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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문학에서 메타소설의 전통 

례오노프의 『도적 J ， 나보꼬프의 『재능J ，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J ， 비또프의 『뿌슈낀의 집』 * 

김 희 숙 · 권 정 임 · 이 형 숙 •• 

1. 서론 

20세기 러시아문학에서 인간과 예술에 대한 문제들은 다양한 예술형식의 

실험과 주제의식을 통해 고찰되어 왔다 새로운 예술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대두된 현상들 중 하나가 바로 메타 서술양식이다. 이 양식은 20세기 초 

러시아 모더니즘문학에서 시작되어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문학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명칭이나 그에 

대한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반적인 문화 형식이 부상하면서 주목받게 

되었지만， 러시아문학에서는 이미 모더니즘문학에서 그 서사양식이 활발하게 

실험되기 시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메타소설의 제보에 속하는 

작품될플 고찰함으로써 러시아 모더니즘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의 연계성 

및 변별성올 도출해댈 수 있을 것이다. 

메타소설은 상징이나 알레고리 등의 수단 없이 예술 창작 및 예술가와 관 

계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양식이다. 메타소설은 그 다양한 명칭에 

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허구와 현설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숨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 2000 
045 • A200(9) 

** 김희숙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연구책임자)， 권정임， 정희대학교 노어노문 
학과 강사(공동연구원)， 이형숙.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공동연구원) 



2 러시아연구 쩨 12권 재 1 호 

해 가공물로서의 글쓰기의 위상에 자의식적이며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메타소설은 그 문학적 기법에 있어 ‘낭만적 아이러 Y (romantic irony)’1)와 

닿아 있다. ‘아이러니’란 말 자체의 어원이 ‘가장(eironeia/npHTBopCTBO)’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러니는 가시적인 것과 은폐된 것과의 긴장， 말해진 

것과 암시된 것과의 대조에 의해 미적 효과를 달성한다. 아이러니가 이중의 

의미층을 가지고 있듯이， 낭만적 아이러니 역시 이중의 층위， 양가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 즉， 이야기되는 화자 층위의 현실과 그 상층에 존재하는 작가적 

현실간의 대조에 기반한다. 서술되는 현실은 결국 상대적이고 허구적인 것으 

로 판명되고， 그 이면에 있는 상위의 현실， 즉 작가의 주관과 가치가 개엽되 

는 진정한 현실 층위가 드러난다. 낭만주의자들은 이 기법을 통해 세계의 이 

중적 구조를 간파하고， 그 결과로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의 허구성을 드 

러냈다. 메타소설은 ‘낭만적 아이러니’처럼 이중의 층위와 공간 - 겉 이야기 

(Ma l<pO -pOMaH)와 속 이 야기 (MH l<pO-pOMaH) - 을 소유한다. 속 이 야기 는 겉 이 

야기의 내부에 위치하며 작가의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 자체가 폭로됨으로써 메타소설은 ‘낭만적 아이러니’에서처럼 서 

사 객체 위에 존재하는 서사 주체의 우위를 확인시켜준다. ‘낭만적 아이러니’ 

가 고전주의적 세계관의 위기를 표현한 것이듯이， 메타소설은 리얼리즘적 세 

계관의 위기로부터 발생한다. 절대적이고 단일한 세계상을 제시한 고전주의적 

세계관은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따라서 고전주의적 세계의 절대성은 

창조적 주체의 절대성으로 대체된다. 

낭만적 아이러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을 ‘텍스트화’하 

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메타소설은 현실 세계를 작가의 날쓰기 대상인 ‘텍스 

트’안으로 전치시킨다. 작가는 이 텍스트화한 현실 밖에 존재하는， 바흐젠적 

의미의 ‘외재성 (BHeHaXOllHMOCTb)’을 지닌 초월적 존재가 된다. 여기에서 속 이 

야기는 텍스트화한 현실로서， 작가의 글쓰기과정이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묘 

사되는 현실의 핍진성을 소진하고 만다. 속 이야기에서 서술되는 현실은 독자 

들에게 작가의 허구적， 공상적 산물로 인식된다. 모더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이 

러한 현실의 텍스트화는 모더니즘적 사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식의 태동을 위한 단초였음을 인정해야겠다. 

1) Muecke D.C. (986) r아이러니J , 문상수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문학비평총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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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상， 즉 ‘텍스트로서의 세계 (MI1P KaK TeKCT)’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현실의 취소와 동시에 획득된다. 현설의 잉여화， 최소화가 이루 

어지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이 러시아 예술가들에게 일순간에 외 

적인 문화적 이식의 형태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문학에서는 세계를 

‘읽는’ 시각과 관련하여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논의되고 있논 문제들 

을 이미 1920년대부터 메타소설의 형식을 빌어 사유해오고 있다. 

따라서 유형학적으로 근접하는 네 편의 장편소설 - 레오니드 레오노프의 

『도적 (Bop)J (928), 블라지 미르 나보꼬프의 『재능 (llap)J 0937-38) , 미 하일 

불가꼬프의 『거 장과 마르가리 따(MaCTep 11 Maprapl1Ta)J (940), 안드레 이 비 또 

프의 『뿌슈낀의 집 (ny매 K I1HCK I1김 llOM) J (971) 一 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러시 

아 머l 타소설에서 예술과 창작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학적 전통 전반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과 장작적 세계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걸쳐 쓰여진 이 네 작품의 연구를 통해 러시아 메타소설의 

큰 흐픔의 변화릎 읽어보고자 한다. 

2. 본론 

2- 1. 레오노프의 『도적』 절도(뚫益)의 관점으로 보는 인간과 예술 

레오노프는 사실주의적인 철학소설 영역에서 자신이 도스또예프스끼의 직 

접적인 ‘아류 (3TI l1 rOH)’임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작가이다. 시대의 사상적 문 

제들과 인간 보편의 내면적 원리들을 예술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레오노프 

는 도스또예프스끼가 보여준 묘사와 ‘철학적 정제’의 결합을 지향한다 

『도적』 의 구성상의 특정은 메타소설과 철학소설의 서술양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철학소설에서는 대개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대상들과 관련 

된 ‘외적 테마’와 구체적인 시대의 틀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 

게 되는 ‘내적 테마’， 즉 칠학적인 문제라는 두 층위가 형성된다 2) 내적 테마 

를 구현하는 이야기는 저자의 이념적 사유가 발전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소설 

이 철학적 장르로 접근해감에 따라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 전개는 철학적 슈 

2) 5eHbKoB1I4 , M.(1970) rφHJJOCOφCKμR poμdH J/eOHHl1d πeOHOBa~ , 5eJlbl.{bl, c.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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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에 종속되면서 약화되거나 지둔하게 전개된다. 

레오노프의 『도적」 에는 다양한 계보를 지닌 슈제트들이 있다 우선 작가 

-주인공 피르소프가 블라구샤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도둑들과 교류하면서 작 

품을 쓰는 이야기가 표변에 드러나며， 그밖에도 도둑들의 밑바닥 세계가 붕괴 

해 가는 이야기， 이념적 주인공인 드미뜨리 벡쉰과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매듭과 단절의 이야기， 벡쉰이 블라구샤와 결별하기까지의 내 

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이 모든 슈제트 계보가 

피르소프의 글쓰기 과정과 접목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작가 주인공의 

시야를 자주 벗어나고 그의 현실 해석과 모순되는 결과를 드러내면서 독자적 

으로 발전한다. 벡쉰의 범죄 편력과 연관된 모험소설 혹은 탐정소설의 슈제트 

는 그의 사회적， 정신적 몰락과 그것의 산물로서의 범죄행위를 구현하기 위한 

형식이다. 저자 레오노프는 이렇게 다양한 슈제트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귀 

속시키고자 하며， 이런 이유로 정작 도둑질하는 내용은 작품 속에서 전면적으 

로 묘사되지 않고 암시와 은유들을 통해서만 제시된다. 

메타소설로서의 『도적』 에서 예술적 공간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러시아라는 광활한 대지도， 모스크바라는 대도시도 없다. 혁명을 

소재로 하는 소설들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서사적 화폭 대신에 레오노프 

의 소설은 블라구샤라는 폐쇄적 공간을 배경으로 서서히 전개된다(꼬윤 아파 

트 혹은 ‘노아의 방주’， 선술집， 반(半) 지하방들， 대장간， 서커스장， 기차역 

등). 이 비좁은 상황들은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 대화하고 논쟁 

하는 내용의 규모로 인해 더욱 더 협소함을 드러낸다. 인물들의 대화와 자기 

표현을 통해 의식은 움직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며， 도둑의 소굴이 

라는 범죄적 환경 및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시대의 모순들이 표출된 

다. 이러한 배경은 별거벗은 대지가 아닌 별거벗은 인간을 조명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주인공 피르소프는 인간과 세계， 인간과 혁명 등의 문제에 대한 레오노 

프의 사유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구체적인 묘사 대상으로서의 범죄적 환경을 

연결해주는 매개이다. 저자는 때로는 이 작가주인공의 지적 사유를 통해， 때 

로는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이념을 전개한다. 작가 피르소프의 

슈제트는 예술과 관련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동시에 소설 전체를 

구성 하는 다양한 슈제트들을 하나로 포팔해주는 중심 축이 된다. 따라서 『도 

적』 에서는 외적 테마와 내적 테마라는 이중의 층위 속에서 시대의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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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 있는 작가(혹은 광의의 창조자)와 도적이라는 두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새로운 개성의 형성과 창작의 문제를 둘러싼 1920년대 중반의 ‘커다란 

토론(60nbwa~ nHCKYCCH~)’의 단연을 읽 을 수 있다. 

『도적』 에서 두 개의 ‘시점의 중심’ 중 하나인 작가주인공 피르소프는 다 

양한 슈제트들과 저자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결합시킴으로써 서술이 독백적으 

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서술자로서의 피트소프는 또한 저자의 분신이자 사 

상적 매개자이다. 이념적 주인공인 벡쉰은 저자와 피르소프가 창조하는 공통 

의 주인공이며， 그러므로 작가 주인공-서술자 등장인물이라는 유동적 형상인 

피르소프가 벡쉰의 내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은 곧 소설의 겉 이야기 

(서사적 차원)와 속 이야기(철학적 차원)가 결합되는 과정이 된다. 

피르소프， 혹은 ‘바둑무늬의 스프링코트’3)(21)를 입은 시민은 소설 『도적』 

에서 도적에 대한 소설을 쓴다. 그의 주인공은 현재 ‘러시아의 기인 (PYCCKHH 

POKaM6onb) ’, 전대미문의 도적(‘곰렬이’)이 된 시민전쟁의 전설적 인물 드미뜨 

리 벡쉰(일명 미찌까 벡쉰)이다 

피르소프의 창작 구상은 원대하다. 벡쉰을 추적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변두 

리 블라구샤의 빈민굴에 등장한(더 정확하게는， 레오노프에 의해 블라구샤로 

보내진) 피르소프는 벡쉰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인물들의 뒤를 쫓는다. 

마뉴낀과의 대화에서 피르소프는， “보시다시피 나는 작가요 ... 그런데 말이오， 

나에게 흥미 있는 것은 인간의 내밀한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오. 나에게 

는 모든 개개인이 출생의 특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바로 이 특 

정에 흥미가 있는 것이오 ... 나는 인간의 발가벗은 그대로의 모습에 관심이 있 

소’'(38-39)라고 고백한다. 인간을 순수한 모습대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일 

체의 ‘장식물(opHaMeHTYM) ’， 즉 인간의 매력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장막들을 

벗겨 낸 ‘발가벗은 인간(ronbIH qenOBeK)’에 대한 사유는 피르소프의 창작과정뿐 

아니라 ‘신경제정책’(1921-27)이 바꾸어 놓은 일상의 밑바닥을 다루고 있는 소 

설 『도적』 전체에서 작가 레오노프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의식들 중 하나 

이다.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르소프는 글쓰기의 현장성을 추구한다: 

“나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직접 조금씩 조금씩 삶의 의미들을 모으고 싶소. 있 

3) 레오니드 레오노프(1990) r모적J . 강 덕수 옮김. 중앙일보사. 이후 본문에서 작품 인 

용은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 한다. (원문은 lIeoHoB, 1I.(1928) <BOp>, 이'eOHHt1 JfeoHoB J , 
Co6paHHe c。째HeHHIl. T. 3, XapbKOB. 를 참조했음을 밝힌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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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대로의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런데 그 특수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 아파 

트를 몽땅 내 소설 속에 집어넣고 싶소만 ... ’'(40). 발로 뛰는 이 작가 주인공은 

블라구샤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관찰하고， 집요하게 캐물으며 주인공 

의 행적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추측하면서 허구를 날조하느라 기진맥진해진 

다. 주인공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을 둡고， 번민하며， 마침내 여주인공인 마 

샤 돌로마노바(일 명 ‘눈보라 만까’)를 사랑하기 에 이 른다. 따라서 그의 글쓰기 

는 경계 밖에서 관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묘사 대상들과의 공동 체험 

과정을 통해 그 스스로가 인물화 된다. 

피르소프의 이러한 ‘생리학적’ 창작과정은 말 그대로 ‘고역 (KaTOplI<H뻐 TPYll) ’ 

이다. 그의 창작의 실험실은 책으로 둘러싸인 방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현 

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밑바닥 인생들과 도둑들의 소굴이다. 장인정 

신으로 무장한 이 작가 주인공은 짐승의 발자국을 쫓는 사냥꾼처럼， 교활한 

탐정처럼 주인공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그들 하나하나를 실험하고， 한 곳에 

모아 놓고 관찰한다(2부 13장， ‘진까의 명명일’). 그의 등장인물틀은 자신들의 

삶을 훔치려는 작가의 글쓰기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주인공인 미찌까 

는， “당신은 종이 조각을 부스럭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종이 조각으로 사람틀의 옷을 입힐 수 없는 거 아니오，"(100)라고 준 

엄하게 항의하며， 마샤 돌로마노바는，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불 

행한 소설의 희생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204)라고 일갈(一喝)한다. 

그러나 창작과정에서 피르소프가 쓰는 이야기 (nOBeCTb)의 계획과 주인공들 

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계획들은 작가와 그의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논의되면서 변형된다. 초고는 철제 난로 속에서 불태워지고 새 원고가 만들어 

진다. 주인공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권력을 실감하면서 (따냐와 자 

바리힌이 가까워지고， 자신이 진까에게 부여한 교묘한 형상 덕분에 치킬례프 

가 그녀에게 접근하고， 산까와 끄세니야의 관계 속으로 벡쉰을 끌어들이는 

‘싸구려 음모’가 이루어지는 것 등) 피르소프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마침내 생산의 ‘찌꺼기’가 생기고， 그의 소설은 시나 

리오로 개작되어 마샤를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다(3부 9장) . 

이처럼 『도적』 에서 피르소프의 형상을 통해 제기되는 ‘조물주(lleMHypr)’로 

서의 예술가， 예술가의 전지전능한 권력이라는 모티브는 예술이 현실을 조종 

하고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때때로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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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가운 동전 두 님을 뒤적이고， 마부에게는 큰소리 칠 엄두도 못내는 소 

심한 위인 피르소프는 석유난로가 쉰쉰거리는 방에서 기본적인 생활의 복지 

조차 갖추지 못하는 궁핍 한 삶을 살면서 도 스스로를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로 

느낀다. 피르소프의 형상은 넓은 의미의 ‘창조(TBOpeHHe) ’ 이념을 표방하는 인 

간의 성격과 운명을 보여준다. 

현실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소설 전개와 일치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현 

실의 질서와 부조리를 거울처럼 공책에 기록하는 피르소프는 자신의 지혜를 

시험한다: “ ... 그것은 아주 방종하고 교활한 생각이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도시를 하나 만들었다. 거기에는 인조 태양이 만들어지고， 거리들은 끝이 나 

지 않았다 ... ’'(67). 병들고 지친 자신의 주인공에게 피르소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나는 당신을 사람들이 알게 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였소. 나는 

당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끄집어내었소. 당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 

하고 있소. 그리고 당선 폼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냐의 것이오. 모든 것 ... 

이 새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이 아침 ... 이 모두가 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 

이고， 바로 나 자신이오!"(17)[강조-필자]. “도시도 세우고， 인간도 창조하고， 

무(無)로부터 세계를 건설할 수도 있는’'(140) 이 전지전능한 예술가는 현실로 

부터 내동맹이쳐진 이 지하인간들의 가면과 겉치레들을 벗겨내면서 자신의 

뿌연 안경(‘확대경’) 너머로 들여다보는 희열과 고뇌를 동시에 맛본다. 

