다른’ 윌

리엄 윌슨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윌리엄은 거울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다른’ 윌
리엄과 마주선 자신을 보고 그의

입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 You have

conquered, and 1 yield. Yet , henceforward art thou a1 so dead - dead to the
World , to Heaven and to Hope! In me didst thou exist - and , in my death ,
see by this image , which is thine own , how utterly thou hast murdered
thyself. "15) 마찬가지로 「바보들의 학교」에서도 주인공-화자가 자신의 분열증을
15) E. A. Poe, Se!ected Writings , ed. by D. Galloway , New York , 197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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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데 동의하여 분신성을 벗어버리려 한다면， 이는 평온이 아니라 죽음，
자유를 대가로 치른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설의 화자는 자유를 선택하고， 동시에건 따로건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는 비참한 실존위로 올라설 수

있기 위한 전제가 된다. 바람의 자유가 가능하게 해주는 MeTaMopiþo3a 가 본질적
으로 예술적 행위임은 소설 첫머리에서

이미

암시된다. 바람에 수염을 휘날리

며 바람을 일으키며 바람처럼 빨리 자전거를 타고가는 우체부 미헤예프와 ‘바
람을 보내는 자’의 전설을 연결시키면서， 화자는 이 연결이 조금이라도 시적 상
상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CKOpOCTblO, rro
HerrpeMeHHO
caMblH , KOrO

가능한

것임을

지적한다:

CKOpOCTHOMY BeJIOCHne~HOMY BeTPY , -

rr03TOM ,

HerrpeMeHHO

B nOCeJIKe 3HaJIH

rrOKa3aJIOCb

ÕbI,

'I TO

“ rro

BeTpy ,

H coce~
(...)

-

pO~~eHHOMY

ÕY~b OH XOTb

싸xeeB H eCTb TOT

no~ HMeHeM HaCblllalOII\HH BeTep."(ll) 화자는 시 적

상상력이 결여된 이웃들이 머무르는 현실을 ‘시적 넌센스’의 차원으로 격하시키

고， 자신은 작가와 더불어

만족스런 픽션을 창조하는 데 열중한다. 그들에게

예술은 상상에 의해 변형되고 향상되는 경험이며， “있을 수 있는 일， 따라서 일
어 난 것 과 마찬가지 인 일 "( 깨JIH MOrJIO CJIY'I HTbOI , a 3Ha 'l HT JIOCb ,"

KaK ÕbI CJIY 'I H-

159) 이다. 시적 상상이 만들어내는 MeTaMopiþo3a 는 현실적 사실보다 현실

성에서 뒤지지 않으며， 아름다움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압도하는 보다 실재적인
삶의 방법이다.
상식적

이성이

존중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뿐이라는 인식은 화자에게 무와 비존재에

결국 빈약한 상상력의

소산일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멀쩡한 분

별력보다는 광기를 좋아하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자유의 상실을 슬퍼하
면서 광기에 대한 사랑과 자유의 불가결성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화자는 Me-

TaMopiþ03a 의 능력을 통해 언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비어

있음’과 ‘비존재’를 두려워하기 보다 오히려 환호한다: “ MbI rrpeJIOMJI~eMC~

B rOJIocax rrTH l.\ H

JIIO~eH ，

Mbl oõpeTaeM õeccMepTHe

HeCYlI\ eCTBYlOlI\ ero." (1 46)

자유

롭고 무한한 MeTaMopiþo3a 를 통해 그는 현실의 삶인 ‘나쁜 소설’로부터 ‘좋은 삶

인 소설’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eTaMopiþ03a

능력과 관련하여 홍미로운 것은 작가와의 유희이다바보들의

학교」에서 말하는 목소리들은 ‘낮은’ 인물들의 차원에도 ‘높은’

창조주의 차원

에도 자리하지 아니한다. 마치 서로 공모라도 한 듯 일반적으로 인정되논 현실
관과 유희를 벌이면서 경험을 새롭게 하는 화자와 작가의 대화는 화자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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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간의 대화와 그 형식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 작가는 ‘g ’와 ‘TIiI’의 두 문법적
범주로 대변되는 두 화자중의

한 사람이

때로 자신의

대화 파트너로 삼는 사

람이며， 그 점에서 작가는 다른 모든 파트너들과 맞바꾸어도 상관없다. 백묵에
관한 절(節)에서 처럼 작가는 ‘나’로서 ‘너’인 학생에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lloporoR yqeHHK TaKOR-TO , jI, aBTOp KHHrH , llOBO J1 bHO jlCHO npellCTaB J1j1 IO

ce6e TOT nOe311 - (...),

30-34)

("lla lloporoR aBTOp , HMeHHO

그에 대 해 학생 은 직 접 적 으로 대 답하고 나온다

Ta K:(...) ,

34).

