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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병대』의 단편 구조 분석 

:<게달리〉를 중심으로 

백 준 희. 

바벨 (11. EiaÕeJlb)은 혁명 이후 소련 문학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스타일리스 

트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1) 그가 뛰어난 스타일리스트라는 평가는 혁명과 

내전이라는 당면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기병대KOHapMHjI.JJ를 그만의 고 

유한 세계를 지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 

로 작품 『기병대』는 대중적 인기와 함께 평단으로부터 혁명의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비평가들은 그 

의 소설이 일반적인 리열리즘 소설의 인과관계와는 다른， 작가가 숨겨 놓은 

고유한 내적 연관 관계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2) 즉 바벨의 

*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강사 
1) 슬로님 마르크(1986) w소련의 강7f와 사희， 1917-1977.0, 임정석 백용식 옮김， 열린책 

들， 82쪽 

2) Carden은 기병대 연작 구성에 대해 통합적 (synthetic) 연결이기보다는 계열적 

(paradigmatic) 연결이라고 지적하고(1972: p. 50), CTellaHOB는 숨겨진 내적 연결을 
지난다고 설명한다(1977: c. 33). 이와 관련해 llpo311a는 바벨 작품의 연결이 파편의 
나열에 가까운 반서사적 (aHTH-1I0BeCTBOBaTeJlbH뼈) 성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1966: c. 35.) 그리고 뻐때의 경우는 『기병대』 연작이 시적 구성으로 각각의 단편 
이 유사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988: CC .. 313-314) 한편 
naycToBcK때의 회고에 따르면 작가 바벨 역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내용， 플롯， 줄 

거리 등 없이 문체로 구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1989: c. 43 ,) 



162 러시아연구 제 11권 채2호 

작품이 일면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다루는 듯하지만， 실제 작품 구성에 있 

어서는 시적 형식과 구성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병대』는 

그가 폴란드 원정을 종군하며 남긴 기록인 <1920년 일기llHeBHHK 1920 r.>가 

남아있어， 그가 작품의 소재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변형시켰는가를 취재 노트 

와 비교해 살펴 볼 수 있다. <1920년 일기>에 단편적으로 적힌 취재 노트들 

을 살펴보면 『기병대』의 단편들과 구체적 사건이나 시공간， 등장인물 등에서 

상당한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각각의 소재틀은 소설 속에서 작 

품 자체의 주제나 상징에 맞게 작가에 의해 가공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3) 

그래서 본 논문은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바벨의 작품이 주는 일반적인 리 

얼리즘의 인상과는 달리，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상징체계 속에서 소재 

들을 가공사켰는가와 그런 가공과 상징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며 서 

로 연관을 맺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짧은 단편 하나를 스 

무 차례 넘게 새로운 교정본을 만들기도 했던 작가의 치열한 형식과 문체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병대』 연작은 30여 편의 단편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 전체적으로도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지만， 개별 단편들의 상징이나 주제들의 구성 역시 『기 

병 대』 전체 구조와 상응 관계를 이루며 유사한 주제를 반복한다 할 수 있 

다 4) 달리 말해 『기병대』의 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즈브루치 강 도 

하DepeXOD Qepe3 36PYQ>만으로도 이미 모든 『기병대』 연작의 전체적 의미 구 

조를 예측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유사 구조는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랍 

비의 아들CbIH pa6따>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비평가들은 『기 

병대』의 전체적 의미 구조를 잘 드러내는 단편들로 <즈브루치 강 도하>， 

3) 지명이나 전투 상황 등은 대게 일치하나 상징적 가치에 따라 변형이 있는데，<즈브 

루치 강 도하〉의 경우 실제 노보그라드-볼르인스끄 서쪽에서 더 가까운 강은 슬 

루치 강이며 바르샤바로 향한 고속도로를 따라 처음으로 진격한 부대도 부흔느이 

가 아닌 뚜하챔스끼가 이끄는 부대였다. 그러나 바르샤바 행 고속도로는 1812년 

나폴레옹을 격퇴시키며 러시아 까작 부대가 유럽을 향해 진격했던 유서 깊은 상징 

적 도로라는 점에서， 즈브루치 강은 1921년 리가 협정에 따라 폴란드와 러시아의 

상징적 경계로 인지되고 있던 강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배경으로 변형된 것이다 

Rougle Chales(l996) “Isaac Babel and His Odyssey of War and Revolution", 앤ed 

Cavalη A Critiml Corr따2fIion.E， Northwestem University Press, Evanston, p. 18 
4) WM때는 F7/ 벙대J의 단펀들이 각각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 WMHD BOJJ때(1998) 1"[ψ03il KilK n033HJI~ ， I1Hanpecc , CaHT-neTepõypr. c.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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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렉 씨 naH AnoJlel<>, <나의 첫 거위 Mofl nepBblfI rYCb> , <꼬진의 묘지 

KJla1l6l!Ille B K03HHe> , 그리고 <랍비의 아들> 등을 흔히 개별적인 관심과 분 

석의 대상으로 다루곤 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게달리 rellaJll!> 

는 『기병대』 전체의 의미 구조를 제시하는 상징들이 풍부한 단편이면서도 개 

별적 분석에서는 소외되었던 편이다，5) 표면적으로 우화적 분위기에 전장이 

아닌 후방의 흐릿한 일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기병대』의 전형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세밀히 보면 <게달리>의 의미구성은 다른 

어떤 단편보다도 전체 『기병대』의 구조와 많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r기병대』에서 의미론적 공간들 

<게달리〉의 의미구조는 기본적으로 까작 기병대에 속한 화자와 유태 골동 

품상 게달리라는 대립적인 두 세계의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적으로 화자 

는 게달리와 벌이는 논쟁에서 현재， 젊음(진보)， 그리고 파괴적 혁명을 지지하 

고， 게달리는 과거， 늙음(보수) , 그리고 평화로운 안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등 

장한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혁명을 원한다는 게달리에게 화자는 

혁명을 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면서 두 사람의 이념적 대립은 쉽게 극복되 

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분리와 경계는 절대적인 것으로 느껴진 

다. 