그러나 피르소프의 이야기가 출판된 후 그의 작품에 대한 평론들이 쓰여지 

고， 주인공들은 작가의 책을 평가하면서 묘사 대상과 주체 사이의， 현실과 예 

술적 재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r거장과 마르가르따』 에서 거장이 쓰는 

소설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 소설을 읽듯이， 레오노프의 소설에서도 등장인물 

들이 최초의 독자이자 비평가로서 저자와 논쟁한다. 여주인공은 ‘이 황홀할 

정도로 자신을 과대시키는 피르소프의 거울’(294)에 반영된 일그러진 자신의 

분신에 대해 두려웅을 느끼며 책이 출판된 후 자신이 사랑하는 벡쉰에 대한 

피르소프의 평가에 항의한다. “당선은 그에게 너무나 더러운 죽음을 만들어 

주었어요 ... 당선 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 ’'(369). 주인공들의 항의는 피 

르소프를 곤경에 빠뜨린다. 상상력이라는 마법의 거울을 과신하던 이 글쟁이 

는 책과 현실의 괴리를 목도하며 자신이 애정과 질투어린 눈으로 미행하던 

주인공이 역경과 파멸에 대한 보상을 외치는 것을 보며 무력감에 빠진다 

이 소설에서 ‘도적’이라는 개념은 피트소프와 등장인물들의 관계에서 형성 

되는 ‘절도(觸짧)’의 모티브를 통해 은유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도둑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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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자 모델’(49)이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員情)을 훔치 

는 미찌까 벡쉰， 가장 용의주도하고 위험한 도둑 니꼴까 자바리힌，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도둑칠하는(BOPY뻐HH) ’ 마뉴낀， 세계라는 무 

대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관조의 대상을 훔쳐내는 냉담하고 엄격한 관객인 대 

장장이 쁘초프， 사랑을 훔치는 시인-도둑 돈까 등， 이들은 모두 이중적인 의 

미의 도둑들이다. 

예술가의 전권(全權) 모티브 또한 『도적』 이라는 소설 제목과 창작활동의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결부시키게 한다. 

피르소프는 소설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외제 스프링코트와 면도 

하지 않은 럽수룩한 얼굴로 인해 경찰로부터 의심을 받는다. 게다가 그는 도 

둑들의 아지트를 엿보기 위해 블라구샤로 뛰어들었다. 책을 쓰는 동안 그는 

도둑질을 일삼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더러운 양심을 지닌 인간이 겪기 마련인 

위기감도 느낀다. 프초프는 이 ‘인간 사냥꾼’을 장물아비에 비유하고， 벡쉰은 

그를 밀고자나 무뢰한쯤으로 여긴다. 피르소프의 글쓰기에서 정보의 출처는 

바로 그의 주인공들과의 대화이다. 따냐에게 서커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 

구하고， 강도질에 대해 쓸 펼요가 생기면 벡쉰에게 부탁한다. 삶의 에피소드 

들을 수집하는 그는 자신의 주인공에게 스스로가 ‘도둑’임을 밝힌다. “사실 나 

도 당신 같은 도둑이오. 단지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이 

죠."(99). 그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주인공을 택하고(405) ， 벡 

쉰을 위해 수백 가지의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96). 그러나 세 

상을 훔치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이 도둑은 ‘바둑무늬 코트를 입은 허수아 

비’(92)이며， 그의 안경은 사랑하는 여주인공과 키스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의 이런 가면은 곧 벗겨진다. “농담을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스프랭 

코트죠!"(299). 

『도적』 에서 이러한 ‘절도’의 모티브는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특정한 입장 

을 규명해 주는 은유가 된다. 그것은 바로 몰래 뒤를 밟는 입장(피르소프)， 자 

신의 성공을 위해 세상과 사람들을 이용하는 입장(자바리힌)， 영혼을 위한 자 

양분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입장(벡 

쉰)이다. 그러나 저자 레오노프는 자신의 분신이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자신 

의 창조적 상상력을 위한 재료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이 

면서， 그의 인격에 형평성을 부여해주는 개성의 단면을 제시한다. 피트소프에 

게는 달려오는 버스에 몸을 던져 강아지를 구해내는 휴머니티도 엿보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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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여주인공을 사랑하고 남자 주인공을 질투하며 인간들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를 원하는 욕구로 인해 고통받는 면도 있는 것이다(“그의 창작은 사랑의 

열정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294) ， 그의 위장(碼裝)된 외모와 행동은 자신 

이 쓰는 책의 주인공들과 대등해짐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얻고 도둑들의 심리 

를 깊이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녔다고 여기는 ‘의식’이 살 

아 있는 인간을 실험하도록 창조자를 자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피르소프의 도덕부정주의는 세계와 인간을 훔쳐 오는 창작과정이 완결되어 

감에 따라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로서의 직업적인 탐욕도， ‘수 

많은 사람들을 가진 공장과 같은’(294) 열정도 식어 버린다: “거의 끝나 가는 

그의 소설은 마리야 표도로브나 돌로마노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작가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 에 는 이 제 별로 흥미 가 없었 

다.’'(285) ， 창작이 완성된 후의 이른바 ‘숙취’와 가슴 저미는 공허 상태 - 주인 

공에 대한 사랑과 증오， 자신에 대한 숙고와 판단， 주인공들과의 작별， 피로와 

절망 등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피르소프의 이러한 권력의지적 창조행위는 r도적」 이 제기하는 문제의식 

과 관련하여 양가적(兩價的) 의미를 지닌 것 4)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거의 것들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건설되는 사회에서， 적어도 블라구 

샤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오직 피르소프만이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다 미행하고 개입하면서 그가 훔쳐내는 삶틀은 거칠 

고 난폭하며 비애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결국 그 삶을 인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르소프의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자신의 등장인물들로부터 비판받 

고 외면당한다. 그가 제압하고 싶어하는 현실이나 이른바 ‘인간적 재료’는 그 

의 의지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이다. 피르소프가 사랑을 호소하는 독백을 

뇌까리지만 돌로마노바는 그 사랑을 비웃으며 거부한다. 살아 있는 인간들의 

기쁨과 고통과 갈등은 그의 창조적 영감을 자극하지만 그를 자신들의 삶 속 

으로 들여놓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오직 글쓰기를 통해서만 사람과 삶에 다 

가가려는 피르소프의 이른바 진리 추구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결국 벡쉰이 

얻는 것과 같은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레오노프는 『도적』 을 통해서 예술가라는 개성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4) CKOpOCneJlOBa, E,(l985) rPyCCK8.Jl COSerCK8.Jl npo3a 20-30-x ropos; CYPb6b1 pOMaHa..l ' 

M" c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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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특정한 인간 유형으로서 사유한다 

피르소프는 보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조탁하며， “주인 

공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온 세상을 자신을 통해 여과하여 그들에게 념 

겨주는"5) 예술가의 자유의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삶이 개임됨에 따라 

그의 의지는 굴절될 수밖에 없다. 레오노프는 피르소프라는 글쟁이를 통해 인 

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모텔로 제시하고， 이러한 이성적 세계 속에서 

의지에 입각한 행위들이 가능한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삶의 무한히 많은 좌표들/혹은 ‘계수 (K03빼때HeHTHKa)’가 인간의 계획에 수정 

을 가할 수 있음을 결코 배저l 하지 않으며， 그 결파 소설 말미에서 피르소프는 

어떤 도식에 따라 현실을 변형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다시 찾은 

불라구샤에서 피르소프는 삶의 염연함을 목도하게 된다· “비로소 피르소프는 

현실을 깨달았다."(436). 피묘소프에게 세계를 ‘텍스트’로서 읽는 것은 아직 가 

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레오노프와 피르소프라는 두 작가의 세계는 이처럼 동일한 문제플 바라보 

는 두 개의 관점의 중심이다. 메타 서술에서 저자와 작가주인공 사이에 존재 

하는 서술의 거리는 저자가 서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예술 형식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또한 저자가 독자와 자유자재로 접촉하면서 작품의 

장르와 서술의 연속성을 지적하고 마치 눈앞에서 예술적 구성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폭로해줌으로써， 시점틀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하나의 주제에 

서 다른 주제로 이행하는 서숨방식이다. 여기서 현실은 ‘다양한 등장인물틀의 

의식과 말의 국면으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며， 그것탈 중에서 서숭자의 시점 

은 가능한 관점틀 중의 하나로서 존재하는께 타자의 시점을 통해 장조된다， 

이러한 서술구조는 대상을 묘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작가주인공)과 인식하는 

의식(저자)의 비판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장악 

하려는 시도를 무한하게 보여줄 수 있다. 

피므소프를 혁명에 의해 별거벗겨진 사람들과 대절시키는 파정에서， 저자 

레오노프는 피르소프가 장조한 등장인물들의 운명이나 현실의 장면들이 실제 

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고안된 것’임을 지적한다 “작가 피르소프의 공책은 

5) MaJIaXOB, H.0971l “π JleoHoB - XYIlO:l<HHK HpOHWleCKoll CBeroreHH ", r HaytfHble rpYJJbl 

TaDl. r. Y CepHJf BOITPOCbl 까freparypblj , B1m.396. AJIMa-Ara, c. 73 

6) KO:l<eBHHKOBa, H. (l 971l ‘'0 THnax nOBeCTBOBaHHl! B COBeTCKoll np03e ", r BOITpOCbl Jf3blKa 

COBpe~JeHHOH pyCCKOH π'Hrepa rYPblJ , M c.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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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페이지까지 있었다 그것은 마구 다루어져서 아주 더럽혀져 있었다. 일 

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작가는 뒤죽박죽이 된 하루하루의 기록으 

로부터 균형 잡히고 생생한 미래의 작품상을 얻어내는 것을 더욱 즐겼기 때 

문이었다 ... ’'(311). 저자는 자신의 작가주인공이 창조적으로 몰두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며 주인공을 옹호한다. 그러나 피르소프가 사건들에 

대해 불펼요한 과장을 일삼거나 현실을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한다 

레오노프가 저자와 주인공의 가리 틀 통해 『도적』 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20년대의 냉혹한 문학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 

시 개인의 사회적 결정성을 속류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라쁘(PAnn) ’ 그룹의 

견해에 대해 레오노프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재현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창조적 독립성을 옹호한다 

이러한 서사 주체의 우위로 인해 저자는 객체로서의 분신적 주인공의 형상 

을 이용해서 모는 소재를 최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혹 유미주의 

적 창작활동에서 비롯되는 만족도 체험할 수 있다기 그러나 레오노프의 소설 

에서 메타서술은 글쓰기에 대한 묘사와 진술만으로 이루어지는 탐미적 유형 

의 그것이 아니다u'도적』 에서 예술가와 창작의 테마는 피르소프라는 작가 

의 형상을 통해 이성에 의한 현실 변형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레오 

노프가 제기하논 내적 테마와 결합된다. 

『도적』 의 초판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신경제정책은 사 

회주의화된 러시아 사회에 소시민적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켰고， 이후 문화혁명 

의 진행과 더불어 소시민성은 지양(止揚)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레오노프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 제기하는 내적 테마는 이러한 조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러시아 소설에서 간파할 수 없는 개인의 소외， 사회에 의한 개인의 피제 

약성， 그리고 자연력과 이성의 모순적인 관계 등의 문제는 저자의 철학적 사 

유가 전개되는 일종익 ‘기저 텍스트’가 된다. 

피르소프가 보는 드미뜨리 벡쉰과 레오노프가 벡쉰을 통해 말하려는 이념 

은 이 겉 이야기의 서술자가 속 이야기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해명된 

다. 시대의 중력을 한 봄에 젊어지고 광장과 지하세계를 두루 거치면서 세계 

와의 불화를 겪는 벡쉰은 저자와 피르소프의 공통된 주인공이며， 이념적 차원 

7) npOTaCOBa, K. (l972) “φyHKUHlI 05pa3a nHC aTeJlll B CTpyKType pO~taHOB 끼 JleoHoBa <Bop) 

H T. MaHHa <nOKTOp φaYCTYC)" ， róo지bUJOH Mμp~ , C5. CTaTeH, M. , C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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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피르소프보다 중심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벡쉰과 더불어 『도 

적』 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인물들은 대개 사회적 위치나 개성의 특성과 무 

관하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서로 다른 이념적 경향을 대표 

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이름을 지녔다는 점은 이들이 

전복(顧覆)된 세계 속에서 타자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반목하며 내면적으 

로 추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가 된다8)( 벡쉰/미찌까 스무로프， 

마샤/‘눈보라 만까’， 산까/‘자전거 산까(CaHbKa BeJlocrmell)' , 아나뜰리 마슐르이 

낀/아라라쓰끼， 쁘초프/뿌호프， 따찌야나 벡쉬나/겔라 벨폰 등) 이들은 전형적 

인 상황 밖으로 내몰린 주변인들이면서도 자신의 현실적 위치에 조응하지 않 

는 내적 노력을 보임으로써 세계가 전복되었을지언정 인간의 내면이 한 순간 

에 바뀔 수는 없음을 증명 한다. 

벡쉰이 거쳐온 예사롭지 않은 운명의 변전(자신의 애마(燮，~f0 )를 죽인 대 

위의 팔을 자른 후 냉담한 ‘철의 벡쉰’이 되고， 포로가 된 장교를 살해하며， 

네프만의 아내로부터 모욕을 당한 후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다)과 사회적 위 

상은 다양한 시각틀을 통해 조명된다 특히 작가인 피르소프의 추적을 통해 

벡쉰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그가 부여잡고 있는 이념의 정체 UE體)와 

의의가 부각된다. 혁명은 미찌까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 주었고， ‘앞으로， 위로 

(Sllepell H ssepx)’라는 영원한 운동의 구호는 그의 낭만적인 열정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 결과 벡쉰은 소박한 인간적 행복， 즉 평화와 정착과 안정을 꿈꾸는 주변 

인들의 열망과 충돌한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본성의 발현에 대한 거부 

감，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부재， 도덕적 무감각 등은 벡쉰을 개인적 전횡의 길 

로 인도한다. 따라서 지하인간으로 전락한 미찌까에게 적용되는 ‘도둑’의 확장 

된 의미는 자기애와 냉담함， 그리고 타인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감성을 파괴하고 운명에 해악을 입힌다는 데 있다 이 고상 

한 도적은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누이가 자바리힌파 결혼하는 것을 막으며 

오히려 그녀의 불행을 확인시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따냐는 마지막 

공연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에게 사랑은 적의가 되고， 불행이 되고， 환영(幻 

影)이 된다(진까， 따냐， 마샤)， 어재의 전우인 아따셰프가 일하는 기관을 약탈 

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영원한 충복 산까와 그의 아내가 가진 마지막 

8) CKOpOCneJlOBa, E, TaM )f(e, c,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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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루블까지 빼앗는다 “당신은 욕을 하고 나의 것을 훔쳐 갔소 당선은 도둑 

이오 ... 당신은 나에게서 영혼을 뽑아 갔어요. 마치 오이 하나를 벗겨 먹듯 

이 .. "(423). 산까 앞에서 벡쉰은 영흔을 훔치는 도둑이다 

살인과 강도질， 인간에 대한 약탈과 자기약탈， 그리고 이로 인한 고립과 

갈등은 ‘레오노프의 숲(JIeOHOBCKHH JIec)’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피르소프와 레오노프가 공유하는 주인공이다. 또한 이들의 

삶파 피르소프의 글쓰기는 모두 레오노프의 집요한 사유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피르소프는 창조적 비전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 정신적 가치 

를 창조할 능력과 숙련성을 지닌 개인이다. 드미뜨리 벡쉰은 이러한 창조자에 

대한 반테제로서의 범죄자 주인공이다.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현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낭만적 이율배반성이 곧 그의 존재의 바극이다 

창조자와 범죄자라는 이 두 주인공은 다의적인 의미의 ‘도둑’으로서 조우한다. 

『도적』 에서 피르소프는 세계와 인간을 쫓아다니고 훔쳐내는 글쓰기를 함으 

로써 은밀한 자유플 누리지만 자신의 주인공들로부터 소외되는 이방인이다. 