작가와 화자가 서 로 같은 방식 의 담

론과 시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음은 작품의 끝부분에서 작가에 의해 공공연하
게 과시 된다: “ yqeHHK TaKoR-TO , pa3pe뻐Te MHe , aBTOPY , nepeÕHTb Bac H pac-

CKa3aTb ,

KaK

jI

npellCTaB J1j1 IO

ceõe

MOMeHT

nO J1 yqeHH jI

nHCbMa H3 aKalleMHH , Y MeH jI, KaK H y Bac , Hen J10Xajl

BaMH

때 aHTa3HjI，

llOJ1rO~llaHHoro

jI llYMaIO , qTO

cMory." 056-157) 화자는 그를 대신하여 얼마동안 이야기를 끌어간 작가의 노
고와

재 능올

치 하한

다음

(“ nO-MOeMY , BIiI npeKpaCHO

paCCKa3a J1H 0

HameM

nOq TaJ1 bOHe , lloporoR aBTop ,(. .J , 161-162) , 작가와 더불어 허물없이 담소를 이어
간다. 화자는 작가에게 힘있는 자들의 불유쾌한 반웅을 피하기 위해 작품을 익
명으로 발표할 것을 권할 뿐만 아니라
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이

책의 이름을 『바보들의 학교』로 할 것

책은 실제로 「바보들의

학교」라는 제목을 달고 있

고， 속표지에는 실제작가의 이름대신 ‘ABTOp’라는 단어만이

헌사아래 서있을 뿐

이다.

결국 이 책에서 허구적 작가는 두 투사축의 교정

즉 진짜작가와의 상호투사

관계와 인물(화자)과의 상호투사관계가 만나는 교점을 이룬다. 전체적

이야기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있는 제 2장은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행한다. 다른 장
들에서 변주되고 새롭게 결합되면서 반복되는 인물， 사물， 공간을 이미 미니어
츄어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12 편의 짤막한 산문으로 구성된 이 장은 실제작
가가 텍스트의 다른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완전하게 기억해낸
소재를 메모해둔 것으로도

또 화자가 스스로에게 투사한 역할인 작가가 상상

적 공간인 베란다에서 쓴 글로도 읽을 수 있다 .2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곳곳에서 작가는 작가로서의 자신을 구상하는 화자의 기획에 의해 하나의

역

할로 동기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비범한 문학적 재능을 증명
하고 싶어한다. 앞에서

인용한 부분에서도 그러했듯 이같은 부분들(예를 들어

화자가 쓴 작문 숙제)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
게

인물(화자)와 역할작가간의

투사관계는 실제작가와 역할작가의 투사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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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두 투사축의 교점인 역할작가는 텍스트속의 말하기와 텍스트속의 글쓰
기간의 교점이

된다. 텍스트속에서

작가는 고정된 지점에

위치하지

않으며 16) ，

화자와 인물의 위에 서지도 않는다. 경계와의 유희， 질서의 해체와 함께 인물

과 화자와 작가의 말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도 용해되고 해체되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서로를 투사하는 화자와 작가는 서로 유쾌하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종이를 사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마지막 장변에서 최종적 MeTaMoplþ03a 를 감행
한다.

“(...)

뻐

BblXOllHM Ha TblCJI 'i eHorylO yJlH uy H

'iyllecHμM

OÕpa30M

rrpeBpama-

eMCJI B rrpoxo :t(H X. ’'(69) 화자와 작가는 놀랍게도 행인으로 변해있고， 그럼으로
써 그들은 책 바깥으로 이미 나가 있다. 자신들을 불안하게 하던 세계 - 의사，
교장， 아버지， 검열관

의 손아귀로부터 그들은 이미 자유로운 공간에 있고，

길위의 행인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만이 소설속에 남게
된다. 작가와 화자가 더불어

행하는 마지막

Me TaMoplþo3a - 행인 (rrpoxo빼 e) 은

그 자체로 끊임없는 변화와 이행을 뜻한다. 그들은 하나의 정체성속에 머무르
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며， 바람부는 거리에서 꿈꾸는 사람들，