<게달리>에 등장하는 대럽적인 두 인물의 가치관을 비롯해서， 바벨의 작품 

들에는 여러 가지 이념적 대립에 따른 의미론적 공간의 분화가 자주 등장한 

다. 그리고 그런 대립적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고 분열된 것으로 나타난다. 비 

평가들 역시 『기병대』의 공간을 다루면서 흔히 까작 세계와 유태 세계 등의 

이분법으로 이들의 이념이나 성향에서 대립적 특징을 지적하곤 했다.6) 그리 

5) Mendelson의 분석에 따르면 〈게달리〉는 〈아폴렉 씨〉에 이어 『기병대』에서 2번째 
로 상징이 풍부한 작품이다. 작품 길이는 〈게달리〉가 〈아폴렉 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게달리〉에 등장하는 상징들의 밀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Mendelson Danuta(1982) l'Me따!phor in Babel's Short Stories .B, Ardis, Ann 
Arbor, pp .. 136-138 

6) Luplow, Baalι Erlich, 그리고 Rosenthal 등이 모두 유태 세계와 까작 세계라는 2분 
법에 따라 『기병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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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두 공간은 각각 폐쇄， 정체， 문화， 전통， 지식 대 개방， 활기， 야만， 무질 

서， 육체 등의 대조적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 지었다. 단순한 이분법과 

그 공간들 속에서 화자의 갈등상황 등은 『기병대』의 의미 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병대』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공간은 까작과 유태라는 두 세계 밑에 세부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분열되 

어있음을 알 수 있다. 까작 기병대 내에서도 바울린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출 

신의 교조적 공산주의자나 안식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쉬까， 그리스도와 장문 

의 편지를 쓰는 흘레브니꼬프 등은 전형적인 까작 세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꿈꾸는 무정부주의자 시도로프나 기이한 아폴렉의 

예술 세계 등도 이런 단순한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폴란드 귀족 

이나 하시디즘을 추종하는 유태인들도 나름대로의 의미론적 공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이분법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의미 공간으로 구성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 경우 다양한 세계와 공간으로 구성된 분열된 모습의 작품 구조와 잘게 

분리된 의미론적 공간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유기체의 파괴라는 살육이 

벌어지는 전장의 모습이라는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얼굴이 쪼개지고 살이 찢어진 시체나 눈이 빠져 

버린 듯이 부서진 건물들 역시 유기체의 파괴와 분해라는 특정을 잘 드러내 

주는 장치로 등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서진 유기체를 이어 붙이고 거기 

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흐름 역시 존재한다.7) <즈브루치 강 도 

하〉에서 화자에 얼굴이 깨진 유태노인의 시체를 그 딸이 온전한 모습으로 수 

습하고 숭고한 부성애를 이야기해주듯， 총격으로 부서진 기병대장 뜨루노프의 

시신이나 무너진 유태 성당에서 화자는 매번 새로운 의미와 생명의 교훈을 

찾아낸다. 성자의 형상과 죄 많은 가난한 농민들을 예술로 통합시키려 한 아 

폴렉처럼 유태 전통과 까작들의 혁명을 함께 추구한 일리야 역시 새로운 유 

기체의 결합을 시도한 사람으로 주목할 만하다. 즉 『기병대』가 파괴와 분해를 

행하는 이들과 함께 그렇게 부서진 세계를 드러내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새로 

7) 3l!llHHoBa는 『기병대』에 생명에 대한 감각을 드러내는 ‘물질성(TeJleCHOCTb)’ 혹은 ‘육 

체성 (nJlOTCKOCTb)’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향과 함께 그런 흐름에 대립되는 물질과 

생명이 파괴되는 ‘절단(pacceKHOBeHHe) ’， ‘분해 (pa3b51깨e)’， 그리고 ‘분쇄 (pa3J10M)’의 흐 

름이 공존한다고 지적한다. 꺼띠HOBa 6.(1995) “o CTHJle I1caaKa 5a6eJl5l", lf.지'HTepaTypHoe 

0603peH'Hed}. No. 1. 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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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합과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작품 역시 모자이크가 개별적 조각들의 혼재이면서도 원거리에서는 내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형상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파괴되고 분열된 공간 

들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결합된 통합적인 유기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다. 실제로 표면적인 모순과 분열과 관련해서 『기병대』에는 까작과 공산주의 

자들의 혁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의 목소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유태인들이나 

지식인들의 혁명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아이러니가 함께 등장하는가 하면， 내 

전에 대한 승리의 열정과 함께 암울한 패배의 전조가 공존하고， 유태 전통 세 

계에 대한 조소나 회의가 그것에 대한 그리웅과 경외감으로 바해며 서로 뒤 

영키는 모습을 보여준다.8) 혁명에 대해 동반자 작가적인 거리를 두고 양가적 

인 태도를 취하는 화자의 목소리와 함께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 가치전복적 

웃음， 그리고 하시디즘 등은 그런 모순 되고 분열된 모습들을 조화와 통합된 

구상 속에서 결합시키려 한다. 

3. 공간의 분열과 조합 

〈게달리>의 경우에도 이런 분열의 흐름과 조합의 흐름이 공존한다. 우선 

시공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단편 <게달리>는 공간상으로 폴란드 전선 후 

방의 유태 거주지 시장의 골동품 가게로 제한된다. 그러나 작품의 시공간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데， 의미론적 시간이 구체적 시간인 금요일에 머무르 

지 않고 확장되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이 시간은 금요일이지만 그것이 안식일 

전야로 제시되면서， 다가오는 토요일 (cy66oTa)은 단순히 이어지는 요일이 아 

닌 유태 전통의 안식일 (cyõ6oTa :sabbath)로 인식된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은 

일상적 현재의 요일들을 넘어서， 전통， 과거， 그리고 유년이라는 의미로 회귀 

한다. 그래서 혁명과 내전의 혼란이 지배하는 현재와 구별되는 과거와 전통이 

라는 의미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 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 

8) Ehre는 1920년대는 혼란기로 프롤레타리아 작가나 미래파 작가들은 유토피아적 전 
망에 대 해 불안정 한 입 장을 취 하며 극단적 찬사나 풍자로 나아갔지 만， 바벨의 『기 

병대』는 올레샤의 『질투』와 함께 이상적 영웅에 대한 찬사와 함께 아이러니와 풍 

자가 잘 결합된 걸작이라고 평가한다. Ehre Milton,(986) ú"Isaac Babel,g, Twayne, 
Boston,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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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후방의 유태 거주지로 접어든 화자의 여정도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유년의 추억과 유태 전통을 향한 의미론적 이동이 된 

다. 그리고 늙은 게달리의 골동품 가게가 낡고 죽은 것들이 놓인 장소이면서 

도， 훗날 식물학 교수가 되길 꿈꾸는 호기심 많은 소년의 수집 상자로 비유된 

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이라는 화자의 회상과 같은 시간적 층위로 연결된다. 