벡쉰은 시대와 세계의 담론들을 이끌어갈 만큼 독자적인 이데올로그는 아니 

지만 영혼의 비상을 꿈꾸는 인간이다. 그리고 솜씨 좋은 도둑이다. 두 주인공 

의 나날은 세상을 손에 쥐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세계와 이 

웃하기를 꿈꾸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류이다， 

레오노프는 ‘어둠의 왕자’와 ‘바둑무늬의 인간’이라는 이 희귀한 파트너를 

미래의 세계로 이끈다. 소설 『도적』 에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다. 벡쉰의 

에필로그는 피르소프가， 피르소프의 에필로그는 레오노프가 쓴다 벡쉰은 노 

동과 학습을 통해 낭만적 이상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피르소프는 창조자로 

서의 전횡적 권력에 대해 성찰하면서 삶의 엄연함을 깨닫는 모습으로 제시된 

다. 이들의 노력은 이들의 시대와 계속 갈등하는 것으로 남을 수도 있다. 왜 

냐하면 레오노프에게 아직은 소설이 “현실을 유토피아 속에서가 아닌 이 현 

실 자제의 경계 속에서 극복하는 형식이기 때문"9)이다. 따라서 레오노프의 메 

타소설은 창작의 문제들이 서사문학의 결정적인 요소인 서사(이야기)와 더불 

어 고찰됨으로써 피르소프가 말하는 ‘인간적 재료’， 즉 현실의 서사적 토대를 

거부하지 않논다는 점에서 아직 ‘현실의 추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글쓰 

기 전략과는 닿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9) PblMapb, H.(989) “POMaHHblìí llHaJlor H CTpyKTypa pOMaHHoro M빠JIeHHlI"， r COl1ep*a Te 

.J1bHOCTb φOpMbl B xY110*eCTBeHHofl π'HTeparypeJ , Kyìí6b1weB , 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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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보꼬프의 『쩨능』 ‘영감의 전략’으로서의 글쓰기 

한 작가의 예술철학은 대개 학파적 분류의 프리즘을 통해， 즉 동시 대의 조 

류와 창작방법들이 지닌 규범적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명된다 이라한 접 

근 태도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등 학파적 경계 구분이 미 

약한 영역에서도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블라지미르 나보꼬프의 예술세계는 20세기 러시아와 영미 문학과정 

에서 단일한 조류의 틀 안에 갇혀지 않는 극도로 개인적인， 남다르고 ‘변덕스 

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나보꼬프 자신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어떤 시학적 

흐픔에도 소속감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기원이 다른 문제틀이 작품 

속에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유형학적 규명이 볼가능하다IOJ는 점에서 

위의 전제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재능 (llap) .n (1937 

1938)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을 모더 니 즘과 포스트모더 니 즘의 시 학이 지 닌 연 

대기적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창작의 결과로 고찰하는 시도들 

음 이해할 수 있다. 

『재능』 은 예숭창작과 예술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20세기 메타 

소설 작품들 중에서도 유형학적 특정이 가장 포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l'재능』 에서 여주인공은 지나 메르쪼가 아니라 

러시아문학이며， 따라서 뿌슈낀의 시대부터 나보꼬프의 동시대에 이트기까지 

두 세기에 걸친 러시아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질문들이 실재하는 어떤 현실 

보다 우 위에 있다. 또한 ‘러시아인’ 나보꼬프의 정체성과 19서l 기 러시아문학과 

예술가의 위상， 그리고 ‘집’을 잃은 망명객의 운명 등에 대한 그의 미학개념이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전면적이며 종합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소설 『재능』 의 구성에 대해서는 작가주인공이 쓰는 일련의 예술 텍스트 

들이 소설 전제로 귀결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거울소설’(:t. HHBa) , ‘마뜨료슈 

까 소설’ 혹은 ‘외비우스의 띠’ (c. llaBbIllOB) , ‘나르시시즘 소설’(L. Hutcheon) 등 

다양한 정의들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소설의 도입부와 결말， 주인공이 쓰는 

10) Mellapll 'l, M.(1991) "B1!allll써p Ha6oKOB 11 pOMaH XX CT01!eTII!l", r Russian 

Literature~ , N‘Holland, XXIX,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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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의 체르늬셰프스끼 전기가 각각 하나로 모아지는 원형(原形)적 구성으로서 

의 특정들도 간과할 수 없는 형식이다. 따라서 『재능』 의 단계적인 서술구조 

는 선회하면서 상승하는 나선(願版)에 의해 한층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구체적인 시공간은 베를련에 거주하는 표도르 곤스딴찌노비치 

고두노프 체르드인쩨프라는 러시아 망명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 

나 러시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베를린의 거리와 셋방， 도서관 등 1920년대의 

불리적인 시공간은 비속하며 생병력을 느끼기 어려운 곳으로 묘사된다. 이에 

반해서， 작가주인공이 창작활동을 통해 무명의 시인에서 진정한 재능을 발휘 

하는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19세기 러시아문학(러시아 시와 산문이라는 두 

가지 선망， 체르늬셔l 프스끼플 모델로 한 ‘ 1860년대인들’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이념에 대한 반론， 은세기 러시아 시에 대한 회상과 향수 등)이라는 여주인공 

이 진화하는 과정은 소설 구성과 슈제트의 진정한 중심이 된다. 슈제트의 사 

건적 역동성이 부족한 대신 ‘창조의 흐로노또프’가 실재하는 모든 ‘사실적’ 흐 

로노또프를 ‘집어삼키는(nOrJlO ll\eHHe) ’ 1 1)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허구적 현실은 

동심원윤 이루며 퍼져 나간다. 

시공간의 허구성은 다른 한편으로 작품 구성의 인위적인 성격을 부각시킨 

다 『재능』 에서 작가주인공 표도르 고두노프-체르되인쩨프를 통해 제시되는 

창작과정은 그의 이름만큼이나 낯섣고 인공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표도르의 

재능이(그리고 소설 『재능』 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지닌 의식의 특정， 즉 재능의 고유한 성격이다 

첫째로， 표도르는 시의 세계와 산문의 세계를 대럽적으로 의식한다. 시의 

세계는 작가주인공의 주변에서 부각되는 인물들(아버지， 끈체예프12) 지나 에 

르쓰(즉， 사랑)와 러시아문학의 ‘황금연못’(66) 인 뿌슈낀， 그리고 풍정으로서의 

자연이다 산문의 세계는 베를린이라는 비속한 일상의 세계， 체르늬셰프스끼 

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공리적 이념의 세계와 소비에트화된 러시아를 의미한 

다. 시적인 세계는 경이로운 창조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산문의 세계에는 

재능 없는 인간들이 기도(숨圖1)하는 사이비 진실이 포복하고 있다. 삶 자체를 

ll) 끼H110BeUK1iti ， M. (1997) rpyCCKH.μ nOCTM0l1epHH3M. OtfepKH HCTOpHtfeCKOH n03THKHJ 

3KaTepHH6ypr , c. 52 

12) r 재능』 에서 주요 등장인물인 끈체예프의 문학적 원형으로 알려져 있는 블라지슬 

람 호다세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TOJlCT얘， 1'18.(1999) “ XOllaCeBll'1 8 
KOHlJeeBe" , r B.지'aI1HM.μ'P Ha6oKOB. Pro et ContraJ , Cn6. , c. 795-8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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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소셜’을 위한 재료이자 테마로 보는 것 자체는 『도적』 의 주인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과 내면이라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면 

서 인식의 균형을 찾는 보편적 인간들과 달리 표도르에게 본질적이며 유일하 

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시적 상상력이다. 

내가 영감이라는 자습서에 따라 내 자신과 허구적인 대화(B뻐뻐m}]eHH뻐 뻐a}]or) 

를 나누는 것이 누구에게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 .13)(69). 

따라서 자신이 타협할 수 없는 비속한 음모에 대해 표도르는 살아 있는 현 

실이 아니라 이른바 ‘창조적 허구(BblM피ceJJ)’를 대립시키게 된다. 이 허구는 시 

적 열정과 결합되어 예술세계를 창조하는데 펼요한 재료틀을 자의적으로 해 

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로， 현실을 미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지닌 예술가 표도르는 이 

성적인 창작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직관에 충실하다. 그의 직관은 우선 감성의 

신선함과 섬세함으로 발현된다. 

약국이 있는 모퉁이로 건너던 길에 그는 무심코 고개를 볼려 무지개나 장미 

꽃을 보며 환호할 때의 그런 짧은 미소를 띄며 화불차에서 눈부시게 환 하늘 

의 평 행육면채， 거울이 달린 장롱(napannenenHnea 6enoro OCnenHTenbHOrO 

He6a, 3epKanbH때 nan)[강조-필자]을 부리는 것을 보았다 (거울이 관자놀이 

에서 되팅기며 빛을 뿌렸다). 그 거울을 따라 마치 스크린에 비치듯이 나뭇가 

지들이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비치며 지나갔다. 나무가 아니라 이 하늘과 

이 나뭇가지들과 이 매끄러운 현관을 옮기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옴짓인 것처럼 미끌어지고 흔들리면서.(7-8). 

웅직이는 거울을 따라 흔들리는 사물에까지 영혼을 부여하는 시인의 직관 

능력은 “평면 위에 3차원의 환영(幻影)을 창조하는 전통적인 방식 "14) ， 즉 자 

신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표도르가 시적인 언어를 찾는 과정(소리에 따른 연상)은 소설 전체에 걸쳐 

그의 주관적인 세계해석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13) Ha6oKoB, B.(199O) <nap>, rB. Ha6oKoBJ . Co6paHHe CO'lHHeHH꺼 B 4-x TT. T 3. M. , 

이후 본문에서 작품 인용은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한다 

14) A}]eKCaHllPoB, B.(999) rHa6oKoB H nOTycTopoHHOCTb: MeTarþH3HKa, 3THKa,3CTeTHKaJ 

cn6. , c.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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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JlOK, na-Ta-JlOK , pas ta loque, naTOJlOr , - 11 TaK naJlee, [..J ‘JlOKOTOn’ 
IIJlII ‘nOTOKOJl"’ (7) ; “npll3HaH! 5J1aronap!O Te611, OT4113Ha, 3a 411CTblA . ../ 5J1aronaplO 

Te611 , POCC lIlI, 3a 4I1CTbI!’ 11 ... / C4aCTJlIIB뻐7 5eCCOHH뼈7 KpblJlaTblA7 3a t써CT뼈 

11 KpblJlaTblA nap. HKpbl. J1aTbI. OTKyna 3TOT PIIMJIlI HIIH7"(28)[강조-필자]; “OH 

[뻐pllH 펼자] 6b1J1 cJlen KaK MIIJlbTOH, r Jlyx KaK 5eTxoBeH, 11 r Jlyn KaK 6eToH"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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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장에서 아직 무명의 시인으로서 단어(소리)의 반복과 그에 따른 연상 

에 몰두하는 장변들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의식과 별개로 진행되는 유희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리의 반복이 풍부할수록 어휘나 이데올로기의 층위에까지 

이르는 내용은 더욱 은유적인 의미를 획득해간다. 표도르는 이러한 자모수수 

께 끼 (aHarpaMMa)를 이 용하는 언 어 의 유희 (‘aJlJlHraTOpCKHe aJIJIHTepaUHH’)를 통 

해 익숙해진 모든 현상들의 자동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지향적인 창작심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15) 

표도르의 이러한 직관은 또한 논리적으로는 결합될 수 없는 내용들로 자유 

롭게 비약하는 재능을 과시한다. 1장에서 몬체예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표도 

르는， “그래요， 나는 언젠가 ‘생각과 음악이 마치 삶의 주름이 만들어내는 꿈 

속에서 합쳐지듯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산문을 쓸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소"(65)라고 말한다 뿌슈낀과 아버지가 결합되는 것도 이러한 상상의 도약 

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뿌슈낀이 그의 피 속으로 들어왔다. 뿌슈낀의 목소리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 "(88). 표도르는 자신이 살아가는 비 

속한 현실을 초월하게 해주는 뿌슈낀의 산문에서 아버지의 삶으로 옮겨 앉고， 

그래서 ‘뿌슈낀 시대의 리듬은 아버지의 삶의 리듬과 합쳐’(88)진다. 전화 수 

화기의 그림자-거대하지만 쉽게 짓밟히는 개미 러시아의 간이역에서 태양이 

비치는 저녁 무렵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사유의 다층성’을 표도 

르는 ‘진행중인 대화와 하등의 이성적인 관련성도 없는 것’(146)이라고 해명한 

다. 이러한 ‘리듬의 증식’은 다만 삶의 교향악을 직관으로 감지하는 예술가의 

공간적 음감(音感)일 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15) r재능』 에서 두운법과 자모수수께끼를 통한 언어의 유회를 창작과정의 문제로 고 

찰하는 것 에 대 한 자세 한 분석 의 예 로는 J1oTMaH, M.(1999) "HeKoTopble 3aMe4aHII1I 。

n0331111 11 n03TIIKe φ.K.ronyHoBa -ljepLlblHueBa", r BJ/aI1HMHp Ha6oKOB. Pro et ContraJ . 

cn6., c. 350-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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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명확한 것을 의심하고， 빛을 통한 유희를 즐기듯 몽상하고 꿈꾸며 

세계 너머의 소리들을 듣는 이 창조자의 의식 속에서 재능은 ‘인간적 건강함 

의 최고의 경계 16) 이다. 현실의 논리가 아닌 내적인 ‘리듬’은 이 건강함의 증거 

이며， 그 결과는 주관적 비전이다. 따라서 몽상과 꿈， 어린 시절에 아파서 지 

르던 잠꼬대， 환영(幻影) 등은 표도르의 재능을 이루는 필연적인 요소이다. 

한편， 표도르를 창작으로 이끄는 동인(動因)은 아버지와 곤체예프와 지나 

메르쓰 등이다. 내면의 자유와 무한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표 

도르 자신의 시적 영혼과 ‘신성한 끈(60*eCTBeHHa~ CB~3b) ’ (306)으로 묶여 있 

는 재능 있는 시인 콘처l 예프， ‘빈틈 없는 명민함과 절대음감’을 지니고 표도르 

와 ‘하나의 그림자를 이루는'(159) 지나， 이들은 비속한 현실 정치， 베를린 

의 세태와 현섣(하숙집 여주인)， ‘나’를 억압하는 모든 이념틀 • 로부터 표도 

르를 지켜주는 뮤즈들이다. 낭만주의자인 그에게 있어서 혁명이 성공하기 이 

전의 러시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바로 ‘60년대인들(llleC TlllleC꺼 THHKH) ’ 

이다， 비속한 현실의 흐름과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그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주관적(즉， 객관성을 거부하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창작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재능』에서 작가주인공이 창작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도적』 에서 피르소프가 추구하는 현장성과 상통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2장 

에서 ‘정확한 정보는 많이， 가족적 감상주의는 적게’(87) 아버지에 대한 책을 

쓰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표도르는 제대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 도서관을 

뒤지며 자료릎 수집해서 동이 틀 때까지 얽고， 지도륜 연구하고， 편지릎 쓰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4장에서 체르늬셰프스끼의 전기를 쓰기 위해 준비하 

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풍부한 기록(사실)을 통해 묘사 

대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피르소프가 현실과 살아 

있는 인간틀을 뒤쫓는 것에 비해 표도르는 죽은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기록 

(‘기 억 ’)을 집 요하게 쫓논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을 빗대어 저자가 서숨하는 내용은 나보꼬프의 

문학 강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앞에는 ‘어린 시절’이라는 단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집 (CmXH) J 

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한 권 있다 .. 경건하게 이 시들을 지으면서 저자 

는 한편으로 모든 괜찮은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든 있기 마련인 특정틀 

16) 5apKOBCKaJl, H. TaM >l<e. C. 33 



현대 러시아문학메서 메타소설의 전동 

위주로 선별하면서 회상탈윤 일반화시키고자 애썼다 이 시들의 허위적인 

명백함은 여기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만을 

시속에 집어넣었다 온전히， 어떤 불순물도 없이 시들의 허위적인 우아함 

은 여기서 비롯된다 동시에 그는 유희가 지배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유회 

의 장(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영 

감의 전략과 두뇌의 전숨， 시의 육제와 투명한 산문의 환영 (CTpaTerH5I 

BlIOXHOBeHH5I H TaKTHKa ylla , nnOTb n033HH H npH3paK np03pa'IHOA 

np03W) 바로 이것이 젊은 시인의 창작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정의이다 (1 0)[강조-필자] 

19 

나보꼬프에게 있어서 문학의 본질은 유희와 만족이며， 예술의 목적은 오직 

장작 그 자처l 이다. 회상이나 실제 현실에서 비롯되는 명백함과 우아함이라는 

것은 허위이다. 규정을 넘어서는 해주는 영감의 힘은 이 두 작가(나보꼬프와 

표도프)에 게 ‘기쁨을 주고 삶블 선물한다’ 17) 그래서 표도르는 “삶이 란 이 얼 

마나 지혜롭고， 교활하며， 본칠적으로 선한 것인가!"(7이라고 환호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 부여해준 선물로서의 재능(nOllapOK-llap)을 지닌 예술가에게 ‘규 

정 (onpelleJleHHe)이란 언제나 한계 (npelleJl)이다. 그래서 나는 저 먼 곳을 염원 

한다. 장애물들(말， 감정， 세계)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 

쳐 지 는 무한성 (6eCKOHe'lHOCTb)' (296)을 찾으려 는 형 이 상학적 추구로 나아간다. 

이처럼 메타소설에서 저자의 ‘설존적 분선’으로서의 특정이 각별히 두드러지 

는 표도르의 허구적 창작 서l 계에는 서사 주체의 개성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나보꼬프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18)). 