‘새’로 변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 nO

BeTpy AeTeAH AHCTb Jl, ny*H MOpmHAHCb ,

rrpOXO*He , Me 'i Ta Jl rrpeBpaTHTbCJI B ITTHU." (73) “(…) H rrpOXO*He , Crrp Jl TaB rOAOBhl
B BOpOTHHKH , Me 'i TaIOT oõpaTHTbCJI B ITTHu ,(. ..)"(81)
변신과 비상의 꿈을 지니고 행인이 된 화자와 작가는 「바보들의 학교」를 떠

나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남아있다. 상상의 유희， 경계와의 유희
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엄숙한

「바보들의

학교」는

형편없는

소설，

rr03TH 'i eCKa Jl epyHlla 에 불과할 것 인 까닭에 화자와 작가가 소설 바깥으로 나가
는 바로 그 시점에서 r 바보들의 학교」는 좋은 소설로서 끝날 수 밖에 없게 된
다. 얼핏 터무니없어 보이는 소설의 끝은 실상은 매우 필연적인 소설의 완성인

것이다.

16)

이와 달리 A. Karriker와

F.

Moody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이긴 하지만 r 바보들의

학교」에서 화자와 작가의 범주를 분리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고정적인 것으로 해석
한다. 이를테면 Karriker는 앞에서 인용한 그의 논문 (611 쪽 참조)에서 소설의 2장을
학생이 쓴 것으로 보는 반면， Moody는 텍스트의 여타 장들을 위한 작가의 예비적
스케치로 본다 F. Moody, “ Madness and the Pattem of Freedom in Sasha
Sokolov's "A School for Fools" ," Russian Literature Triquarterly , 1979，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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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r 바보들의

*

학교」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타자속에서

이

루어지는 상상적 자아구상이고 자기투사이다. 다른 무대위에 (사회문화적 체계
내에서 보자면 부정적이고 망상적인 역할속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 -

이것은

텍스트주체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나”는 하나의 무대， 하나의 역할 속
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손에 잡을 수 있고 언제나 함께 유희할 수 있
으며 어떤 역할， 어떤 의상

어떤 스타일

어떤 시공적 환경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전능함의 느낌은 국외자적 존재가 갖는 비극성이 아니라 언제라도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유희의 즐거움을 텍스트속에서 실현시킨다. 마찬가지
로 “정박아” 학생은 사회에 의해 용인되고 사회가 마련해준 별도의 공간 -

토- 속에서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상상의

위한 동기부여의

기능을 가질 뿐

게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장시키기

결코 텍스트 주체의 유일한 정체성이

아니

다. “정박아” 학생은 말하는 목소리 “나”와 “너”가 생각해 내고 연기해 내는 하

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며

모든 것

체의 유희의식은 “정박아” 학생에

모든 존재

모든 경계짓기에 대한 텍스트 주

대해서도 면제되고 있지 않다. 유희

텍스트

의 실행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커다란 몫의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침
을 흘리며

웅적

천치같은 소리를 지르는 정박아에 불과하다

인물이자 진리의

유희와 아이러니는 영

포고자인 노르베고프도 그냥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

는다. 그의 진리맹세와 진리고백에는 거짓예언가의 포즈와 시대착오적이고 연

극적인 파토스가 들어
구

있으며

세계심판을 예언하면서 마분지로 만든 가짜 지

지구의 -를 빙글빙글 돌리는 그의 모습은 예언자의 엄숙함보다는 배우의

우스광스러움을 보여준다.
“한권당 한쪽씩”으로 대변되는 책읽기에서의 절충적 융합주의와 넘나들기는
이렇게 가장 영웅적이고 긍정적인 인불과 가장 엄숙한 진리의 선포에

있어서

도 취소되거나 유보되지 않는다. 유희와 변신의 자유는 텍스트 주체가 결코 포
기하지 않는 기쁜 특권이며

바로 이 점에서 소콜로프의 「바보들의 학교」가 보

여주는 예술가존재의 수축성은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들에서와는 사뭇 다

른 의미를 지닌다. 유럽망명시기에 씌여졌던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에서 예
술가존재는 동시에 망명가였으며

이러한 이중적 소외와 고립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의 이중적 수축성은 결코 장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만 할 사

회적 불이익과 연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나보코프(시린)는 자신의 소설속에서

사샤 소콜로프의 r 바보들의 학교 j

예술가-인물들이

중적 수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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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 실패하고 실존적으로 파멸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