단순해 보이는 시간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유년， 청 

년， 노년이 비연속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가게에 있는 수집 

품들 역시 골동품， 해골， 엽총， 부서진 그릇 등 세월의 풍파를 겪은 파괴와 죽 

음의 이미지를 지니는 것과 함께， 금색 신발， 단추， 마른 꽃， 나비， 동물박제 

등 유년과 생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 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 

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잡동사니 역시 화자가 떠올리는 유년의 추억과 연결된 

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게달리에게서 노년과 유년의 상징이 죽음과 생명이 

라는 의미와 함께 묘한 대비를 이루듯이， 화자는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이기 

도 한 유태 전통 세계의 파괴자인 동시에 그 세계를 희구하는 자이기도 하다 

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혁명적 파괴의 현재를 지지하는 화자가 자신의 정체 

성의 근간을 이루는 유태전통의 세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 

을 파괴하는 꼴이 된다는 역설을 통해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위에서 지적했 

듯이 바벨 작품에서 드러나는 대립적인 두 경향은 파괴와 분열을 암시하는 

죽음의 이미지와 새로운 조합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우세해 보이는 혼란스런 분열이나 파괴와 부조 

화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순， 분열， 파괴라는 흐름을 상징한다 

3- 1. 분열과 해채: 파괴와 죽음의 상징 

파괴와 죽음을 통한 분열과 해체라는 흐름은 〈게달리>를 비롯한 『기병대』 

전체에서 전면적이고 압도적이다. 그래서 유태 세계의 파괴는 자기 정체성은 

물론 세계 전체의 파괴라는 우주적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확장된다. 

BOT nepeno MHOIO 6a3ap H CMepTb 6a3apa. Y6HTa )!<HpHa51 nywa H306HJIH5I. 

HeMHble 3aMKH BHC5I T Ha JIOTKaX, H rpaHHT MOCTOBOß '1HCT, KaK JIbICHHa MepTBel.la. 



『기병대』의 단편 구조 분석 

OHa MHraeT H raCHeT -- po6Ka51 3se3LIa ... (T. 2. c. 29) 
이욱고 내 앞에 시장이， 그리고 시장의 죽음이 보인다. 풍부한 기름진 영 

혼이 살해된 것이다. 노점 문마다 말없는 자물쇠들이 걸려 있고， 도로의 화 

강암은 죽은 자의 대머리처럼 깨끗하다. 겁먹은 별이 깜박이며 꺼져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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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 세계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기병대』의 서장이라 할 수 있는 〈즈브루 

치 강 도하>에서도 이미 부서진 유월절 제기와 목이 잘린 유태인의 시체로 

드러났다. 이후 화자는 유태 세계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 계속되는 갈등을 보여준다.<브로드이로 가는 길nyTb B 5pOllbl>에서는 유 

황 태우는 악취 속에 파괴되는 벌집이 무너지는 유태 사원의 돌담과 겹쳐지 

고，<꼬진의 묘지〉에서는 학살된 유태인의 가계도(family tree)와 벼락 맞아 

밑동이 쪼개진 박달나무가 함께 놓인다제 <베레스쩨치꼬5epeCTellKO>에서도 

악취를 풍기며 썩어 가는 유태 마을과 유태 노인의 살육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비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화자의 분신에 해당하는 일리야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애도의 어조가 들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름까지 

‘류또프(JlIOTOB)’라는 러 시 아 가명 으로 바꾸고 반혁 명 군을 파괴 하는 까작 기 병 

대 입장에서 선 그이기에 유태세계의 파괴를 불가피한 것으로 심리적인 거리 

를 유지한 채 제시한다 10) 

화자는 〈즈브루치 강 도하〉에서 부서진 그릇 조각을 보고 한 눈에 유태 

천통의 제기임을 알았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유태세계와 거리를 둔 사람인척 

겁에 질린 유태인들을 원숭이 혹은 서커스의 일본인 같다고 멸시하고 집이 

더럽다고 질책까지 한다. 그는 <베레스쩨치꼬〉나 <자모스찌예3aMOCTbe>에서 

도 여전히 유태인 학살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화자는 살육과 

죽음의 무게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 스스로 그런 살육을 태연하 

게 행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나의 첫 거위〉에서는 아 

무렇지도 않은 척 노파의 마지막 식량이랄 수 있는 거위를 죽이고， 까작들과 

함께 유태인에게는 금지된 돼지고기를 함께 먹기도 했다 11) 그리고 <기관총 

9) Hetnyi Zsuzsa(1994) “The Visible Idea: Babel’s Modelling Imagery", fCanadi，α1 

S1avonic PapersJ, Vol. 36, No 1-2, p. 60 
10) 류또프(J1IOTOS)라는 이름은 작가 바벨이 실제 종군할 때 사용한 필명이기도 하다 

JJIOTbllI(사나운)이라는 뜻의 이름에서 작가가 까작 세계로 입문하면서 취한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Rougle, 같은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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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한 가르침YlJeHHe 0 TalJ aHI<e>에서는 기관총 차에서 총을 쏘며 실제 전 

투에 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화자는 〈즈브루치 강 도하〉에 

서 비참한 몰골로 살해된 유태 노인이 그 살육의 와중에도 비장한 부성애를 

드러냈다는 사실에 약간의 충격을 받고 거위를 죽인 후에는 자신의 가슴이 

으깨진 듯한 환상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나아가 <돌구쇼프의 죽음CMepTb 

lloJJrywoBa>에서는 전우와 혁명을 위한 살인이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고，<전 

투 후에nOCJJe 6ojJ>에 이르러서는 아예 폴란드 군과의 전투에서도 장전되지 

않은 총을 들고 돌격하다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기까지 한다. 결국 화자는 

혁명과 승리를 위해 인간에게 총격을 가하는 입장에 이르지 못하고 점차 그 

런 파괴와 고통을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할 

수 있다.<두 이반HBaHbl>에서는 어둠 속에서 우연히 폴란드 병사의 시체에 

소변을 보기도 하는데， 적군의 시신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오물을 닦아 

주기도 한다. 혁명을 위한 죽음이든 반혁명을 응징하기 위한 살육이든 모든 

죽음은 결국 자신의 일부와 세계의 일부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감지되는 것이 

다. 

혁명과 유토피아를 위한 파괴와 살인이 결국은 자신의 과거인 유년과 전통 

이라는 정체성의 파괴로 드러나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역설하 

던 화자도 점차 회의와 아이러니를 느낀다.<게달리>에서 혁명과 파괴의 정 

당성을 역설하는 화자이면서도 실상 그가 찾은 곳은 전장이 아닌 후방의 유 

태 거주지였고， 게달리와의 논쟁 후에는 그가 버리고 왔던 유태 전통과 신앙 

을 다시 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게달리 역시 그런 혁명의 아이러니를 지적했 

다. 