‘영감의 전략파 두뇌의 전술 시의 육체와 투명한 산문의 환영’이라는 강령 

에 따른 고두노프-체르되인쩨프의 첫 번째 글쓰기 전략은 소재의 변형과 왜 

곡이다‘ 
창작 구상의 원천， 따라서 문학작품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계보는 삶 자제 사회적 현실， 작가의 삶의 경험이다. 두 번 

째 계보는 문학적 원천들， 즉 다양한 책과 작품뜰이며， 이것은 이미 문학 속 

에 가공된 삶이다. 19세기 러시아문학의 발전 경로와 창작과정 자체를 묘사대 

17) IiapKOSCKa5l, H.(1990) “XYIlO:l< eCTSeHHa51 CTpyKTypa pOMaHa B Ha6oKosa <llap>" , 

np06J1eMbI 83 aμMOlleHcr811J/ MerOlla, Crl1J1J/ μ :i<aHpa 8 C08erCKOfl 깨reparypeJj 

CSepIlJIOSCK , C. 34 

18) 끼HTIOSeUK써， M. TaM :l<e. C.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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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나보꼬프의 메타소설에서 현실과 문학 모두에 실재하는 사실들 

은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나보꼬프에게 ‘예술작품과 비예술작 

품 사이의 경계를 긋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모든 사조란 말의 

속보(XO.l1 I<OH.sI), 그림자들의 교체， 전위 (C .l1BHr ), 분간하기 어려운 거울’(215)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능』 에서 표도르의 창작은 작품을 ‘창조(C03 .l1aTb)’하 

는 것 이 아니 라 ‘만드는(ClleJJa Tb)’ 것 이 된다. 

창작의 단계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책 (KHHra 06 oTue)J 을 만드는 과정은 

기록적 출처들에서 뽑은 재료와 뿌슈낀의 『아르즈룸으로의 여행 (nYTeweCTBHe 

B Ap3PYM) .l 에서 차용한 내용을 몽타쥬하는 과정이 된다. 표도르는 “뿌슈낀의 

표준음(I<aMepTOH)이 내는 더없이 맑은 소리에 귀기울"(87)이면서，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에서 “ 『아르즈룸으로의 여행』 의 투명한 리듬이 도움을 주었 

다"(1 10)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라진 아버지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지리와 풍 

경， 탐험 루트 등에 대한 문헌적 사실성만을 담고 있을 뿐 현실성은 결여된， 

아버지의 자취를 더듬는 아들의 상상 속의 여정이다. 자유와 명예로 채워진 

아버지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아들에게 뿌슈낀의 그것과 더불어 연상되고， 

생애의 장면들은 뿌슈낀의 그것들과 뒤섞이면서 교체된다. 결국 “아버지의 편 

력의 형상들이 담고 있는 이차적인 시를 오염시키지 않고는 그것들을 성장시 

키는 것이 불가능함"(125)은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책 쓰는 일을 중단한다: 

“나는 뭔가 전대미문의 멋진 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가 쓰는 기록은 단지 

이 이정표들에， 이 옷걸이들에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뿐 중요한 것은 저 

절로 진전되고 창조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볼품없는 

기록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마치 마루바닥에서 잠을 겠을 때처럼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125). 책을 완성하지 않는 표도르/나보꼬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뿌슈낀 시대의 리듬’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이 

다. 

대퇴부까지 다리를 잘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존 

재하지도 않는 근육올 긴장시키면서 한동안 자신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낀 

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뿌슈낀이 살아 있음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느 

끼 게 될 것 이 다.(88-89) 

나보꼬프의 위 의 말은 러 시 아문학의 소중한 보고(寶庫)를 향한 깊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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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哀愁)의 표현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이 작가에게 창작의 문제를 ‘인 

간 존재의 세 가지 공식: 돌이킬 수 없음(HeB03 Bpa THMOCTb) , 실현할 수 없 

음(HeCÕblTO'lHOCTb) , 피 할 수 없음(HeH3Õell<HOCTb)’ (89) 이 라는 형 이 상학적 물음 

들과의 연관 속에서 사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표도르가 『체르늬셰프스끼의 일대기 (~H3Hb 4epHblWeBCKOrO)J 를 만드는 과 

정 역시 ‘재료를 통째로 끌어올리기 (BblJlaBJJHBaHHe)’라는 전략에 따라 진행된 

다. 1장에서 작가주인공은 체르늬셰프스끼 일가로부터 그들 가계의 역사를 써 

달라는 주문을 받고， 3장에서는 19세기 러시아 혁명적 민주주의 사상의 ‘유해 

함’을 파헤치기 위해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 체르늬셰프스끼의 전기를 대출해 

서 재료를 퍼낸다. 그리고 “발견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위한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225). 

원형구조가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4장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시인의 

소네트를 인용하면서 시 작된다. 

아! 계몽의 후손이 바람 한 가운데서 활기찬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진리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네. 

여자의 미소와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니고 

그의 어깨에 가려져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고 있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91)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시의 저자가 “φ. B ... CK때”임이 밝혀지는데， 이 

이름은 체르늬셰프스끼의 대부(代父) 중 한 사람이었던 φell. CTeiþ. BR30BCKHA 

이기도 하고， 체르늬셰프스끼가 자신의 시베리아 노벨라의 주인공에게 부여한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도르는 체르늬셰프스끼를 정당하게 재 

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책은 ‘패러디의 가장 극단'(80)에서 씌어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자료들을 들여와 뒤섞고 난 후에 원재료들을 변형 

시키고 왜곡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비속함에 대해 ‘창조적 처구’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하녀의 이름(‘My3a’)을 고안해내고，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현실)을 

작품 속 인물(창작)로 가공한다(‘AHllpeA HBaHOB깨 φe꺼epõax’， ‘Erop φellOpOBH'l 

rereJJb’)(218). 체르늬셰프스끼의 이념이나 이상은 그의 생애에서 벌어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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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드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해체되고， 사실들의 ‘명백함’은 자의적으로 해설 

되고 결합된다. 체르늬셰프스끼의 위장병이 그의 사상과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보자: “그가 대학생 때 처음 앓기 시작한， 그를 지치게 만드는 위염은 

새로운 특정들과 함께 반복되었다. 그는 아틀에게， ‘나는 농민에 대해， 농민 

적 토지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구역질이 난다’고 쓰고 있다. 아들이 보내준 경 

제학 서적을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258). 역사적 사실 

은 표도르의 직관적 재능에 의해 개인적 진실이 되고 허구화된다. 

『체르늬셰프스끼의 일대기』 뿐 아니라 소설 전체에서 부각되는 글쓰기의 

두 번째 전략은 문장의 전환이다. 앞에서 지적되었던 ‘리듬의 증식’과 관련하 

여， 서술자는 지금 서술되고 있는 장변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시 

간적으로 비약되는 장면을 연결시키는가 하떤， 때로는 서숨하는 장면에서 연 

상되는 다른 사건을 끌어들인다. 뿌슈낀의 『이집트의 밤(ErHoeTCKHe HOYH)J 

에서 즉흥시인과 관련된 장면→체르늬셰프스끼가 ‘존재하지 않는 인쇄소’에 

보낸 글→다시 『이집트의 밤』 에서 차르스끼가 즉흥시인에게 요구하는 첫 번 

째 테마→도브롤류보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듬성한 구렛나루”를 보고 플로 

베르를 연상하는 장면 (231-232) 

이밖에도 서사 주제가 작가주인공을 내세워 자신의 미학적 개념들을 전달 

하눈 머l 타서술의 일반적인 양상은 나보꼬프의 소설에서 든주도로 복잡하게 얽 

혀 있다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서술과 무인칭 서술로의 경쾌하고 화려하며 은 

밀한 변주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 정도로까지 상승한다. “바로 그때 

(바로 내가 살게 될) 집 암에 [ . ..J (내 여행가방에는 담요보다 원고가 더 많이 
들어 있다 [. .. ] 냐의 시집이 나왔던 것이다. [...J 이제 막 출판된 이 50권의 시 
집을 떠올린 순간 그는 순식간에 마음 속으로 책 전제를 뛰어다녔다 "(8) 

세 번째 창작 전략은 흐로노또프의 결합이다: ‘<묶여 있는 거인>의 형상과， 

구세주들의 수난에 격노한 현재의 체르늬셰프스끼간의 차이를 시간의 언덕 

(H3BonOk BpeNeHH)에 서 바라보는 우리 ’(257); ‘마치 내 일 의 구름(3aBTpa.HHe 

o l'ínau)처 럼 페 이 지 의 선 너 머 에 서 푸른빛 을 발하는 ... ’(330). 이 처 럼 공간의 3 
차원성에 시간과 사물이 결합되며， 그 결과 4차원의 흐로노또프가 탄생한다 

네 번째 전략은 색파 소리의 결합， 그리고 건조한 사물과 재료들 전반에 색 

채를 부여하는 것이다: “ ... 재료를 모조리 끌어올리는 작업은 이미 미래의 책 

의 색으로 칠해졌다 바다가 고기잡이배를 향해 푸른빛을 발하는 것처 

럼 ... "(225). 표도르는 체르늬셰프스끼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의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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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노작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빛 다이아몬드(:a:eJlT뼈 a .1Dola 3 )" 

(244)라고 표현한다. 이름에도 색채가 부여된다:“빼01leTOB -MlIallUIHH’'(260). 색채 

는 또한 소리와 결합된다: “푸른 소리 (CHH뼈 3BYK)"(216), “ ... 기름칠하지 않은 

음악(Hecwa3aHHa~ WY3YKa)이 그를 쥐어뜯었다. 그들[폴란드 민족주의자들-펼 

자]의 직업은 바퀴를 만드는 일이었다"(256). [이상 강조는 모두 필자] 

끝으로 r재능』 에서 표도르가 이처럼 모순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재능은 

‘기만(o6MaH)’의 범주와 상통하며， 따라서 재능에는 ‘기만을 통한 유희’라는 함 

의가 덧붙여질 수 있다: 체르늬셰프스끼 전기의 기만성， 아버지에 대한 책을 

완성 할 수 없음， 열쇠 없음(돌아갈 수 없음， 사랑할 수 없음) 등. 서 술자는 ‘자 

연의 예기치 않은 장소들에서 느닷없이 폭발하는 재치 넘치는 속임수보다 더 

매혹적이고 신성한 것은 이 세상에 없'(296)다는 생각을 통해 이러한 기만적 

인 창작행위 역시 영감의 전략이자 전술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직관과 주관성이 표출되는 글쓰기의 결과는 고독과 자기폐쇄이 

다. 창작과정에서 서사 주체가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대화의 내용은 그가 잃어 

버리고 사라진 것에 대한 기억과 우수를 통해 삶의 비극성을 사유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물론， 나는 죽어 가고 있다. 나를 덮치는 이 궁지 (KJIe뻐)는 뒤에 있다. 이 강 

철같은 고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죽음은 뒤에서부터 덮쳐와 나를 거세게 

몰아 세운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죽음에 대혜 생각했다. 살았다고 혜도 언 
제냐 책의 여백 위에서였다. 그 책을 냐는 읽을 수 없다[강조-필자J... 행복이 

나 고통은 여백 위에 쓰여진 (en marge) 감탄부호이며， 문맥은 절대적으로 불가 
사의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 (278) 

나보꼬프가 ‘삶(과 죽음)의 책’을 쓰는 과정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와 그 너 

머 사이에 있는 심연 속에서 어떤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는 ‘재능’의 발 

현 과정이다. llap( 창조적 허구， 시， 뿌슈낀) - 6e311apHOCTb(산문， 이념적 음모， 

체르늬셰프스끼)의 대립 구도는 현실적 공간이자 비속한 세계의 비속함에 대 

한 결벽에 가까운 거부와 혐오， 정치라는 영역 자체，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 

간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미학적 반항을 과시한다. 그 결과 현실세계는 

물화(物化)되고 예술세계는 죽음을 극복하는 의미로까지 승격된다. 

책이여， 이제 안녕! 환영 (SHJleHH5!)들에게는 죽음의 유예도 없다 예프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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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펴고 일어선다 그러나 시인은 멀어져 간다. 그래도 내 귀는 음악과 

당장 헤어지지 못한다， 이야기를 멈추게 할 수 없다 ... 운명은 내가 마침표를 

찍은 바로 그곳에서 - 주의 깊은 지성 (YM)에게도 정계는 없다 - 아직 저 혼 

자 울리고 있다. 길게 여운을 남기는 존재의 환영 (npH3pal<)이 마치 내일의 구 

름처럼 책 페이지의 선 너머에서 푸른빛을 발한다. 그리고 행 (CTpOl< a)은 끝나 

지 않는다.(330) 

처음과 끝이 만나는 소설 『재능』 의 이러한 결말은 닫힘과 열립이 공존하 

는 원으로서 ‘꾀비우스의 띠’가 지닌 속성을 보여준다. 주인공 표도르의 삶의 

원은 닫혀 있지만 이 손상된 원을 따라 마지막에서 ‘페이지’ 밖으로 뻗어 나 

간다. 안팎을 넘나드는 서사 주체의 절대적인 우위로 인해 주인공과 작가의 

‘거리’는 허물어지고， 객체는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창작을 예견하게 하는 원 

형적 구성 역시 나보꼬프의 나보꼬프의 예술 이념이자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형식이다. 그에게 있어서 원(I<pyr)은 ‘모든 사유하는 존재를 지배하는데， 이 

존재는 원 속에 출구 없이 갇혀 있다. 이것은 진리의 회전목마이다. 진리란 

언제나 둥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형식들이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 도 눈감아줄 수 있는 굴곡(l<pHBH3Ha) - 진 리 의 혹(rop6 HCTHHbI) - 이 생 

길 수도 있다.’(219). 나보꼬프에게 있어서 원의 ‘희미한 형상’(219) ， 굴곡으로 

인해 생긴 애매함， 환영은 곧 진리이며 예술의 본성이다. 

이와 같이 r도적」 에서는 창작의 문제와 더불어 현실에 대한 서사(이야 

기)가 전개되는데 비해 r재능』 에서는 문학과 현실이 동일시되면서 텍스트 

가 일종의 ‘대안적 현실’로 환치된다. 외비우스의 띠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이 

러한 글쓰기는 불가꼬프와 비또프의 소설에서 더욱 진전된 형태로 계승되게 

된다(본고 32면과 42, 43변 참조). 또한 러시아문학과 뿌슈낀에 대한 애수를 

담은 소설이자 텍스트를 세계로 이해하는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또프의 이른바 ‘박물관소셜’과도 접맥된다. 

2-3.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J - ‘새로운 중세’적 글쓰기 

미하일 불가꼬프의 창작 활동은 소비에트화된 러시아에서 가장 불안하면서 

도 가장 역통적인 시기에 전개된다. 1928-1929년에 反불가꼬프 캠페인에 부딛 

히게 된 불가꼬프는 급기야 1930년에 자신의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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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를 불태워 버리게 된다. 

자신의 문단활동을 통해 겪은 일련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작가 불가꼬프 

로 하여금 ‘작가의 창작의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사유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작가들의 삶과 창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 

하여 뿌슈낀의 마지막 삶( IT'마지막 나날들(nOC JlellHHe llHH) J )과 몰리에르의 

갈등에 찬 삶( IT'위선자들이 밀교(Ka6aJla CB.lITOlll)J )에 대한 작품은 불가꼬프 

자신이 처한 고통과 갈등의 반영물이었다. 이들 실존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작품들은 한결같이 불가꼬프가 당면한 독재권력암에 창작의 자유를 제한받고 

종속되어 있는 작가의 고뇌를 실어내고 있다. 

자신에 대한 문단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불가꼬프는 금지된 종교적 테 

마나 모더니즘적 서사 형식들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실험하고 시도했다. 불가 

꼬프는 자신만의 예술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호문쿨루스’를 만들고 있 

었던 것이다. 

Hey*eJlH BbI He XO Tfne, nOllo6Ho iþaycTy, cHlleTb Hall peTOpTOli B Halle*lle , 
'1 TO BaM YllaCTClI BbIJlenHTb HOBOrO rOMyHKJlya? 19) 

파우스트처럼 새로운 호문쿨루스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을 두근 

거리며 증류기앞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볼란드가 거장에게 던진 위의 말에서처럼， 거장은 자선만의 문학실험실에서 

가슴을 두곤거리며 새로운 호문쿨루스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호문쿨 

루스는 바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 이질적이고 비연결적 

인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접속시킨다. 