대해 벌했다. 이와 달리

「바보들의 학교」에서

예술가존재의 수

축성은 유희와 변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의 창조를 동기
화하고， 따라서 텍스트의 주체는 자신의 수축성을 치료받거나 극복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텍스트가 (수축성을 통해 인간적 중간치들과

는 구별되는) 예술가적 “자아”라는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고 오직 자아만이
그 텍스트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면

소콜로프의 「바보들의 학교」는 타자에게로

나를 무한히 펼쳐나가며 타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버리고자하지 않
는 원심분리적인 유희의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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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ßa ßRH R.YpaXOB C.COkOnOBa
-

*H 3Hb kak nnoxoA pOWaH

,

pOWaH kak xopo.a~ ZH3Hb

KHM XH CyK

ABaHrap,ll

20-ro

BeKa

npHH l.\HnHaJIbHLI1!

nOCTaBHJI

Õ뻐JIO

HeHcKyccTBOM

yCTaHoBHTb

CBOIO

Hepa3p~BHO

H,ll eHTHqHOCTb

.lI 3μK ， .lI 3 b1 K ",llpyroro"

",llpyroR"

,

,

CB .lI 3aHO

H

C

CTpeMJIeHHeM

MHOrHX

,llJIjj

Me llCll)'

rpaHH뻐 Me뻐Y HCKyCCTBOM

HCKyCCTBOM H HeHcKyccTBOM. OÕOCTpeHHOe C03HaHHe
H

pa3JIIi'~eHH.lI

BOnpOC

aBaHrap,llH CTOB

npe,ll CTaBHTeJIeR

aBaHrap ,ll a

ÕhJ)] npOCTO 3HaK nO ,llJIHHHOrO xy,llOllC eCTBeHH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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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T pe ll)' KUHOHH3M HeoaKMeHCTCKO인 3CTeT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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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60KOBa

H

C.COKOJI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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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no B.rpORCY) XapaKTepeH TO llC e

Ha60KOBa

H

COKOJIOBa

CB .lI 3aHHblR C OCHOBHblM BOnpOCOM "HCKYCCTBO/HeHCKYCCT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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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pO .ll MH

pOMaHOB

,

qeM

Ha

.lI 3 비Ka ，

ypoB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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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IH ,

nHCaTeJIH

no

Mepe ,

MeHbmeR

nHcaTe JI.ll MH-XY,llOllC HHKaMH. OHH

KTO

XOT .lI T

.lI BHTbC .lI

OTqa .ll HHO , qeM OHH pa3JIHqa lO TC .lI

cnpa뻐 BalO T

Bce

Te ,

OT ,llpyrHx 찌o ，lleR ， H B KaqeCTBe OTBeTa Ha 3TOT BOnpOC ,ll aeTC .lI HM O,ll ep llCHMOCTb
6e3YMHe

,

aCOUHaJIbHOe

Xy,llOllC HHK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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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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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epmeHHa.ll

pa3HH l.\ eR

,

CJIenOTa.

KOTO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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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HTeJIbHO H ,lleJIaeT HeB03MO llCHblM npHOÕpeCTH KaKOe-HHÕY,llb MeCTO B
MO llCHO

rOBOpHTb

TO

lIC e

repoR-nOBeCTBOBaTeJIb
Cne l.\mKOJ뻐，

COÕCTBeHHOM

KOTOpOrO

3TOrO

0

pOMaHe

pOMaHa

H3rHaJIH

H3

-

C.COKOJIOBa

CJIa60YMHμR ，

OÕ lII, eCTBeHHOR

lþaHTaCTHqeCKOR

Hrpμ.

xy,llOllCeCTBeHHOrO

B

MHpe

MeTalþopH3a l.\HeR

Ca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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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ll e

H

짜rpaKOB.

KOTOpblR

THnHqHO

HX

lICH3HH.

JVIJf

ll)'meBH060JIbHO때

lICH3HH

.lI BJI.lI eTC .lI

DlKoJ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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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qeHHK
lICH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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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llepHHCTCKOR

pe ll)'l.\ HpOBaHHOrO

ll)'XOBH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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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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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paK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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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6Hp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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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nOKa3~BalO，

3a lIl,HIII,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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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

pa3BHB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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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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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aHa
lICH3Hb

Dll< oJIa 1V1J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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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샤 소콜로프의

lþaHTa3HH , KaKHM Oõpa30M cyõbe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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