A peBOJJlOl1HJI -- 3TO :l<e y .1l0BOJJbCTBHe. H Y.1l0BOJJbCTBHe He JJIOÕHT B .1l0Me 

CHpoT. XOpOWHe .1leJJa .1leJJaeT XOpOWH꺼 '1e끼。BeK. PeBOJJlOl1H꺼 -- 3TO xopowee 

.1leJJO XOpOWHX JJIO.1leìí. Ho XOpOWHe JJIO.1lH He yÕHBaIOT. 3Ha'lHT, peBOJJlOl1HIO .1leJJalOT 

11) 유태인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화자는 까작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즉 

‘나(JI)’와 ‘타자('1y:l<Oìí)’로 대표되는 유태세계와 까작세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 는 것 이 다. Sicher Efraim(986) I"Style and Structure in the Prose of Isαk 
ßabel.!l, Slavica, Columbus, p. 96 그러나 앞서 거위를 죽일 때 유태 식으로 거위 
를 죽인 후 목에서 피를 뽑아낸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태 전통과 까작 세계의 갈등 

은 남아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JIHõepMaH RKOB 끼bBOBH'I (1996) 대'caaK 5a6eJ1b 

rJ1a3aMH eSpe5l.!l, EKaTepHHõypr , c. 23. 



r기병대』의 단편 구조 분석 

3n~e n~nH. Ho non~KH To*e 3~e ~nH. KTO *e CKa*eT renanH, rne peBO~QH~ 

H rne KOHTppeBOJl~QH~?(T. 2. C. 30.) 
혁명은 만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족은 가정에 고아가 생기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게 마련이에요. 혁명은 좋은 사람 

들의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서， 못된 사람들이 혁명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인 역시 못 

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도대체 혁명은 어디에 있고 반혁명은 어디에 있는 

지 누가 이 게달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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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작들 역시 전투가 진행되면서 승리하고 살해하는 입장에서 패배하고 죽 

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형편으로 바뀐다. 까작 기병대의 폴란드 원정이 전투 

초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듯이 연작 후반에 등장 

하는 <기병대장 뜨루노프3CKanpOHH뼈 TpyHOB>, <체스니끼니eCHHKH> ， <자모스 

찌예>의 까작 기병대들은 전력의 열세 속에서 패퇴하고 낙오하다가 연작의 

결말에 해당하는 <랍비의 아틀>과 <입맞춤Ilol.\eJlì때〉에서는 패주， 죽음， 그리 

고 러시아로의 귀환 등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화자가 인정하던 혁명의 

살육과 파괴에서 드러난 아이러니는 까작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들에게서도 파괴와 살육이라는 주제가 일그러진 모습을 띄게 된다.<저녁 

Betæp>에서는 백내장에 걸린 갈린이 짝사랑하는 세닥부 이리나에게 공산주의 

에 대해 정치교육을 한다 그런데 그가 교육시키는 것은 옛 짜리들의 죄악과 

그들의 죽음이다. 흥미로운 것은 열렬한 공산주의자 갈린이 혁명의 정당성을 

위해 예를 든 구 러시아 제국의 종말과 짜리들의 죽음 역시 과거와 함께 그 

자신의 정체성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소비에트의 탄생이나 유 

토피아 건설에 대한 전망 없이 자신이 속했던 러시아 제국의 죽음과 그것을 

위한 파괴만을 역설하면서 그 역시 파괴되어 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는 못하는 것이다. 

정치교육을 통해서 파괴， 죽음， 그리고 시체를 다루는 갈린과는 달리 요리 

를 통해 생명을 죽이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다듬는 바실리는 같은 살인과 시 

체를 가지고도 또 다른 유기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생산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죽음과 시체를 통해 파괴를 역설하는 갈린이 이리나나 바실리에게 아무 

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지루한 연설자이면서 스스로 병에 시달리고 무너져 

가는 것에 비해， 바실리는 요리와 자신의 건강한 육체적 매력을 통해 이리나 

의 사랑을 차지하며 또 다른 생산적 욕망까지 실현시킨다. 그러나 교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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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지루한 연설로 시체를 뒤적이던 갈린은 새로운 생명이 가능한 사랑의 

기회마저 놓친다.<랍비의 아들>에서도 류또프처럼 전통적 유태 세계를 거부 

하고 혁명에 참가했던 일리야는 심한 부상을 입고 초라한 성기까지 노출시킨 

채 죽음을 맞을 뿐이지만，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기병대의 건강한 여성 타자 

수들은 오히려 풍성한 육체적 생명력을 드러낸다. 

결국 자신이 참가한 혁명과 살인에서 화자는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의 죽음 

으로 혹은 영혼과 인간성의 죽음으로 혹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전이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죽음은 천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죽음으로까지 그 의 

미가 확장되게 된다. 국가와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한 혁명의 여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작은 개인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도 그런 거대 유기체에 못지않 

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죽음으로까지 확장되어 이야기 

된다 그래서 유태 공동체의 죽음을 다루는 <게달리>에 등장하는 노을은 하 

늘에 부드러운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비유된다 그리고 유태 공동체인 시장 

의 죽음은 풍부한 기름진 영혼의 죽음으로 도로는 죽은 사람의 대머리로 이 

야기되고， 게달리는 겁먹은 채 꺼져 가는 별에 대응된다. 파괴되고 악취를 풍 

기는 벌집과 죽어 가는 꿀벌들은 오물로 냄새를 풍기며 파괴되고 살해된 유 

태인 거주촌에 해당된다. 이런 거대한 유기체의 파괴와 죽음이 잘린 목처럼 

구르는 태양이라든가， 질식된 별들， 시체 같은 나무들로 된 숲으로 비유되면 

서 w기병대』의 전장 자체 역시 죽은 것들의 묘지나 시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지옥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국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파괴와 살육을 긍정하 

는 것은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를 모두 죽음의 공포에 이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2. 조합과 생성: 유년과 생명의 상징 

앞서 지적했듯이 화자와 게달리가 보여주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질문은 흥미롭게도 죽음의 그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게 

달리〉에서 이들은 공유하는 유년의 추억을 통해 역설적으로 생명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단편 〈게달리〉와 관련해서 <1920년 일기>에는 “작은 유태인 

철학자. 상상하기 힘든 상점- 디킨스， 빗자루들， 황금빛 신발들. MaJIeHbKHH 

eBpeH IþHJIOCOIþ. HeBOOõpa3HMajf llaBKa -- nHKKeHC, MëTJIbI H 30JIOTμe TyIþJI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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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362)"이라고만 적혀있다. 이 짧은 메모에 언급된 “작은 유태인 철학자” 

라는 메모는 작품에서 왜소한 체격에 작은 손(PY'H<H)， 작은 수염 (60pOlleHKa) ， 

작은 상자(Kopo6oQKa) ， 그리고 작은 물(Bomll.\a)로 구성된 왜소한 유태노인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늙은 게달리에 속한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작 

은 것들을 지시하는 지소형 단어들이라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유년이라는 주 

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단편의 서두에는 화자가 어린 가슴으로 추억하는 

조부모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사라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등장한 

다. 