괴테의 『파우스트』 에 나오는 호문클루스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불 

연속적 흐로노또프의 연결자이다. 호문쿨루스는 중세 독일과 고대 희랍세계를 

연결시킨다 호문쿨루스는 헬렌을 그녀가 태어난 공간인 희랍세계에 있게 하 

고 파우스트를 그가 사는 시간인 중세에 있게 함으로써， 즉 파우스트는 호문 

쿨루스의 도움을 통해 헬렌의 공간에서 그녀를 만나게 하고， 헬렌은 파우스트 

의 시간에서 그를 만나게 하였던 것이다. 

19) 6yJlraKOB, M, (990) <MaCTep H MaprapHTa>, rC06pBHHe COtfHHeH깨 B Il51TH TOMBXJ , 

T, 5, M,: XYllo*ecTBeHHa꺼 J1HTepaTypa, C 371 이 후 본문에 서 작품 인용은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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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가꼬프는 자신의 호문쿨루스를 만들어 낸다. 그가 바로 새로운 자 

유로운 공간과 시간의 연결자인 볼란드이다.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 

따』 는 등장인물 볼란드에 대한 사유와 소설 형식의 사유를 통해 ‘메타소셜’ 

의 반열에 합류하게 된다. 볼란드의 출현은 모스크바라는 공간과 19서l 기 초반 

이라는 시간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유도하고， 그 대답에 계속적인 연기와 유보를 단행한다. 볼란드와 그의 수행 

원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베를리오즈와 이반 베즈돔느이는 볼란드의 정 

체를 억측하기 시작한다. 

볼란드의 정체를 밝히는 수많은 추리와 가정들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소 

설의 독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세심한 독자라면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키도 

록 의도한 작가 불가꼬프의 주도면믿한 구성을 눈치채게 된다. 

그러나 작가 불가꼬프는 자신의 작품이 괴테의 『파우스트』 의 아류가 되 

길 원하진 않았던 것 같다 즉， 악마 볼란드는 괴테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닮은 듯 하지만， 곧 그런 유사성의 기대와 의혹으로부터 훨씬 멸리 도망친다 

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독자들과 등장인물들의 부탄한 추적은 불가꼬프 

의 텍스트플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게임으로 이끈다. 볼란드의 정체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소설 처음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설을 추동 

하는 힘이 되며， 그 물음에 대한 여러 대답들이 제시되고 상호 논쟁하게 된 

다. 

소설 처음에 나오는 에피그라프에서부터 작가는 메피스토펠레스적 가면을 

볼란드에게 씌우고 있으며， 독자들과 등장인물들 역시 그를 메피스토펠레스와 

동일시하려 한다20) 괴테와 불가꼬프의 두 악마간의 이러한 풍부한 유사성은 

볼란드 역시 메피스토펠레스처럼 악이라는 본질적 존재론적 충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선으로 나타나 버리고 마는， 신의 도구 

이자， 신의 아이러니의 희생물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괴테의 

텍스트로부터 발혜한 에피그라프가 볼란드에게도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볼란드의 정체에 대해 제시된 최초의 힌트인 에피그라프는 동의룰 얻는 동 

시에 변증법적으로 부정되고， 볼란드는 메피스토펠레스적 의미의 악마로부터 

새로운 시니피에를 획득하고자 변신한다. 

20) Barratt, A. (l987) rBetween Two Worlds.’ The Master and MargaritaJ , 

Clarendon Press,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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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는 중세의 악마이면서 파우스트를 통해 ‘르네상스적 

인간’， ‘근대의 인간’의 욕망과 꿈을 성취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불가꼬프의 

볼란드는 현대의 악마이면서 거장을 통해 ‘새로운 중세적 인간’， ‘탈근대적 인 

간’의 미학적 면모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괴테의 희극 『파우스트』 의 재료가 된 전설에 등장하는 독일의 마술사 파 

우스트는 지식의 힘으로 지상의 향락을 제멋대로 추구하려는 ‘트네상스적 인 

간’이다， 중세적 신앙관과 서1 계관에 의하면 이러한 욕망 자체가 죄악이기 때 

문에 전설상의 파우스트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묘더라도 

현서l 에서 욕망을 충족시켜 보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힘으로는 행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메피스토라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그를 

동반하고 다니면서 그 마술의 힘으로 갖은 향락과 정욕을 누리다가 파멸한다. 

이랴한 전설을 사용하여 극작가 말로우(Christopher Marlow)나 레싱 

(Lessing) , 그리고 괴테는 이 파우스트를 진리의 탐구자로서 구제하는 희곡을 

썼다. 그등은 파우스트의 무한한 지식욕과 탐구정신을 ‘근대적 인간’， ‘계몽적 

인간’， ‘르네상스적 인간’으로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괴테의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통해 ‘근대적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불가꼬프의 거장은 악마 볼란드를 통해 ‘탈근대적 인간’으 

로 태어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불가꼬프의 거 

장은 근대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불가꼬프의 소설 『거장과 마르 

가리따』 가 러시아 포스트모던소설을 선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일련의 연구 

자들의 지적에 걸맞게， 불가꼬프는 자선의 소설에서 ‘새로운 탈근대적 인간’， 

‘탈근대적 문학’의 양상들을 예언하고 있다. 

바일 (n. Ba뻐b)과 게니스(A. reHHC)는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경계를 

『거장과 마표가리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기까지 하며 21)， 까간(M. KaraH) 

역시 이 작품을 러시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적 작품으로 인식 

하고 있다 22) 까간은 불가꼬프의 이 작품이 포스트모더 니 즘의 주요한 기 법 인 

다코드성 (MHorOKpaTHoe KO마lpOBaHHe)을 실현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바일 

과 게니스의 경우에는 현실을 텍스트에 완전히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텍스트 

로서의 세계 (MHp KaK TeKCT)’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상을 구현한 것으로 

21) BaHJJb, n. & feHHc , A; (l986) “ 5yJJraKOBCKHH nepeBopoT", rKOHTHHeHT~ ， No. 47, C 

351-374 
22) KaraH, M.( 1997) r 3CTeTHKa KaK IþHJJOCOφCKaJ/ HayKaJ , cnõ.: neTpOnOJJHC, C.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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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 작품을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더하여 필자는 악마 볼란드의 형상에 주목해 이 소설이 갖는 

‘탈근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볼란드를 통해 근대문학의 주요한 개 

념들이 파기되고 전복됨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예루살렘 이야기’는 크게 3가지의 위상 -

악마 볼란드의 목격담， 거장의 원고， 이반 베즈돔느이의 꿈 으로 변주되면 

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로 흡수되고 있다. 불가꼬프에게 있어 글쓰기는 

바로 ‘텍스트로서의 세계’를 ‘읽어내는’ 것이다. 거장이 악마 볼란드를 만나는 

장면에서 볼란드의 목격담과 자신의 원고의 내용이 일치함을 깨닫고 그가 외 

치는 말이 ‘드디어 알아냈다(yr allaJl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는 작가 

가 ‘읽어 내고’， ‘추측해야 할’ 거대한 텍스트로 밝혀진다. 

게다가 이 작품은 1940년대에 쓰여졌지만， 1920년대의 메타소설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는 현실이 텍스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소셜에서 보이고 있는 겉 이야기와 안 이야기간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만 

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결국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텍스트(50Jlblll。α TeKCT)인 

것이다. 텍스트 속으로 흡수된 현실은 텍스트 내에서 용해되어 거대한 텍스트 

의 한 페이지로 판명나게 된다. 불가꼬프의 유명한 아포리즘인 ‘원고는 불타 

지 않는다(pyKonHcH He rOp~T)’는 문학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복권된 

불가꼬프 자신의 작품의 운명을 예견한 말일 뿐만 아니라， 세계는 불에 타지 

않는 거대한 텍스트이며 바로 그러한 텍스트로서의 세계 앞에서 작가가 할 

일은 다만 그 거대한 텍스트를 읽고， 그 속의 암호를 해독하며， 기호의 뜻을 

‘추측해 내는(yrallaTb) ’ 것이다. 

거장은 볼란드를 통해 자신이 쓴 소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신만 

의 창작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소설이 거대한 텍스트의 일부분이며， 

자신은 그 텍스트의 복원에 동참하는 공동 저자(coaBTOpμ)의 하나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근대가 주창해 온 작가적 위상의 경계를 넘어 

감을 의미한다. 

근대문학이 대두되면서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이 바로 ‘작가성 (aBTopCTBO)’이 

다. 고대， 중세 문학에서 희미하거나 결여된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 혁신성의 

개념들이 근대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개념으로 부상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근대문학이 추구해오고 보존해왔던 작가성의 개념이 불가꼬프의 소설에 

서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누가 진정한 예루살렘 이야기의 작가인가?’라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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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불가꼬프의 소설에서 모호하고 혼돈스럽게 다가온다. 볼란드의 목격담과 

거장의 소설과 이반의 꿈으로 연결된 예루살렘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의 정체 

는 보류되고 베일에 싸이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루살렘 이야기의 ‘근원적 작가의 미상’과 이에 따른 ‘다 

양한 판본’의 존재라는 러시아 중세 문학의 대표적 양상이 되풀이됨을 알 수 

있다. 중세문학이 가지는 바로 이러한 ‘작가성’ 개념의 부재와 이에 따른 다양 

한 판본(BepCffH)의 전승은 현대의 불가꼬프의 문학을 통해 격세유전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는 근대의 양식과 개념처l 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중세 

(HOBoe CpenHeBeKOBbe)’를 연디 , 

이 ‘새로운 중세’의 미학에서는 근대의 작가성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원텍 

스트(npOTO -TeKCT) 의 존재는 미궁에 빠지며， 그 원텍스트의 끊임없는 반복과 

변종들로서의 수많은 판본들이 존재하게 된다. 원텍스트는 부재하게 되고 원 

텍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흔적’23)들로서의 다양한 판본들이 바로 텍스트 생산 

의 역사적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소설이 작가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원텍스트의 복 

구 및 변형， 반복’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과정은 악마 볼란드가 현실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가 균열과 간극을 내며 들어온 현 

실은 근대의 문학관과 근대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는 모스크바라는 구체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과 시간속으로 볼란드는 ‘새로운 중세’의 시간과 

꽁간， 그리고 ‘새로운 중서l ’적 세계관을 함께 유입시킨다 모스크바의 흐로노 

또프는 파괴되고， 3차원의 시공간은 4차원， 5차원으로 확대되고 비연결적인 

것들이 연결되며， 연속적이었던 것들이 불연속적으로 된다. 흐로노또프는 구 

겨지고 영키면서 현대의 세계에 ‘새로운 중세’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침입과 변형된 세계는 물리적으로도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란드는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를 중세의 발푸르기스의 악마의 무도회장으로 

23) 따뻐H ， 11. (1996) rnOCTMopepHH3M, lleKoHcrpyKTH3M, nOCTMopepHH3찌 , M.: I1HTpalla, C. 

27-29. 자크 데리다의 ‘흔적 (CJJell)' 개념은 플라톤의 ‘그림자의 그림자(TeHb TeHH)’ 

와 비슷한 것으로서， 더 이상 그 어떤 일차적 근원， 진실의 원형， 사실의 원텍스트 

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일차적 근원과 원형의 그림자들， 흔적 

들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일차적 텍스트는 그리하여 이차적 텍스트들(흔적들) 

에 대한 연구와 재구로 인해 추측되고 상정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일차적 진리， 근 

원적 진리에 대한 이차적 진리， 부차적 진리의 우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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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버린다. 볼란드로 인해 ‘현실의 원리’가 작동하던 모스크바라는 공간은 

‘마법의 원리’가 작동하는 비밀스런 해방된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경화(硬化) 

된 모스크바의 세계는 그들의 초월적， 마법적 힘에 의해 유물론적이며 무신론 

적인 굳은 껍질을 깨뜨리고 환상적 세계의 다차원적 공간으로 연화(軟化)된 

다. 근대가 ‘탈마법화’라는 ‘합리화’과정을 겪으며 근대의식을 성취했다면， 이 

제 근대에서 ‘새로운 중세’로의 변형은 이 과정을 역행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합리성의 폭압에서 풀려난 ‘마법화’로 인해 과학은 신화로， 천문 

학은 점성술로， 의학은 미신의 힘으로 대체된다. 모든 억압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풀려나게 된다. 

불가꼬프의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따』 에서 실제 작가와 주인공 거장 외 

에 화자가 또 다른 한 층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자는 매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인격화된 목소리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초 

인격적인 전지적 관점을 지니기도 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상의 모순이 시작된 

다. 

화자의 이러한 다양한 면모는 그를 ‘이야기꾼’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건의 

‘보고자’나 혹은 자의식을 지닌 ‘등장인물’로 보이게 하기도 한다. 화자의 이러 

한 변화무쌍한 변신은 독자로 하여금 그가 행하고 있는 서술과 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비록 화자의 사건 묘사는 매우 정확 

하지만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에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화자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llall<e y MeHJI , npaB,llHBOrO nOBeCTBOBaTeJlJl, HO nOCTOpOHHerO lfeJlOBe l< a .. .(210) 

진실한 소설가이자， 방관자이기도 한 나조차5:. ... 

실제 이 ‘믿을 만한 화자’에 의해 서술되는 속 이야기인 예루살렘 이야기는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빌라도의 심 

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이 소설 안에서 서술되는 예루살렘 이야기는 

‘외경 (anOKp때)’에 기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경은 정경(正經)의 권위 

에 도전한다: 

HHlfeMy He ylfHJlHCb H Bce nepenyTaJlH, lfTO JI rOBOpHJI. R Bo06me HalfHHa~ 

onaCaTbCJl, 'ITO nyTaHHHua 3Ta 6Y,lleT npOLIOJlll<aTbCJI OlfeHb ,lloJlroe BpeMJ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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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JU- 3a TOrO , 4TO OH HeBepHO 3alIHCbJ BaeT 3a MHOI!. (24) 
제가 말한 것이 모두 혼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혼동이 오래 계속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한 모든 것을 그가 거짓으로 기록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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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에 의해 잘못 기록된 진실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을 가리킴으로써， 

정경과 외경의 위계적 질서가 뒤엎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실의 상대 

화’， ‘진리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원텍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첫번째 

사본’과 ‘두번째 사본’간의 위계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정경은 외경의 또 

다른 ‘사본’의 위치로 전락한다. ‘새로운 중세’는 이렇게 원텍스트의 부재와 수 

많은 사본의 다양성으로 획득된다. 

한편 『거장과 마르가리따』 의 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는 공공연히 독자들 

에게 자신의 존재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으며， 글쓰기의 과정을 공개하는 

메타소설의 면모를 보여준다: 

TeM 60nee 4TO HaCTaeT nopa nepeXOaHTb HaM KO BTopOI! 4aCTH 3Toro npa

B때Boro nOBeCTBOBaHHJ!. 3a MHo ì!, l써TaTenb! (209) 

더욱이 이 진실한 이야기는 제 2부로 옮아갈 때가 다가왔다. 자 독자여， 

나를 따르십시오! 

3a MHOI!, M。꺼 4HTaTenb, H TonbKO 3a MHOI!! (209) 
나를 따르라， 독자들이 여 ’ 오직 나만을 따르라! 

화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메타픽션적 언급은 화자의 차원에서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내포작가24)의 차원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HHKornA HE PA3rOBAPHBAHTE C HEH3BECTHb~ 

24) 채트먼 S.(996) r 영화와 소절의 서샤 구조: 이야71와 당화J . 김경수 옮김， 민음 

사 이데올로기 총서 40. 183쪽.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와 위상을 살펴보면， 텍스트 외부에는 실제작가와 실제독자가 위치해 있으며， 

텍스트 내부에는 실제작가를 모방하고 대신하는 내포작가， 그리고 실제독자를 모 

방하고 대신하는 내포독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텍스트의 플롯을 진행시키고 

설명하는 화자， 그리고 그 화자의 말을 받는 상대역으로서 피화자가 대용해서 위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직선상의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이 나오게 된다: 실제작가 - [내포작가 - 화자 - 피화자 - 내포독자] - 실제독자， 



32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1 호 

낯선 사람과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오 

소설 제 1장의 제목인 위의 진술은 내포작가가 2인칭 화법을 취함으로 인 

해 독자들을 직접 대면한 채 던지는 듯한 충고의 말로 들리게 한다. 내포작가 

는 독자에 의해 서사물로부터 재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소통의 도 

구도 갖지 못했던 전통적 소설에서의 내포작가는 작품에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포작가는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는 

명 백한 주관이 들어 있는 권고의 말을 제시함으로써 서술되고 있는 소설 속 

의 사건 위에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화자’와 ‘내포작가의 개입’ 외에 소설의 특이한 연결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이야기와 예루살렘 이야기의 연결방 

식을 살펴보면， 모스크바 이야기의 끝부분이 예루살렘 이야기의 시작부분과 

오버랩되면서 반복되고 있다. 모스크바 이야기의 끝부분과 예루살렘 이야기의 

시작부분은 모두 예외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2 

장， 15-16장， 24-25장) 이러한 구조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놓인 두 이야기 

를 모순적으로 연결한다. 즉， 곁 이야기의 끝 부분과 속 이야기의 시작 부분 

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나보꼬프의 『재능』 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비우스의 

띠’와 같은 형식을 이루게 된다. 