B cyõõoTHHe KaHyHhl MeH~ TOMHT rycTa~ rreqanb BocrrOMHHaH찌t KOrtla-TO B 

3TH Beqepa MOH tletl rrOrna*HBan *emoA ÕOpOtlOA TOMhl HÕH-33pa. CTapyxa B 

Kpy*eBHoA HaKonKe BOpO*Hna y3noBaThlMH rranbuaM“ Hatl CYÕÕOTHe꺼 CBeq。얘 ” 
cnatlKO phltlana. neTCKOe Ceptlue paCKaqHBanOCb B 3TH Beqepa, KaK KOpaÕnHK 

Ha 3aKOntlOBaHHhlX BOflHax ... (T. 2. c. 29.) 
안식일 전야가 되면 추역의 짙은 슬픔이 나를 아프게 한다. 어느 때였던 

가 이 저녁들마다 나의 할아버지는 노란 턱수염으로 이븐 에즈라12)의 책들 

을 어루만지셨다. 레이스의 머리 장식을 단 할머니는 마디진 손가락으로 안 

식일용 초에 보고 운수를 점치면서 달콤하게 흐느끼시곤 했다. 이 저녁들마 

다 어린 가슴은 마법의 파도를 타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아， 

내 어린 시절의 탈무드는 먼지가 되었구나! 아아， 추억들의 짙은 슬픔이여! 

게달리는 늙었지만 작은 체구와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아기자기한 수집품 

들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겪었으면서도 좋은 사람들의 좋 

은 혁명이라는 순진한 꿈을 지녔다는 점에서 화자 혹은 작가 바벨의 유년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같은 유태 전통의 유년기를 공유하고 있 

다. 이들이 공유하는 유년은 쉽게 극복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대립과 분열 

을 쉽게 무화 시키면서 통합시키는 힘을 지닌다.<게달리>에서 화자와 게달 

리는 모두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그려진다 13) 게달리의 골동품들을 보고， “이 

12)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1089-1167) 이슬람 스페인 시기의 유명한 유태 시인이자 성 

서 주석가， 

13) 바벨의 작품들에서 호기심은 여타의 작가들에게처럼 세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를 예술과 창작으로 이끌게 한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현실세 

계에 대한 매혹과 자세한 관찰은 바벨작품에 특징적인 세밀함과 진실성으로 구체 

화되었다 그리고 밝고 자유로운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은 작가를 어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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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은 후에 식물학 교수가 될 호기심 많고 엄숙한 소년의 수집 상자 같다 

3Ta naBKa--KaK KOpo5oQKa n~503HaTenbHOrO H Ba*HOrO ManbQHKa, H3 KOTOpOr。

BbI따eT npolþeccop 50TaHHKH.(T. 2. c. 29，)"고 묘사한 후， 화자는 작가 디 킨스를 

떠올린다. 이는 작가 바벨이 디킨스의 작품 ~The Old Curiosity Shop.!l을 염 

두에 둔 것으로， 이 경우 골동품 가게 (Curiosity Shop)와 호기심 (Curiosity)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난다 14) 화자가 『기병대』에서 보여주는 태도 역시 전투원 

으로 직접 총을 쏘고 돌격하기보다는， 취재기자나 관찰자로서 흥미로운 곳들 

을 살펴보는 것이다. 류또프가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은 〈돌구쇼프의 죽음〉에 

서나 잠시 보일 뿐인데， 그나마 적의 집중사격으로 이내 닥오된다. 그가 전투 

부대 내에서 담당하는 일은 주로 취재자나 서기 (nHcapb)로 <브로드이 가는 

길>이나 <기병대장 뜨루노프>에서처럼 기록하는 일이다. 그런 그이기에 취 

재와 기록을 위해 따라가는 길은 군작전로와는 다른 개인적 호기심에 따른 

것이다. 까작들이 가톨릭 성당이나 유태 거주지를 살육과 약탈을 위해 진격하 

는 반면， 그는 그들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벽화와 유적들을 관찰한다. 그가 

흥미를 느끼는 인물들인 아폴렉， 게달리， 흘레브니꼬프， 그리시축， 사쉬까 그 

리스도 등 역시 전형적인 까작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기심을 지난 

화자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병사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따라가기에~기병대』 

정체된 유태 공간으로부터 더 넓은 외부세계로 나오게 한 동인이기도 했다 그래 

서 바벨의 작품에 등장하는 호기심은 저급한 욕망에 기초한 엿보기나 엿듣기부터， 

지식과 문화 등에 대한 고급스러운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모두 아우른다. 이런 세 

계와 인간에 대한 호기심은 작가나 일반인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바벨에게만 특 

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 바벨의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철학적 관념적 상징과 다양한 언어적 실험을 통해 내밀하고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일반적이었던 초기 소비에트의 문학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것이었기에 돋보 

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식인과 작가들이 관념적으로는 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환 

영했지만， 그 가혹한 현실의 폭력과 추악함에는 환멸과 함께 도피적인 모습을 보 

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암울한 유태사회에서 유년을 보낸 바벨에 

게는 그런 잔혹한 현실마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대상이었다. 결국 바벨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숨쉴 수 있는 공기를 갈구하는 듯한 

생존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서 외부 현실에 대한 호기심은 바벨이 작가 

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체험 욕구는 작가의 창작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4) Schreurs Marc (1989) FProcedures of Montage in I5Iαzk Babel's Red Cavalrγ.!I， 

Rodopi, Amsterdam,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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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동적인 구호나， 작전 보고서나 신문 기사 풍의 서술과 함께 서술자의 감 

상적인 정서나 회의적이고 우울한 어조가 동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내 2차 

화자 혹은 스까즈 화자의 말이 개입해 들어오고 잠언이나 자연물을 매개로 

한 작가의 주석적인 언급이 침투하는 등 1차 화자의 말에 다른 어조들이 침 

투되면서 화자의 정치적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인 작 

가가 종군하며 기록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판단이나 이념적 평가는 

드러나지 않고기병대』는 그저 혁명과 내전에 무지한 단순한 취재자나 서기 

가 개인적 관심과 일상적 열정들을 담은 사적인 관찰과 기록으로 여겨지게 

된다. 순진한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구성된 듯한 기록이기에 지적인 사유나 논 

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채 혁명에 대한 지지와 회의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달리 역시 수집취미와 호기심 그리고 순진한 이상 등을 지닌다는 점에서 

화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시 탈무드， 라세， 그리고 마이모 

니드 등의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을 지닌 자라는 점에서 빼쩨르부르그 법학 

석사 출신인 화자와 같은 지식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늙은 게달리 

가 지닌 소년 같은 외모와 이상은 결코 유치하고 미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다가온다. 그의 작은 골동품 가게는 훗날 식물 

학 교수가 될 호기심 많고 엄숙한 소년의 수집상자로 비유되고， 왜소한 그의 

이름이 게탈리라는 유태어로 ‘위대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15) 그래 

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제 4인터내셔널 역시 이제 막 설립된 미숙한 

공동체이지만 그 이상만은 레닌의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게달리와 화자가 공유하는 유년의 이미지는 상상력과 마법으로 생명 

의 힘을 드러내기도 한다. 위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화자의 유년은 초를 보고 

운수를 점치는 신비한 마법적 분위기로 설명된다 그런데 게달리가 풍기는 이 

미지 역시 마법의 분위기를 지닌다. 그가 골동품을 만지면서 꽃과 박제를 다 

루는 것은 죽은 생명에 영생을 불어넣는 주술사의 제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가 입고 있는 녹색 프록코트와 검은 실크햇은 마법사나 마술사의 복장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마법은 〈군마보충대장HaqaAbHHK KOH3anaCa> 지야 

꼬프가 다 죽어 가는 말을 일으켜 세우고 아폴렉이 그린 예수 형상이 까작 

15) Friedberg M.(l987) “Yiddish Folklore Motifs in Isaak Babel' s Konarrnija" , 
~ Isaac ßabel.ß, Chelsea House Publishers, New York,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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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경악하게 하는 힘과 연결되어 창조적인 생명력을 암시한다. 그리고 

실제 <랍비Pa66lÖ의 서두에 등장하는 게달리의 가르침 역시 모성을 통한 강 

조한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것이다. 

- ... Bce CMepTHO. BetlHa!l li<Hli<Hb cyli<lleHa TOJlbKO MaTepH. H KOrlla MaTepH 

HeT B li<HBblX, OHa OCTaBJI!leT no ce6e BOCnOMHHaHHe, KOTOpOe H싸(TO ell(e He 

pemHJlC!l OCKBepHHTb. naM!lTb 0 MaTepH nHTaeT B HaC COCTpallaHHe, KaK OKeaH, 
6e3MepHbI꺼 OKeaH nHTaeT peKH, paCCeKalOlI(He BceJleHHylO ... 

CJlOBa 3TH npHHallJleli<aJlH fellaJlH. (T. 2. c. 35.) 
< ... 만물은 다 죽게 마련이다 영생이 허락된 것은 어머니뿐이다. 어머니는 

비록 살아 계시지 않는다 해도， 누구도 감히 더럽힐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추 

억을 남기선다 바다， 저 무한한 대양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강들을 카우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우리들 속의 연민의 정을 키워준다“> 

이것은 게달리의 말이었다 

게달리의 말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 된 어머니와 바다는 

화자의 유년에 대한 회상에서도 할머니와 마법의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유 

사한 모습을 등장했다. 물론 게달리의 가게가 위치한 폴란드의 지또미르는 내 

륙지방으로 바다를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의 골동품점에는 마치 그 

의 작은 가게가 조각배라도 되는 듯， 기선에 쓰이는 맛줄과 나침반 따위의 항 

해도구가 놓여있다. 작가와 화자는 오멧사라는 항구도시에서 유년을 보냈기에 

바다와 배를 볼 수 있었지만， 내륙 출신의 게달리에게는 배라는 상징이 다소 

어색한 듯하다. 하지만 앞서 겁먹은 채 깜빡이는 별이라는 비유를 생각한다 

면， 그리고 <게달리>의 말미에 은하수를 뚫고 나오는 별을 연결해 보면， 게 

달리와 은하수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별 같은 조각배가 연상될 수 있다 16) 한 

편 파도가 일렁이는 대양은 혁명과 내전의 혼동을 개인은 그런 파도에 흔들 

리는 작은 배를 상징하기도 하기도 한다. 즉 물과 바다의 이미지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모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폭풍우와 비바람이 가득한 카오스적 상 

황인 혁명을 암시하는 것이다 17) 그러나 게탈리가 은하수를 헤치고 나오는 겁 

16) Mendelson, 같은 책， p. 41. 
17) 물이 파괴와 죽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몰 후 어둠에 잠긴 즈브 

루치 강은 누군가를 물에 빠지게 하고 성모를 저주하는 절규가 들리는 곳으로 많 

은 병사와 말들을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스틱스(Styx) 강물의 모습을 보여주 

기도 한다.(Falen:1974， p. 138.) <자모스찌예〉에서도 기병대가 만나게 된 어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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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작은 별이듯， 그리고 화자가 파도를 헤쳐 가는 조각배이듯， 이들이 구하 

는 하느님이 걷든 유태식 차 한 잔과 성수는 바다처럼 영원한 모성과 생명에 

가깝다. 그리고 이들이 구하는 생명의 물은 사쉬까 그리스도의 노래가 등장하 

는 <노래>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어업금지구역 (3anOBe.llHble B。뻐)의 

어부에게서 어업을 허가해준 대가로 배운 이 노래는 초원의 별과 어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전투에 지친 까작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는 생명수 같은 것 

이다 그런데 이 노래가 유래한 “ 3anOBe.llHaJ'l BO.lla"는 글자 그대로는 “금지된 

물”이자 “매우 소중한 물”이라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 18) 그리고 마치 진짜 성 

수(聖水)인 듯 이 호수에는 배에서 노를 젖기 힘들 정도로 물고기가 넘쳐나는 

등 생명력이 가득하다 그래서 <게탈리>에 등장하는 작은 물(BO.llHua)은 그런 

거대한 바다와 많은 고기떼로 성장하고 번식할 가능성을 지닌 씨앗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벨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년의 이미지는 그저 미숙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그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거대한 유기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생명의 가능성은 표면적으로는 죽음 

의 이미지가 두드러진 듯한 〈게탈리〉을 포함해서 파괴와 살육의 모습이 가 

득한 『기병대』 전체에서도 중요한 테마이다. 그리고 어린 소년의 소중한 꿈이 

라는 생명과 성장의 모티브는 실제 작가 바벨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BCKHHYTb Ha nne~o BHHTOBKY H CTpenJ'l Tb npyr B npY*KY-3TO, MO*eT Õ비Tb ， 

HHorna 6b1BaeT HerJlyno , Ho 3TO elI(ë He BCJ'I peBOJllOl1HJ'I, KTO 3HaeT,-MO:l<eT 6b1Tb, 
3TO COBceM He peBOJlIOUHJ'I? 

엄청난 비는 화자에게 익사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꿈속에서 유모처럼 가 

슴을 풀어헤친 여인을 만나는데 여기서도 비바람 치는 거대한 물과 함께 등장한 

여인은 모성보다는 가혹한 운명과 죽음으로 느껴진다 익사할 듯한 쥐들의 모습， 

비 맞은 시체 같은 나무들， 어둠과 공포 속에 학살되는 유태인들 그리고 별들까지 

먹구름 속에 질식하는 하늘이 등장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습기는 화자에게 

수술대에서 피어오르는 클로로포름의 파도처럼 느껴진다. 혁명 속에서 모성이라는 

것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던 일리야도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투의 

와중에 부상당한 채 비를 맞으며 죽어간다 전쟁 영웅 뜨루노프도 기관총 세례를 

받으며 전사하기 전부터 머리에서 피가 비처럼 흘러내린다. 물이 피와 총 세례 등 

의 죽음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18) Mann Robert(994), [FThe Dionysian art of Isaac Babel,g, Barbary Coast Books 

Oakland, Califomia, pp ..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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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oÕHO xopomo po*AaTb AeTeA. H 3TO-R 3Ha~ TB~PAO-3TO HaCTOR~aR peBO~UHR. 