두 이야기는 상호 배타적이며 불연속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 

결방식을 통해 그 단절이 모순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두 이야기의 이러한 외 

비우스적 구조는 속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겉 이야기의 등장인물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즉 두 이야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두 이야기의 구별이 결정적으 

로 와해된다. 소설 제 32장에서는 모스크바 이야기와 예루살렘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이 한 곳에 집결함으로써 속 이야기는 어느새 겉 이야기로 바뀌어 있 

음을 알게 된다. 외비우스의 띠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가 완성이 되 

는 것이다. 즉， 안쪽 면이었던 부분이 어느새 바깥 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다. ‘씌여지는 것(글쓰기의 대상)’과 ‘써가는 것(글쓰기의 주체)’ 사이의 경계를 이 

루던 암묵적인 형식 (YCJlOBHOCTb)이 제거되고， 허구(!þHKUHj! )와 현실 (peaJlbHOCTb) 

간의 구별이 모호해져 버린 것이다.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 는 러시아 메타소설의 계보에서 모더니 

즘 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분수령에 속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그 자체 

로서 1920년대 모더니즘적 문학실험을 계승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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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학 형식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물줄기를 열어주고 있다. 세계는 원텍스 

트의 실종과 그 원텍스트의 복원과 복제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서고 (apXI-IB) ’ 25) 

이며， 창조적인 작가의 위상 대신 원텍스트를 발굴하는 ‘필사가’들의 시대， ‘새 

로운 중세’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였던 것이다. 

2-4. 비 또프의 『뿌슈낀 의 집 (nYIIKHHCKHH lIoMb 소설 의 파괴 

안드레이 비또프는 레닌그라드의 유서깊은 인텔리 집안에서 1937년에 태어 

났다. 그의 아버지 역시 건축가로서 인텔리에 속했으며， 비또프는 레닌그라드 

광산 대학을 졸업한 후， 러시아 각처를 다니며 지질탐사 전문가로 일하기 시 

작했다. 그의 단편들 중에 여행기가 많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r페넬로 

페(f1eHeJlona) jJ (965) , r아르메니아 수엽 (YpOKH ApMeHHH)J (972) , r7개의 여 

행 (CeMb nyTewecTBI-써)j) (976) , r출장중 인 모나호프(YJleTa뻐써 MOHaXOB)j 

(990) , r 마 친 자들(Or J1aωeHHble) jJ (1992) 등의 작품에 서 지 질학자로서 각지 로 

여행하며 얻게 되는 풍물과 인상들이 섬세하고 풍부하게 투영되고 있다. 

안드레이 비또프는 레닌그라드 봉쇄와 1944년 전쟁 피난민으로서의 경험과 

동시에 스탈린식 학교교육을 통한 전형적인 소비에트 멘탈리티를 학습받게 

되고， 소비에트 엘리트 사회에서 ‘행복이 보장된’ 삶을 살며 교양 있는 집안의 

폭넓은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처음에는 시를 썼던 비또프는 점점 산문 장르로 자신의 습작영역을 옮겨가 

기 시작한다. 시보다는 산문단편에 더 흥미와 재능을 느끼기 시작한 이 젊은 

작가는 수 백 편의 단편들을 써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재출판을 하여 돌려 읽 

어가며 자신의 재능을 타진하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 1959년에 처음으로 자신 

의 작품들을 출판하기 시작한 비또프는 1963년 자신의 첫 번째 작품선집인 

『커다란 풍선 (50JlbWO꺼 wap)J 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이후로 비또프의 산 

25) 11JIbHH. 11.(1996) TaM :JKe. C. 64-65. 미셀 푸쿄의 ‘문서고(apXHB)’는 한 시대의 인 

식론적 무의식의 총체인 에피스테메(episteme/인식소)가 이 문서고의 내용이 된다. 한 

시대는 그 시대 고유의 에피스테메를 가지게 되고， 그 시대가 지나고 다른 시대가 도 

래하면 새로운 에피스테메가 등장하여 그 시대의 정신으로 기능한다 문서고에는 이러 

한 한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문화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 

운 문화요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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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소비에트 문단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단편소설들은 그가 인식한대로 1956년 제 20차 전당대회를 펼두로 시작 

된 스탈린 격하운동과 거대한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태동한 ‘해빙세대’의 권 

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해빙세대에 속하지만 해빙세대의 문학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문학적 세 

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비또프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술형식을 찾는 데 골몰했 

다. 60년대 비또프의 동시대 작가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던 장편소설 기피와 

그에 따른 단편소설 작가들의 부상이 라는 문학적 환경 속에 서 비 또프는 유리 

까자꼬프(lOpH찌 Ka3aKOB) , 유리 나기빈(lOp때 HarHõHH) , 엠마누일 까자께비치 

(3MMaHYHfl Ka3aKeBHq)등의 단편작가들이 인간 개인 안에 숨어있는 진실한 감 

정， 심리학적 통찰， 개성 등에 천착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동시대 ‘청년소설’ 작가인 바실리 악쇼노프(BaCHfl깨 AKceHOB) 등이 사회 

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교조적 문학원칙에서 벗어나 헤밍웨이(Hemingway)식 

개인주의와 젤린저 (Salinger)식 십대의 저항으로 자유를 표출되는 방식과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비또프의 이러한 범주화되지 않은 재능은 그의 작품들을 동시대 평단에서 

는 이해할 수 없는 상형문자로 통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계속 

적으로 출판이 지연， 금지되고 있었다. 1964년에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장편 

소설 『뿌슈낀의 집(nYWK뻐CKHα llOM) J 은 1971년에 완성된 이후에 소비에트 

평단이 계속적으로 출판제지를 권고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 작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되고， 소련에서는 1987년에 최초로 완간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소설의 일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문학잡지에 실리 

게 되는 해프닝을 맞게 된다. 

이처럼 어려운 출판과정을 밟으며 세상에 선보인 소설 『뿌슈낀의 집』 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실험정신에 기반한 획기적인 작품으로 소수에 의해서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 

(KY?CHB MOH - A. 5.) 

Hac Bceraa 3aHHMaRo, C caMWX aeTcKHx, HenocpeaCTBeHHNX nop, rae np~TaRc~ 

aBTOp, Koraa nOaCMaTpHBaR Cl.\eHY. KOTOp)'lO onHCblBaeT. < ... > 4HTa~ H CRH4a~ 

C lI<H3HblO, nOKall<eTC~ ， 4TO ayx OÕD1ell<HTH~ H KO~αtyHaRbHoß KBapTHpbl 3apoaHRc~ 

B ,1HTepaType paHbwe, 4eM BonROTHRC~ Ha꺼 By. KaK pa3 B noaoõHoM aBTopC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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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weHHH K CueHe. aBTOp B HeH KOMMyHaJJbHblH *HJJeU, COCell, nOllCeJJeHHblH 

DOCToeBCμÜÌ ， HaBepHO, e ll\e μ nOToMy JJy4we BCeX "llep*HT" MHOr04HCJJeHHylO, " 

KYXOHHYIO" cueHy, 4TO CaM HHKOrlla He CKpblBaeT CBOeI1 "nOllCeJJeHHOCTH" 1< 

repOJ!M OH HX CTeCHJ! eT , OHH He 3a6bIBa1OT , 4TO OH MO*eT HX BHlleTb, 4TO OH 

HX 3pHTeJJb. 3Ta 3aMe4aTeJJbHaJ! OTKpOBeHHOCTb COrJJJ!llaTaI1CTBa lleJJaeT eMy 

。nepe*a에띠ylO ero BpeMJI 4eCTb. TaKaJ! 60JJbWaJl, 06bJl BJJeHHaJl yCJJOBHOCTb -

HCTHHHO peaJJHCTH4Ha, H60 He BbIXOllHT 3a paMKH peaJJbHO llonycTHMoro Ha6JJIO

lleHHJI. < ... > 3aTO CKOJJb COMHHTeJJbHbI, HMeHHO B 3TOM CMbICJJe , 06beKTHBHO

peaJJHCTH4eCKHe peWeHμJI ， rr04HTalOll\HeCJI KaK pa3 C06CTBeHHO peaJJH3MOM, rlle 

Bce BblllaeTCJI 3a "KaK eCTb" , 3a "l<aK 6bIJJO Ha caMOM lleJJe" , rryTeM HMeHHO 

yCTpaHeHHJ! TOI1 띠e끼04KH H지H CKBa*HHKH, B KOTOpylO rrollcMa TpHBaeT aBTOp, 
T띠aTeJJbHOrO ee 3aMa3“BaHHJI H 3aHaBeWHBaHHJI. < ... > CBepxy MO*eT BHlleTb 

TOJJ바<0 bor , eCJJH rrpellBapHTeJJbHO lloroBopHTbC껴， 4TO OH eCTb. Ho nHCaTb C 

T04KH 3peHHJ! 60ra rr03BOJJJ!JJ ce6e JJHWb JIeB TOJJCOI1. .. 26) 

(펠자의 강조 안드레 이 비 또프) 

어릴 때부터 묘사되고 있는 장변을 불 때마다 작가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헝상 궁금했었다 <…> 기숙사나 공동주택의 시각은 현실에서보다도 문학에 

서 먼저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대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마지 공동주 

택의 주민， 이웃， 세든 사람으로서의 작가를 연상시킨다， 도스또엠스끼는 아 

마도 이떠한 공동주택의 “부엌”에서 바라본 다양한 시각을 가장 놀랍게 “견 

지한”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주인공들에게 자선의 “근접주거성”을 숨기지 

않았다. 즉， 그는 자신의 주인공을 바로 옆에서 작가자신이 헝상 존재하며 

그들윤 항상 관찰하고 있응을 잊지 않게 한 것이다 자신의 주인공들의 관객 

이 작가 자신임을 주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엿보기행위는 도스또엠 

스끼에게 시대를 선취하는 놀라운 명예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선언된 조건성 

은 실제로 관찰되어지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 리엘리즘적이다 

< ... > 반면 객관적 리얼리즘적 방법은 묘사되는 것이 현실임을， 사실임을 강 
요한다 즉， 작가가 엿볼 수 있는 그 어떤 구멍이나 틈새플 열어두지 않는다. 

대신 객관성을 강요한다 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존재는 신뿐이다 우리가 신이 존재함을 전제한다면 말이다 레프 똘스또 

이눈 이러한 신의 관점에서 글을 쓴 작가이다 .. 

35 

도스또웹스끼처럼 등장인물 옆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낱낱이 자신의 주 

인공들을 살피는 작가도 아니고， 똘스또이처럼 모든 것을 통찰하고 객관적 시 

점을 유지하는 전지적 작가도 아닌， 완전히 다른 작가의 위상을 비또프는 고 

26) 5HTOB ‘ A. (l97S) rnyωKμHCKμjj LIOMJ . ARDIS: ANN ARBOR, C. 70-72 이 후 본문 

에서 작품 인용은 판호 안에 숫자로 표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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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 낸다. 독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작가가 아니라 소설 속에 직접 

들어가 독자에게 자신의 소설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친절히 비평과 각주， 주 

석을 달아주는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소설이 갖는 특성과 장르까지 규정해주 

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자신의 소설 r뿌슈낀의 집』 은 ‘박물관소설 

(pOMaH-MY3elt) ’ (5)이 다.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반복하고， 축적하고，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영위되는 곳의 - ‘박물관적’ -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소설은， 그래서 자 

신 내부에서 그 전시물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 

하고 외부로부터 재료와 테마를 공급받는다. 완벽한 ‘내적 비독럽성 (BHYTpeHHjjjj 

HecaMOCTOjjTenbHOCTb)’(1 4) 이 바로 이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 전략인 것이다. 

실제로 작가 비또프는 이 소설을 러시아 19세기 소설들을 모방해서 만들고 

있다. 그 소설들로부터 각 장의 제목과 테마들， 에피그라프， 주인공틀을 벌어 

와 자신의 소설의 뼈대로 쓰고 있다27). 

소설의 제목처럼 이 소설은 러시아 문학의 연구의 장(場)이요， 러시아 문학 

의 회랑이자 박물관으로서 r뿌슈낀의 집」 을 많은 러시아 문학작품으로부터 

의 인용과 인유， 패러디 등을 통해 건축하고 있다. 

비또프는 자신의 소설을 레프 똘스또이의 자전적 3부작인 r유년시절.1 , 

『소년시절』 , 『청년시절』 의 모텔에 따라. 제 1부는 주인공 료바(JJeBa)의 어 

린시절을 통해 그의 영혼과 정신의 형성을， 제 2부에서는 료바의 개인적 연애 

경험을 통해 그의 3명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제 3부에서는 문학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문학비평가로서의 현재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이 

름이 ‘레프 똘스또이’를 연상케하는 료바(JJesa)라는 점에서도 작가 비또프의 

러시아 전통문학에 대한 흠모와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그가 태어난 해인 1937년은 뿌슈낀 서거 1α)주년이 되는 해이다. 바 

로 이런 상징적인 해에 태어난 비또프는 이와 비슷한 상징적 해에 태어난 블 

27) 프롤로그는 체르뉘웹스끼의 r무엇을 할 것인가?J 라는 제목으로， 제 1 장은 뚜르 

게네프의 r아버지와 아들」 을， 제 2장은 레르몬또프의 r우리시대의 영웅」 을， 제 

3장은 뿌쉬낀과 도스또엠스끼의 r청동기마상』 과 「가난한 사람들」 을 조합한 제 
목인 rEellH뻐 BCallHIIK(불쌍한 기 마상)J 으로 각각 명 명 한다. 이 외 에 도 각 장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에피그라프와 각장의 하부이야기에서 뿌쉬낀의 r일발」 과 r눈 

보라J , 레르몬또프의 r가변무도회 J , 솔로구프의 r작은 악마』 등의 작품이 인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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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미르 나보꼬프(그는 뿌쉬낀 탄생 100주년인 1899년에 태어났다! )와 더불 

어 뿌슈낀 마니아로서 쌍벽을 이루는 작가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또프의 작품 

세계와 나보꼬프의 작품세계를 상호 연관， 비교하려는 움직임 또한 이 두 작 

가를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로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비또프와 나보꼬프의 작품세계논 포스트모던적 사유속에서 서로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물리적 접촉보다는 정신적 동시대인으로 간주하 

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가 비또프는 문학적 선배들의 ‘영향의 두 

려움’에서 자유롭다. 그는 이 문학적 선배들에게 가장 열렬하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오마쥬(hommage/경의)를 표현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은 수많은 고전(古典)으로부터 유래한다 

HaH60Jlee CYmeCTBeHHhl TpH: 1I0CToBecKHli, npyCT H Ha60KOB. <…> HeT, OT 

BJlH~HH~ 1I0cToeBcKoro TO%e H씨<aK He OTKa3aTbC Jl. A OT Ha60KoBa MHe H He 

X04eTC~ OTKa3hlBaTbC~. Ho, C y니eTOM Bcero Bhlille H HH%e Cl< a3aHHOro , KaK pa3 

H npHneTC~ ‘ HM~ ~ yC JlhlillaJl BnepBμe rony B 60-M, a np04HTaJl - B ne l< a6pe 

70-ro. KaK ~ H3Bopa4HBaJlC~ neC~Tb JleT , 4T06h1 He np04eCTb ero, He 3HalO -

cynb6a. nJlOXO JlH 3TO, XOpOillO JlH 6hIJlO, HO rnyill l<HHcKoro nOMaJ 6hl He 6h1Jlo , 

np04TH ~ Ha60KoBa paHbllle , a 4TO 6hlJlO BMeCTO - yMa He npHJlo%y.28) 

가장 중요한 세 명을 든다변 도스또볍스끼， 프루스트， 나보꼬프이다 < ... > 
도스또옐스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나보꼬프로부터의 

영향 역시 부정하고 싶지 않다 위에서 그리고 나중에 말할 것을 고려해보 

면， 이것은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그의 이륨을 처음 들은 것은 60년대쯤이었 

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은 것은 70년 11월이었다.10년동안 그의 책 

을 읽지 않으려고 빙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운명이리라 좋은 일인 

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보꼬프를 미리 읽었다면 아마 「뿌슈낀 

의 집」 은 없었을 것이다 대신 뭐가 있었을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다. 