(T. 1. c. 163,) 

소총을 어깨에 걸고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아마도 때때로 한심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혁명의 전부는 아니다. 누가 알겠는 

가아마 이것이 결코 혁명이 아닐는지? 

아이들은 잘 태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이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혁명에 죽음과 파괴가 필수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 

서는 건설과 생산이 이어져야 하고， 그런 모습은 바로 새로운 생명에서 발견 

되는 것이다. 혁명이 끝난 시기에 이들 파괴자들은 더 이상 희망의 증거가 되 

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지닌 어린 생명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 

다 19) 그래서 〈즈브루치 강 도하>에서 흉한 몰골의 아버지 시신 앞에서 외치 

는 여인은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며，<저녁〉이나 〈과부〉에서처럼 까작들은 

살육에 대한 정치교육이나 죽어 가는 사령관을 간호하는 동안에도 세탁부들 

과 사랑을 나눈다. 아폴랙의 벽화들에는 젖소를 비롯한 가축이 넘치고 요람마 

다 아이들이 가득한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가 보인다. 그가 들려주는 복음서에 

서는 예수님도 데보라라는 처녀를 구원하고 아이까지 잉태케 한 생명력을 지 

년 존재다 심지어 파괴된 사원에서 병틀고 죽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체르노 

브일리 종파의 랍비 모딸레와 그의 아들 일리야도 비록 육체적인 생명은 소 

멸했지만， 류또프에게 생명에 대한 가르침과 숨결을 정신적인 추억으로 남겼 

다는 점에서는 강한 생명력을 드러낸다.<게달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종교 

적이고 이념적인 것이다. 소년처럼 작은 체구에 순진한 이상을 지닌 게달리는 

착한 사람들의 인터내셔널의 창시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랍비의 아들〉에서 

류또프는 파괴와 살육을 통해 혁명을 수행하는 까작 기병대의 제3 인터내셔 

널에 빗대 그를 제 4 인터내셔널의 창립자(OCHOBaTeJJb)라고 언급한다. 이 인 

터내셔널의 성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지만， 그 이상만큼은 원대하다. 화자는 아폴렉의 예술에 대해서도 실현되 

19) 바벨은 〈모성 궁전> 이외에도 〈조산아HeAOHOCKH) 등의 에세이에서 이미 삶의 비 

참한 모습은 충분히 보아왔으니， 앞으로 자랄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삶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보살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XHMyxHHa HaTaJlHR 

HropeBHa(1991J “KOHapMHR H OAeCCKHe paCCKa3W B KOHTeKCTe J1HTepaTypHoA n。πeMHKH

20-x rOAoB" , KaHAHAaTCKaR AHccepTaUHR , MocKBa, 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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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의 본보기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게달리에 대해서도 실현 불가능한 인터내셔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역 

시나 게달리를 따라 모딸레의 교회로 향한다. 결국 화자에 의해 야폴렉의 예 

술이 생명력을 드러냈듯 게달리의 인터내셔널도 화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 

나고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대가 끊긴 모딸레와 일리야의 하시디즘 

종파 역시 그 영감이 화자에게 이어짐으로써 생명을 이어나간다. 

까작들은 직접적으로 유기체의 생명을 파괴하고 살육을 벌이는 한편， 그들 

스스로 자유로운 열정 속에 성애를 모티브로 해서 생명을 만들어 간다. 단순 

한 성애뿐만 아니라 <소금COJlb>에서 보이듯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처럼 모성에 대한 존경심도 보여준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생명 

의 파괴와 생산을 다루는 것에 비해 비까작적인 유태인들은 유태묘지 비석에 

시처럼 기록된 4대에 걸친 학살의 기록이나 아폴렉의 그림처럼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낸다.때) 게달리와 랍비 모딸레가 속한 하시디즘 종파 역시 파괴 

된 사원과 신자들이 모두 늙고 죽어버린 모습이지만 그들의 잠언과 이상은 

화자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드러냈다. 화자의 기록인 『기병대』 역시 

그런 죽음과 파괴에 대한 기록 예술로 새로운 유기체의 모습과 함께 생명력 

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물론 호기심으로 세계와 인간들을 체험하고 기록하 

려는 화자를 까작들은 ‘발육부진 (KHHllep6aJlb3aM)’이나 ‘침흘리개 (CJIIOHnIη)’로 

부르며 미숙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꾸르쥬꼬프가의 아버지와 형들이 

벌인 복수와 살육 속에서 막내 바실리 역시 어린 나이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독자들은 소년이 남긴 편지 기록을 통해 비극의 가족사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편지의 작성자인 시도로프나 흘레브니꼬프 역시 그들의 남다른 관심 

사에 대해 다른 까작들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낭만적이라고 넘기고， 바보 같다 

고 지적하는 등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버리지만 까작들이 흘린 피의 흔적과 

달리 그틀이 남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글쓰기와 기록의 생명력에 

대해 까작 기병대 장군인 마뜨베이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11 3X, J11Of5a * TbI M05l, Boce).lHalluaT뼈 rOllOK! 11 Hey*eJlH He rroryJl5lTb HaM C 

T0 f50l! ellle pa30K, KpOBHHO'lKa TbI M05l, BOCeMHalluaTbI꺼 rOllOK... PaCTO'lHJlH MbI 

TBOH rreCHH, B버rrHJlH TBOe BHHO, rrOCTaHOBHJlH TBOIO rrpaBllY, OllHH rrHCapJl HaM 

20) Nakhimovsky Alice Stone(1992) FJsaac ßabel, Russi，α1-Jewish Literature and 
Ident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p. 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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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TeÕ51 OCTaJlHCb, 11 3X, J\IOõa M05l! He nHCap51 J1eTeJlH B Te llHH no KyõaHH H 

BbmymaJlH Ha B03llYX ,eHepaJlbCK)'lO llymy C OllHOlO ma,y llHC TaHl1HH .... (T. 2. C. 

57.) 
오， 내 사랑， 십팔 년이여! 정말 너와 한번 더 산책할 수 없단 말이냐， 너 

나의 핏방울 십팔 년이여 ... 우리가 네 노래들을 다 불러 재끼고， 네 술을 

마셔버리고， 네 법률까지 세워 놓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너에 대해 쓰는 서 

기(書記)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아， 내 사랑! 그때 서기들은 꾸반의 들판 

을 날아다니지도 장군의 영혼을 한 발 앞에서 하늘로 보내지 않았다 ... 

혁명을 환영하고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제도와 법률까지 만든 

까작들이었지만， 정작 남아있는 것은 그런 살육과 투쟁을 기록한 서기들과 보 

고서뿐이다. 이런 마뜨베이의 살육과 복수에 대한 회고 역시 『기병대』를 취재 

기록한 화자에 의해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무화 시키는 까작의 파 

괴보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유태인들이 더 강한 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들에게는 모순과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기록과 창작이 

라는 생산적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4. 결 론 

게달리와 화자 ‘류또프’ 사이의 대립적인 양상이 모순되는 듯한 결합들 속 

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 조합을 이룬다는 것은 작품 <게달리>의 서두에서 화 

자의 추억에 등장하는 안식일마다 기쁨으로 달콤하게 흐느끼던 (CJlaJlKO pblJlaJla)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통해 암시되었다. 기뻐서 운다던가， 슬퍼서 웃음이 나 

오는 상황들이 일상에서 가능하듯， 게달리가 꿈꾸는 모순형용 같은 “달콤한 

혁명 (CJlaJlKaji peBOJlIOI.U쩌)" 역시 파괴와 살육이 없는 혁명이라는 의미에서 성 

립 불가능한 조합이지만 이런 “달콤함” 역시 일상의 가능성처럼 충분히 가능 

한 것으로 다가온다. 현실의 모순과 대립이 가능성의 미래에서는 새로운 의미 

와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암시되기 때문이다. 

비록 부서진 파편들의 모습으로 전체를 이룬 『기병대』가 멋진 모자이크의 

모습으로 온전히 승화되었다기보다는， 시체의 조각들을 이어 붙여 새로운 생 

명을 부여한 프랑켄슈타인처럼 기괴하고， 창조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적 

운명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괴한 모습의 『기병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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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현실의 참상에는 어울리는 것이었으며， 그런 현실 너머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대한 이상과 열정이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작품인 셈이다.<게달리> 

에 등장하는 상정체계는 유년과 노년， 과거와 현재， 전통 기억 대 미래와 혁 

명， 삶과 죽음 등 『기병대』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주제와 모티브들을 두 

루 아우르고 있다.<게달리>는 비교적 짧은 단편이면서도 많은 상징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대립적인 상징체계가 또 다른 상징들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징의 흐름은 결국 분열과 대립 모순의 

외형을 하면서도 통합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게달리>의 상징체계 

는 표면적으로 단편적 인상과 상징 이 느슨하게 연결된 채 그저 나열된 것으 

로 보이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제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분열 

과 통합이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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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AHaRH3 CTpyKTypa paCCKa3a B KOHapUHH 

fe.llaJIH 

B3K, ~ltyH-XH 

I1caaK Ea6eJJb OllHH H3 CaMblX 3aMe'laTeJJbHbIX nHCaTeJJ~X ， KOTOpble 

cno606cTBOBaJJ pa3BHTHIO COBeTCKOrO paCCKa3a nOCJJe peBOJJIOUHH. Ero 

npOH3BelleHH~ nOJJb30BaJJHCb XOpOllie꺼 penyTaUHe인 '1HTaJJeJJe때 H lla*e TeOpeTHKH 

JJeBOrO HCKycTBa npO~BHJJH nOJJO*HTeJJbHYIO oueHKy K HHM B 20-x rOllaX, nOToMy 

'1TO B HHX XOpOlliO OTpa*eHO KOHKTpeHTblH o6pa3 peBOJJIOUHH. Ho B TO *e BpeM~ 

MHorHe HCCJJellOBaTeJJH yKa3bIBaJJH Ha pa3JJO*eHHe TpallHllHoHHoro CIO*eTa y 

Ea6eJJ~. TO-eCTb lþa6yJJa y Ea6eJJ~ pa3BHBaeTC~ no CKpbITbIM aCCOUHaw쩌M 

BHyTpH paCCKa3a. Ka*llble paCCKa3 B KOHapMHH nOKa3μBalOT MeHTaJJbHOe COÕbITHe 

H BCe 3nH3011bI HMelOT XapaKTep <np03peHHe). n03TOMy OTlleJJbHbIH paCCKa3 

HMeeT CXOllHylO CTpyKTypy UHKJJbI KOHapMHH. llaHHa~ CTaTb~ nOCB~삐eHa 

paCCMOTpeHHIO BHyTpeHHo때 CB~3H paCCKa3 rellaJJH H KOHapM싸1. 

OÕbI'IHO B CTpyKType npOCTpaHCTBa Ea6eJJ~ 06CY*llaeTC~ llBOHCTBeHHOCTb: MHp 

Ka3aKOB H MHp eBpeeB. Ho 3TO llBy'lJJeHHOe npOTHBOnOCTaBJJeHHe Ha CaMOM lleJJe 

nOKa3bIBaeTC~ MHOrOpa311eJJbHbIM MHpOM. n03TOMy llByxMepHa~ npHpolla 

npOCTpaHCTBa He HMeeT 3Ha'leHHe , HO B CTHJJe y Ea6eJJ~ cyIl(eCTByeT llpyra~ 

llBOHHOCTb. OllHa TeHlleHUH~ < '1yBCTBO *H3Hb) HecyIl(a~ XapaKTepHeHlliee IOHOCTb 

H pa3BHTHe. llpyra~ TeHlleHUH~(pe3Ka~ aHTHTe3a) <'1yBCTBO CMepTb) HecyIl(a~ 

xapaKTep pa3b~THe H pa3JJOM. 

B paCCKa3e rellaJJH paCCKa3 '1HK H rellaJJH npOTHBOCTaBJJ~IOT no Hlle~M. XOT~ 

OHH B3rll~llblBalOT COBCeM llPyrHMH: MOJJOllO때 '1eJJOBeK H CTapHK, Ka3aK H eBpeH. 

Ho OHH HMelOT OllJ’HOKylO IOHOCTb. B rellaJJH OHH CB~3 b1BaIOTC~ llPyr llpyra no 

ÕOllieBHOCTH H CHMÕOJJy BOllbI. B paCCKa3e paCnpOCTpaH~eT CHM60JJbI CMepT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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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HMep: ‘CMepTb 6a3apa, y6HTa lI<HpHa51 .Ilyma, JlμCHHa MeHTBeua, '1epen , H MepTb[ß 

l.\BeT.’ Ho CHM60Jl ~HOCTb TO*e CymecTByeT. re.llaJlH npe.llCTaBJl5leT co6oß 

MaJlb'lHK KOTOphlH 6Y.lleT npo$eccop 60TaHHKH H OCHOBaTeJlb 4-ro 

I1HTepHal.\HOHaJ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