나보꼬프의 『재능』 과 『사형으로의 초대』 는 비또프의 『뿌슈낀의 집』 

과 거의 같은 문학적 상상력과 시대정신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가 자신도 이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나보꼬프의 책을 10년 동안 읽 

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초기 소설인 『바람부는 날의 삶(~H3Hb B BeTpeHY~ noronY)J 은 이러한 

28) 5HTOB , A.(1999) <. 꺼 BHHOBaT ... >, rHeμ36e:i<HOCTb HeH8. J1HC8.HHorOJ , M.: BarpHyc. C‘ 

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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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비또프의 문학 경향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은유로 쓰일 수 있다. 즉， 그 

의 문학세계는 ‘바람부는 날의 삶’ - 실체없는 바람으로 이루어진 집， 문학적 

시율라크르29)와 인유 (aJJJJ애 3HH)로 만들어진 문학적 박물관이 바로 그의 작품세 

계이자， 이 소설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소설 『뿌슈낀의 집』 역시 ‘바람’이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프롤로그는 온통 이 ‘바람’으로 가득차있다: 

Ha ropotl ynaJJ BeTep. OH ynaJJ TaI< nJJOC I<O H cBepxy, CJJOBHO CI< aTHBillHCb 

no He I<。꺼 nJJaBHO He6ecHoli I<pHBH3He, pa30rHaBillHCb He06b1I< HOBeHHO JJer I<O H 

npHilleLlillHCb I< 3eMJJe B I< aCaHHe. < ... > ... BeTep M1.IaJJClI LlaJJbille, I< aI< BOP, H nJJam 

ero pa3BeBaJJClI. (11-14) 

도시로 바람이 떨어졌다.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착륙하기 위한 김을 따라 

부드럽고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오듯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평평하게 떨어졌 

다 < ... > 바람은 도적처럼 더 멀리 휘몰아쳤고， 그 옷깃이 바람에 날렸다 

비또프의 작품 전반에 이 인유와 모방과 패러디의 ‘바람’이 옳고 지나간다. 

“바람은 도적처럼 휘몰아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레오노프의 『도 

적』 의 상징이 비또프의 작품세계에서도 주요 창작 원칙이 됨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빌어오고’， ‘차용되고’， ‘사용될’ 뿐， 소유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갈 뿐， 그 형체는 없다 그래서 그의 작품엔 진정한 주인공의 

실체도， 진정한 소설의 설체도 없다. 모든 것이 시율라크르들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이다. 

소설의 제 1장에 등장하는 료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은 모두 

료바의 가족사를 구성하는 주요인물들이다. 료바의 어린 영혼에 강한 영향력 

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그의 친할아버지이다. 온 가족에게 비밀처럼 숨겨져 

29) Baudrillard, ].(1981) rSimulacres et SimulationJ , Paris: Editions Galilee. 프랑 

스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장 보들리야르는 가상현실을 플라톤에게서 벌어온 

‘시율라크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플라톤의 세계상은 명백한 가치의 위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eidos/때ell) 의 세계와 그 이데아를 모방 

한 하위가치인 복제 (eikon/I<OnHlI)의 단계， 그리고 다시 이 복제의 재복제 단계인 

허상(eidolon/대MYJJlII<p)의 단계가 그것이다 플라톤의 고전철학에서 최하위의 가치 

개념인 시율라크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그 위상의 전복을 맞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바야흐로 이 시율라크르가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시율라크르는 한마디로 ‘원전 없는 복제물(I<OnHlI 6e3 OpH대HaJJa)’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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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할아버지의 대한 소식이 가족들을 긴장시키게 되고， 할아버지를 돌아가 

신 것으로 알게 했던 이제까지의 거짓이 폭로된다. 료바는 할아버지의 생존소 

식에 경악하게 되고， 가족의 오랜 비밀이 베일을 벗기 시작한다. 할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했던 료바는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책들을 

통해 할아버지가 저명한 언어학자요， 수학자로서， 한 학파를 이룰 정도로 뛰 

어난 학자였음을 알게 된다. 료바는 할아버지의 저서들을 통해 사라진 할아버 

지와 숨은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 

간 후 소식불명이었던 할아버지가 다시 료바앞에 나타난 순간， 시간은 역행한 

다.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태어났고， 손자에게서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y CbIHa 

p。띠JIC 5I OTeu. Y BHyKa pO)j(llaeTC5I llell) ’ 된 것 이 다. 

료바의 이러한 죽은 할아버지를 향한 지적 순례는 그의 영혼을 대대로 내 

려오는 료바 가문의 귀족성과 지식인적 혈통으로 무장시킨다. 그의 우상이 되 

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손자인 료바를 그의 집으로 초대한다. 그들 

손자와 할아버지의 해후는 료바의 상상 속의 우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다 이 상아탑의 거두(巨頭)는 료바의 눈앞에서 술취한 독설가로 변해있었다.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는 료바에게 유령처럼 그 실제성과 구체성을 상실한 

존재로 드러난다 그가 료바와 만난 이후로 료바의 세계는 분열되고 단일성과 

구체성， 확실성을 결여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단일자(單-者)에서 복수자(複數者)로 양적 분열을 하게 된다. 료바의 세계는 

이설(異說)과 변종들(Bepc짜i H BapHaHTbI)로 가득차게 된다: 

BOT H npHlleTC lI paCCKa3aTb ee 3aHOBO, napaJ1J1eJ1 bHO nepBoll. To-eCTb, 
npellCTOll~all HaM BTOpall 4aCTb pOMaHa lI SJ1l1eTC5I J1HWb SepcHell H SapHaHTOM 

SHe3anHO 3asepwHSWellc 5I nepsoll. KaKoll H3 SapHaHTOS T04Hee? HaM Ka)j(eTC5I, 

4TO sTopoll, H60 OH peaJ1bHee. 3aTo nepsbI꺼 BapHaHT HCTHHHee. (c. 135) 
첫 번째 가설과 더불어 새롭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소설의 제 2장은 급작스럽게 끝을 맺은 제 1장의 또 다른 이설에 불 

과하다. 어떤 가섣이 더 정확하단 말인가? 제 2장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대신 제 1장은 더 진실해 보인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곧 두 번째 이야기로 대체되고 두 이야기간의 진위 여부 

는 보류된다. 즉， 료바의 할아버지가 료바의 기억속에 새겨진 대로 고귀하고 

탁월한 대학자로 남아있는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그가 다시 살아왔지만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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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료바의 우상이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술취한 독설가의 모습이 진실인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가설이 소설 속에 공존할 뿐이다. 

소설 제 3장에서 료바는 그의 친구 미찌샤찌예프와의 결투에서 죽음을 맞 

는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은 료바는 어느새 다시 살아나있다. 앞의 결투에서 

의 죽음이 하나의 가설이라면， 다시 살아난 것은 두 번째 가설로서， 역시 이 

두 가설은 자신의 진위여부를 드러내지 않은 채 두 가지 가능성 그대로 독자 

에게 제시된다. 독자는 그 가설 중 하나를 취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취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혼돈에 빠질 수도 있게 된 

다 

그래서 비또프의 이 소셜은 ‘환영소설 (pOMaH-rrpH3paK) ’， ‘유령소설 (pOMaH 

tþaHTOM) ’30)로 불리게 된다. 이 소설에서 모든 것은 실재하지 않고 허상으로서， 

가상으로서， 시율라크르로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소설 첫머리에서 

주인공에 대한 특성에 대해 작가가 미리 암시하고 있다: 

f1TaK, MbI BOCC03 1laeM COBpeMeHHOe HecyIl(eCTBOBaHHe repOlI, 3TOT HeyJIOBHMblii 

3iþHP, KOTOpbI꺼 no니TH COOTBeTcTByeT HbIHe caMoi’ Ta꺼He MaTepHH, TallHe , B 

KOTOpy fO ynep지OCb COBpeMeHHOe eCTeCTB03HaHHe: KOrlla MaTepHlI, Ilp061I Cb , 
4JIeHlICb H CBOlllICb KO BCe 60JIee 3JIeMeHTapHbIM 4aCTHuaM, Bllpyr H BOBCe 

nepeCTaeT cymecTBoBaTb OT nOnObITKH pa31leJIHTb llaJIbWe. 4aCTHua, BOJIHa, 

KBaHT , • H TO H IlPyroe H TpeTbe, H HH4TO H3 HHX, H He BCe TPH BMeCTe ... H 

BbIl1JIbIBaeT 6a6YWKHHO MHJIOe CJIOBO "3iþHP" ... (4)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의 현대적 비존재를 복원해 내려한다， 현대 자연과 

학에서 천착하고 있는 물짖의 비밀에 상응하는 바로 그 포착할 수 없는 에 

테르 딸이다 물칠을 가장 작게 잘라 나갔을 때 남게 되는 분자들， 파동들， 

양자들 그 너머에 있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물젤 . 갑자기 할머니들이 
쓰시는 친근한 말이 떠오른다 - “에테르 

작가 비또프는 자신의 주인공을 ‘존재하지 않는 환영’으로 등장시킨다. 료바 

는 뿌슈낀과 통일시되기도 하고3l) ， 뿌슈낀의 문학적 주인공틀과 동일시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그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30) J1aBpoB, B. (1 997) “TpH pOMaHa AHllpe쩌 5HTOBa, HJIH BocnOMHH뻐HlI 0 cOBpeMeHHHKe" , 
r HeBaJ , No. 5, c. 189. 

31) J1HnoBeUKH꺼， M.(952) “Pa3rpOM My3elI: n03THKa pOMaHa A 5HTOBa <nywKHHcKHii !lOM>" , 

rHOBoe 지'HTepaTypHoe o603peHHeJ , No. 11 , c.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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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 I< a l< J1eBa CTaJl BIILleH! TaK , 4TO He yBIILleTb ero CUJlO HeB03MO:l<HO ... 

Eme B4epa Jle:l<aJl OH B OCTpWX OC I<OJlKaX Ha nOJly, ero B3rJlæLl np0611Jl LlWpW B 

OI< HaX , Ha nony BaJl~~TC~ TWC~4 CTpaHIIU , KOTOpWe OH 3p~ 11 nOmJlO BC~ :l<1I3Hb 

nllCaJl, OT HerO OTSaJlIIJlaCb 6eJlOCHe:l<Ha~ 6aKeH6apLla - OH 6wJl CaWM B때HI뻐 

4eJlOBe l<OM Ha 3eωIe! (388) 
이미 료바는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그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불가 

능하게 되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바닥의 날차로운 조각들위에 누 

워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문에 구멍을 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그의 전 생애 

를 바치며 쓸데없이 써내려갔던 수천 장의 원고가 나됩굴고 있었으며， 그의 

눈처럼 흰 구레나룻이 그에게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41 

료바는 그 어떤 문학적 이미지로도 변화될 수 있는 무형적 형상， ‘바람’같은 

형상으로 드러난다: 

OTEU - OTEU = J1EBA (oTeu M배yc OTeu paBH~eTC~ J1eBe). 

llEll - llEll = J1EBA 

MW nepeHOCIIM no aJlre6pall4ec I<oMY npaSIIJly, 4T06w nony4l1JlC~ n~c: 

J1EBA + OTEU = OTEU 

J1EBA + llEll = llEll 

HO SIILlb 11. 

OTEU OTEU (oTeu paseH caMOMY ce6e) 

llEll = llEll 

니eMy :l<e paBeH J1eBa? 

” 뻐 CTOIIM Y LlOC I<II B 3RHmTeRHOBC I<oR 3a따M4I1BOCTII ... (122) 
아버지 - 아버지 = 료바 (아버지 빼기 아버지는 료바이다) 
할아버지 - 할아버지 = 료바 

우리는 더하기도 해보기 위해 대수법칙을 따라 가본다. 

료바 + 아버지 = 아버지 

료바 + 할아버지 = 할아버지 

그러나 또한， 

아버지 = 아버지 (아버지는 자기자신과 같다) 

할아버지 = 할아버지 

그렇다면 료바는 무엇과 같단 말인가? 

우리는 아인슈타인처럼 곰곰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칠판앞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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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술식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료바 0"이라는 당이 필 

요하다. 즉， 료바는 무형의 형식이며， 그 어떤 형상이라도 자신에게 입힐 수 

있으며，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유표(有表)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무형상성과 비실체성은 주인공 료바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소설 형식 자체에도 해당된다. 

H eCJJH HaC SOT cell'lac CnpOCHTb, 0 '1eM :t:e SeCb 3TOT poMaH, TO M꾀 6h1 

ce까'1ac He paCTepaJJHCb H ysepeHHO OTSeT띠H 6h1: 0 ,lIe30pHeHTal(HH ,O 12)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 소설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냐고 물어 본다 

면， 우리는 지금 당황하지 않고 확신있게 대답할 것이다. 방향성 실종에 관 

한 것이라고. 

소설은 이 ‘방향성 실종’을 이야기한다. 하나의 플롯이 제시되었다가 취소되 

고， 다른 플롯이 이를 대체하고 또다시 취소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주인공 료 

바는 소설 맨 끝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파괴하고 다시 가상으로 복 

구해 놓지만， 작가 비또프는 소설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허상과 가상으로 대 

체해 버린다. 모든 플롯은 각각의 이설들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최종 

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열린 채로 남게 된다. 소설 구조 자체도 소설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 삶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소셜은 소설 속에서 끝을 맺 

고， 그 안에서 소설 밖의 삶이 시작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죽고， 작가는 살아 

남는다. 소설 속에서 작가와 주인공이 함께 대화를 하며， 본 소설에 대해 의 

견을 주고받는다: 

Po야야애l‘M’4쩌‘aH 。아1<0아애H'IeH - :t:H3Hb npO ,llOJJ:t:aeTCSI .. , (372) 
소설은 끝이 났다 - 삶은 계속된다. 

이 소설 역시 불가꼬프의 r거장과 마르가리따」 처럼 4월의 마지막 밤인 

발푸르기스의 밤을 무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현대 소설에서 이 

시간적 배경은 많은 작가들의 상상적 무대가 되었고， 그들의 예술관을 실어내 

는 중요한 흐로노또프가 되어주었다32) ， 

32)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J , 비또프의 r뿌슈낀의 집 J , 그리고 베네덕트 
예로폐예프의 희곡 「발푸르기스의 밤， 또는 귀족단장의 발걸음』 에서 발푸르기스 

의 밤이 그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현대 러시아문학에서 메타소설의 전통 43 

불가꼬프의 소설에서는 발푸르기스의 밤은 현실과 환상， 사실과 마술， 현대 

와 중세를 하나로 융합하는 시간적 접점이 되고 있다면， 비또프의 소설에서 

발푸르기스의 밤은 현실이 가상으로， 실체가 허상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제공 

한다. 주인공 료바는 동료와 함께 발푸르기스의 밤을 술로 지새우고 나서 그 

가 몸담고 있던 박물관을 폐허로 만들고， 다음날 그 폐허는 완전히 원상복구 

된다. 이 원상복구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표면적으로 

는 아무 변화도 없는 완벽한 복구로 비쳐지지만， 이미 박물관은 폐허를 숨긴 

가짜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해 온 네 작품 중에서 소설 형식의 파괴가 가장 진전되어 있 

는 이 소설에서도 작가가 소설에 대해 자체 비평 (aBTonHTepaTypOBe~eHHe 혹은 

aBTOMeTaonHcaHHe)을 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주인공을 소설 속에서 죽음을 맞 

게 한 작가는 소설 밖에서 그 주인공과 대화를 하며， 소설에 대한 후기(後記) 

와 소설에 대한 구체적 주석(I<OMMeHTap싸i)을 첨부한다. 주인공과 작가간의 경 

계도 무너지고， 작가가 된 주인공은 소설이 완성된 후 몇 십 년이 지난 시점 

에서 소설의 주석에 착수한다: 

KOMNeHTapHH 

nO HHepl1HH nepa, HCXOIl~ H3 BbI~BHBmHXC~ 1< 1<0Hl1Y pOMaHa rnyml<HHc l<Hlí 

1l0MJ OTHOmeHH꺼 C repOeM, aBTOp TyT *e npHcTynHn 1< 1<01뻐eHTap뻐， nHCaHHOMY 

~I<OÕbI B 1999 rOIlY 꺼1<0ÕbI repoeM, y*e al< alleMHI< OM flbBOM HH I<OnaeBH~eM Olloe 

B~eBblM ， K lO õHnelíHOMY H3 1laHHIO pOMaHa .33) 

주 석 

소설 r뿌슈낀의 집』 끝부분에 주인공과의 폭로된 관계에서 나온 작가는， 

펜의 관성에 따라 여기에 마치 주인공인 료바， 그러나 지금은 아카데미 정회 

원이 된 레프 니꼴라예비치 오도예비치에 의해 1999년 소설 출판을 기념해 

이 주석을 쓰기 시작한다. 

위에서 밝힌 대로 작가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 작가가 된다. 소설은 

이제 소설 밖에서 계속된다 r뿌슈낀의 집』 마지막 부분에 첨가된 “아킬레스 

와 거북(AXHnnec H qepenaxa)"은 “주인공과 작가의 관계 (OTHOllIeHHe repO>l H 

aBTopa)"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제논의 논리학에서 이 두 관계는 결코 상호 

전복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제 새로운 포스트모던의 시대에서는 메타소설 

33) 바TOB， A.(1999) rny/JlKHHCKHI1 I!OMJ , cnõ: H31laTenbCTBO HBAHA flHM5AXA, c.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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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을 빌어 ‘주인공-아킬레스’는 ‘작가-거북’을 따라잡게 되고， 작가와 주 

인공은 서로 호환되는 관계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이자 작가인 료 

바는 소설을 빠져나와 소설 밖에서 소설을 바라보고， 소설을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러시아문학에서 메타소설적 글쓰기의 

다양한 형태들을 고찰해 보았다. 모더니즘적 사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20세기의 문화 과정은 소설쓰기를 통해 ‘현실의 텍스트화’ 

라는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 러시아 문학에서 메타소설은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다Ir도적』 의 저자는 서사 주체의 절대적 우위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창작 

과 창조적 주체 그리고 새로운 개성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철학적인 차원에서 

사유한다. 이 소설의 ‘창조적 흐로노또프’에는 허구와 현실 사이의， 현실의 재 

료를 텍스트화하려는 작가-주인공과 그 ‘재료들’ 사이의 긴장 자체가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긴장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레오노프의 소 

설에서는 리얼려즘적 서사와 모더니즘의 해체적인 글쓰기 양식이 혼재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보꼬프의 『재능』 에서 현실은 문학에 의해， 더 정확하게는 ‘창조적 허구’ 

에 의해 대체된다. 소설을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은 ‘문학’ 그 자체이며， 세계 

는 서사 주체에 의해 철저히 주관적으로 해석된다. 존재했던 모든 서사 양식 

의 도식들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창작세계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되는 나보꼬 

프의 소설은 철저한 전략으로서의 글쓰기 양식을 보여준다 r재능」 에서는 

메타소설의 다층적인 서술 양식올 통해 세계를 텍스트화하는 과정이 진행되 

며， 서사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고 텍스트는 현실의 ‘대안’으로 격상된다. 이런 

특정은 이후 러시아 메타소설의 발전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된다. 

이후 새로운 인식의 이정표는 레테의 강에서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다시 

돌아온 불가꼬프의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따」 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이 작 

품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경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을 선취한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문학적 다코드성과 현실을 텍스트에 완 

전히 홉수시켜 ‘텍스트로서의 세계’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상을 선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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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 작품은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의 선구로 간주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현실은 3가지의 위상으로 변주되면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텍 

스트로 흡수된다. 불가꼬프에게 있어 글쓰기는 바로 ‘텍스트로서의 세계’를 

‘읽어 내는’ 것이다. 1920년대 메타소설의 형식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현실이 텍스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소설에서 보이고 있 

는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 진정한 현실은 실종되고， 

원전은 소실되며， 이종과 변체들이 현실을 대체한다. ‘새로운 중세’로서의 탈 

근대가 성취된다. 

한편 메타소설적 사유의 문학과정은 194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비또프를 위시한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으로 만개한다. 1970년대의 러시 

아는 낭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1960년대 해빙기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 시대까지 소 

비에트인들에게 각인되었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이념적 언어들， 기호들이 그 

기의들을 상실한 채 기표들이 부유(浮游)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탈신화화 과정 

에 들어간다. 이러한 문화적 지점에서 쓰여진 비또프의 r뿌슈낀의 집」 은 러 

시아 사회와 문화와 문학의 폐허를 메타소설의 형식을 통해 통찰하는 작품이 

다. 작가는 소설쓰기의 과정을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을 넘어서 소설 형식을 

파괴하고， 따라서 소설은 그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든 플롯과 모든 등장인 

물들， 모든 시간과 공간이 허상과 가상으로 변이된다. 현실은 그 폐허를 완벽 

하게 은폐하는 ‘시율레이션 게임’을 벌이고 작가는 그 게임의 참여자가 된다. 

러시아 문화와 문학의 기념비들이 보존되고 있는 ‘뿌슈낀의 집’은 실제로는 

무너지고 파괴된 실상을 감춘 허상과 가상의 박물관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음 

이 암시된다. 비또프는 파괴되어 폐허가 된 박물관의 조각들로 현실을 재구해 

내고 있음을 메타소설의 형식을 통해 폭로한다. 이로써 ‘폐기된 현실’， ‘대체된 

텍스트’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가 예술적 형식을 통해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 

메타소설은 이처럼 ‘현실의 잉여화’에서부터 ‘현실의 폐기’ 혹은 ‘추방’에 이 

르기까지 전례 없이 다양한 소설의 얼굴을 제시했다.20세기 러시아 작가들은 

세계의 해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소설의 실종된 방 

향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46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1 호 

참고문헌 

1. 1차 자료 

5HTOB, A.(978) rny，ωKμHCKHH 110MjJ, ARDIS / ANN ARBOR 

5HTOB, A.(999) rnYUIKHHCKHη 110MjJ, Cn6: 11311aTeJlbCTBO I1BAHA JII1M5AXA 

E‘nOB, A. (1999) < ... 51 BHHOB aT .. >, rHeH36e;{(HOCTb HeHaIIHCaHHOrOjJ, M.: BarpHyC. 

5YJlraKOB, M.(990) 대'aCTep H MaprapμTajJ， C06paHHe CO t.IHHeHHH B fHITH TOMax , 

T. 5. M.: XYllO>KeCTBeHHa51 JlHTepaTypa. 

JIeoHoB , 凡(928) rBop.J. C06paHHe co니HHeHHη. T. 3. XapbKOB. 

Ha60KOB, B.(990) <llap>, úBJla)]HMHP Ha6oKoB.J . C06paH“e CO'써HeHf써 B 4~x 

TT. COCT B. EpoiþeeBa. T 3. M. , 

11. 한국어 자료 

채트먼， S.(996) ú영화와 소절킥 서샤 듀조· 이야기왜 담화'.J , 김 경수 옮김， 

민음사 이데올로기 총서 40 

박혜경 (996) r냐보꼬프5깅 리샤 01어 소절에 냐타난 7/ 억과 예줄의 문제.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혜선 외 (999) ú조절자소절 연구.J. 국학자료원. 

III. 러시아어 자료 

AHllPyIJl KO , 나 (978) “ OT <5apcYKoB>K <Bopy>" , úPeBOJlIOLJH51. )f(H3Hb. nHCaTeJlb .s . 

BOpOHe>K. 

5apKOBCKa5l, H.(1990) “ XYllO >KeCTBeHHa51 CTpyKTypa pOMaHa B Ha60KOBa <llap>" , 

rl지'Jo6JleMhI B3aHM0l1eHCTBH51 MeTOl1a , CTHJlJl μ :f<aHpa B COBeTCK쩌 JlHTepaType.J . 

CBepllJlOBCK. 

5eHbKOBHt.I, M.(970) r，φ'HJlOCOφCKH.찌 pOMaH JleoHHl1a JleoHoBa.J . BeJlbUbI 

5eHbKOBH t.I, M.(1972) “OCMb!CJleHHe TBOpt.IeCKOrO npouecca B pOMaHe <Bop> ", 

댄OJlbUIOH M.μ'p.J . C6. CTaTeH. M 

BaHJlb, n. & reHHc , A. (1986) “5yJlraKOBCKHH nepeBopoT" , rKOHTHHeHT.J. No. 47. 

llaBhIllOB, c.(982) úTeKcThI~MaTpeUIKH: BJIaI1HMHpa Ha6oKoBa .j . MIOHxeH. 

I1JlbHH, 11.(1996) rnOCTM0l1epHH3M, lJeKoHcTpyKTH3M, nOCTMol1epHH3M.J . M.: I1HTpalla 



현대 러시아문학머l 서 메타소설의 전통 47 

KaraH, M. C.(997) rJcTeTHKa KaK Iþu.πOCOφCKaJl HayKaJj. CaHKT-OeTepõypr. 

“ OeTpOnOJIHC". 

KypoBa, K.(970) "COllHHμTe Jl b φHpCOB H ero repo꺼 B pOMaHe J1eoHoBa <Bop)" , 

rpYCCKaJl JlHTepaTypaJ . J1., No.. 4. 

KypoBa, K‘(1971) "K BO f1 pOCy 0 KOMf103HL\H“ pOMaHa J1eoHoBa <Bop)" , rpyccKa Jl 

μ 3apy6e:kHa51 JlHTepaTypaJ . BbIf1. 2. AJlMa • ATa. 

KpbIJlOB , B.(977) ú"~'HJlOCOφCKa51 np03a JJeoHH,aa JJeoHoBa (Bonpocbl n03THKH).1 • 끼 

J1aBpoB , B‘ (1997) "TPH pOMaHa AHJlpeJl 5HToBa , HJlH BocnOMHHaHHJl 0 COBpeMeHH싸<e" ， 

ú"HeBa./J , No. 5 

J1eBHH, 10.(981) "OÕ OCOÕeHHOC TJlX nOBeCTBOBaTeJlbHOH CTpyKTypbJ 11 oõpa3Horo C1 

pO Jl pOMaHa B. HaÕOKOBa <nap)", ~ Russian Literaturej ‘ IX. North~Holland 

J1HnOBe L\ KI써， M.(995) "Pa3rpoM My3eJl: n03THKa pOMaHa A DHTOBa <nyUl K“HCKHi1 

210M>", rHOBOe JlHTepaTypHoe 0603peHμeJ . No. 11. 

끼μnOBe l.(K때， M'(1997) ú"PYCCKHI1 nocnfo,aepHH3M: OlJepKH HCTOpHlJeCKOH n03THKHJj • 

EKaTep“Hõypr 

MaJlaXOB , H. (971) "끼 J1eoHoB • XyJlO~HHK HpOHHlIeCKO다 CBeTOTeHμ I' HaYIJHhIE 

TPYII.bI TaIUn: CepHJl ßonpochI JlHTepa TypbIJj . BbIf1. 396. AJlMa -ATa 

Me21apl1l1, M.099lJ "BJlaDl1싸1p HaÕOKOB H pOMaH XX CTO끼eTI1Jl"， rRussiar 

LiteratureJ . XXIX. North - Holland. 

OanepHO , 11 ,( 1993) "KaK CJleJlaH <lIap)?" , 'HoBoe Jl，ηTepaTypHoe 0603peHHeJ 

M. , No .. 5 

OpOTaCOBa, K.0972l "φyHK L\“H oõpa3a nHCa1eJlJl B CTpyKType pOMaHOB n. 끼eOHOBI 

<Bop) “ T. MaHHa <lloKTop φaYCTYC)" ， rEOJlbIUOI1 Uα'PJj • CÕ. cTaTeI1. M. 

PhIMapb, H. (l989l "POMaHHbl김 마1aJlOr H CTpyKTypa pOMaHHoro MbIUlJleHHJl", rCo,ae-

p:ka TeJlbHOCTb 1þ0pMbI B xy,aO:keCTBeHHOH πHTepaTypeJj . KyflõblmeB 

CKOpOCneJlOBa , E. (985) 뚜'yCCKaJl COBeTCkaJl np03a 1920-30~x ro,aOB: Cy,abt5J 

pOMaHaJj . M 

XI1Ml1l1, B. (1974) "nHaJlOr B CTpyKType pOMaHa 끼. neOHO Ba <BOp)" , ú"np06Jleu 

CTHJl51 H *aHpa B COBeTCKOH JlHTepaTypeJ . CBep21JlOBCK 

lV. 기타 외국어 자료 

Barratt‘ A.(l987) ú"Between Two Worlds: The Master and MargaritaJj 



48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1 호 

Clarendon Press, Oxford. 

Baudrillard, J.(1981) rrSímulacres et SímulatíonJ . Paris: Editions Galilee. 

Flaker, A. 0991l “KOHCTpyJ< TμBHblH pOMaH .llBa.lluaTblX rO .llOB" , 'Russían 

LiteratureJ XXIX. North-Holland. 

Karlinsky , SJ1963) "Vladimir Nabokov' s novel Dar as a work of literary 

criticism: A structural analysis",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jj , 

Vol. VII , No.. 3. 

Shepherd, D.(1992l 'Beyond Metafíctíon (Self-conscíousness ín Soviet 

LíteraturÛ7 , London 



현대 러시아문학에서 메타소설의 전통 

Pe3IJNe 

TpanHQHH UeTapOUaHa B pyCCKOH RHTepaType 

20-ro BeKa 

49 

KOM , XO-CyK 'KBOH , q*eH-HM '110 , XëH-CyK 

npellJJaraeMa꺼 pa60Ta nOCB .lImeHa 06meMY npo l..\eccy pa3B l1Tl1.l1 MeTapOMaHa C 

Ha뻐JJa 1920-x rOllOB 110 1970-x rOlloB 

3alla니 a llaHHOH CTaTb l1 CBOlll1 TC .lI K TOMY , 4T06hl Bhl.ll CH I1Tb , KaK C!þOpMyJJl1pOB

aJJ I1Cb MOllepH I1CTCKall “ nOCH1011epH I14eCKa.ll M비CJJ I1 “ KaK I1M 06pa30M OH I1 HaXOlll1JJ I1 

OTpalI<eH l1e B pOMaHaX 3TOrO nepl10Lla: rBop .n (928) , rnap .n (1937-38), rMacTep 

11 Maprapl1Ta .n (940) , U" nYIIIK I1HCI애인 1l0M .n (1971). AHaJJl1 3 cocpellOT04 l1BaeTC .lI 

Ha np06JJeMaX OTHOllleH l1.l1 aBTopa 11 repo .ll, TBop4eCKoro npO l..\ecca 11 KOH l..\en 1..\1111 

I1CKyccTBa 11 Ml1pa. 

ABTOP pOMaHa U"BoPJ nOKa3hIBaeT CBOIO KOH l..\en1..\111O I1CKycCTBa l< aK BOpOBCTBO , 

nOll KOTOphlM 4eJJOBeK 11 peaJJbHhlH Ml1p nOLlBJJaCTHhl BOJJIO XYllO:l<HI1Ka. A llaHHa.ll 

BOJJ.lI repO .ll -n l1CaTeJJ.lI nOLlBepraeTC .lI paCCY*lleH I1.l1 caMoro aBTopa-fleOHOBa. TaK 

fleOHOB nOllllep:l<I1BaeT peaJJ l1CT l14ec I<y lO KOH l..\en 1..\111O I1CKyccTBa. 

B pOMaHe U" nap J On l1ChlB aeTC .lI TBOp4eCKl1꺼 aKT nl1CaTeJJ.lI Ka l< lle !þopMa l..\l1.l1 

peaJJbHhlX MaTep l1aJJOB , OCHOBaHHa.ll Ha cyry60 cy6beKT l1 BHOM OTHOlllem깨 K lle꺼C

TBμTeJJbHOCT I1. B pe3yJJbTaTe C03 LlaeTC .lI aJJbTepHaT I1 BHhl떠 Ml1p , rlle TBOp4eCKl1꺼 

cy6beKT OKa3hlBaeTC .lI 3aMKHyThlM 6e3BhlXOllHO. 

POMaH M. oyJJraKOBa U"MacTep H MaprapμTaJ OT l< phlBaeT M씨)OB033peHμe ‘HOBor。

cpeLlHeBeKOBbll , llJJ.lI KOToporo xapaKTepHhl OTCyTcTB l1e npOTO-TeKCTa , npeBpameH l1e 

n l1 CaTeJJ.lI B n l1Cl..\eB 11 3aMeHeH l1 e opl1 r찌HaJJa BepCH.lIMI1 H Bap l1aHTaMI1 

POMaH A. OI1TOBa I"nylllKHHCK I1H 1l0M .n npOBOLlI1T palll1 KaJJbHhl때 3Kcnep“MeHT 

MeTapOMaHa , B pe3yJJbTaTe KOToporo peaJJbHOCTb CTaHOB I1TC .lI nceBLlo-pea지bHOCTb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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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yJUIKpOM, BeCb ClO:I<eT pa3BeTBJlHBaeTCj\ B pa3Hble nO.llClO:I<eTHbJe BepCHH H 

BapHaHTbl, H pOMaH npHcTynaeT K caMoyHH'ITo:l<eHHIO. 

B 1’Tore, pyccKHe nHC aTeJlH 20-ro BeKa HMelOT yCTaHoBKy Ha BOCC03.llaHHe 

pOMaHHbIX BeX B cHTyaUH.lIx OTMeHeHH.lI H H3rHaHH.lI .lle때CTBHTeJlbHOCn’ B TeK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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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사회주의리얼리즘에 대한 신화해체"(문예미학회， 1999) 무
」
 자
「
 

앓
 페
 

대
 
대
 

필자약력(이형숙) 

소 속 고려대 강사 

출 신 Mry 

전 공: 러시 of 모더니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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