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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툴리 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소비에트 벼평의 곤경에 대하여 

심 민 자‘ 

1. 문제의 출발점 

아나툴리 김은 작가의 자의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환상적 문학 텍스트를 창 

조하여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룸으 

로써 포스트모더니즘 문학1)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리얼리즘 전통 

의 서사기법에서 탈피하여 메타픽션적 서사양식과2)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차 

* 경남대학교 국제언어문학학부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덕형 교수는 논문 “러시아 문학의 포스트-모던과 부정신학"(2001)에서 모더니즘 

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칠적인 특성과 포스트모더니티의 속성，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의 특징，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의 ‘또 다른 산문’ 작가들의 문학적 기법과 특성들 

을 논하고 있다(pp. 165-189). 포스트모던 소설의 징후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산 
불이거나 그 징후를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로부터의 일탈이자 현재에 대한 은유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소설의 대표적인 기법은 스토리의 부재， 시점의 

혼재， 플롯의 파괴 등이다 일군의 비평가들은 혼성모방으로 번역되는 패스티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꼽기도 한다. 한 마디로 ‘깊이의 미학’ 대신에 

‘표면의 미학’이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이 주체의 소외를 암시한다 

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의 소멸을 암시한다. 좀더 자세한 것은 이승훈(199 1) r포 

스트모더니즘 시론d}， pp. 252-59를 참조하라. 

2) 메타픽션이라는 용어는 1970년 윌리염 개스(William H. Gass)가 철학과 픽션의 형태 

라는 논문에서 “소위 반소설이란 것의 대부분은 실로 메타픽션들이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시작되었다 Gass, Willaim H.(1971), FFiction and the Figures of Lifed} , New 

Y ork: Alfred A. Knopf, pp. 24-5 이 새로운 소설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950년의 
중반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실존주의 이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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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그가 창조한 텍스트들은 초 

자연적인 화자의 등장， 자연적인 화자와 초자연적인 화자의 결합， 그리고 전 

우주가 화자로 서서히 전이되는， 화자의 다음성적 변이로 인하여， 독자로 하 

여금 서사의 실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독자는 독서과 

정 중에 끊임없이 문맥의 전후관계 내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재창출해야만 한 

다. 그리하여 비평가들을 포함하여 독자들은 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나툴리 김 고유의 서사기법상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그의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비평이론의 부재 

는 부적합한 비평용어들의 남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독자 

가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독서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 창출가능성을 

차단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정립된 비평언어의 부재와 부적 

합한 비평용어들의 남용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조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첫째，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개괄함으로써 

그의 텍스트가 지난 리열리즘적이면서 동시에 환상적인 요소들에 관한 일련 

의 비평적 해석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여러 비평가틀이 어떤 이론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해석과 비평용어틀을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상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마지막으 

로 아나툴리 김 이 어 떤 장르의 텍스트를 창조하고 있는가를 조명 하기 위 하여 

상호관련성이 있는 비평용어들을 검증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비평언어의 창출이 필수적이라 

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3) 

라고 칭하기도 한다 메타픽션은 이 시기의 비평가들의 입을 오르내리던 ‘반소설’， 

‘반사실주의 소설’， ‘초소설’， ‘우화’， ‘자아생성적 소설’， ‘자기 반영적 소설’ 등을 총 

괄하여 “자의식적인 언어로써 그 자체의 구조를 반영하는 픽션” 또는 “픽션적 구 

조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리열리티가 어떻게 서술적 가정과 관습들을 통해 걸러지 

고 변형되는가를 탐색하는 픽션들”이라고 정의되지만 이틀이 보여주는 리얼리티와 

픽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저덜리즘식 소설’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메타픽션은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픽션영역을 칭하논 대명사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패트리사 워(1989)의 r메타픽션J 은 최끈 영미소설 가운데 실 

험소설의 성격을 띤 메타픽션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 

는 비평/이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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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이란 무엇인가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탈피한 현재의 문학이론 

틀로 살펴보자 4) 아나툴리 김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창조하고 있는 

가에 대해 “전설의 숨결”이라고 명명된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 find it strange that all sorts of symbolic and mythological thinking 

are imputed to me. When I hear these reproaches (or should I call them 

compliments?) I remember my early childhood... In the evening they 

would tell tales around the fire ‘ I must have imbibed the fairy-tale mode 

of thought and the fairy-tale metaphors. All this came naturally to me 

1'0 피응뀐hatl am writiml is realism Dure and simDl~. (l 982 ， 121) (밑줄 강 

조는 인용자) 

인터뷰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듯이， 아나툴리 김은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텍 

스트의 복합성을 역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화의 사고양식과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 

고가 상징적이고 신화적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고 그의 텍스트가 “순수하고 단 

순한 리열리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역설을 해명할 수 있 

는 비평방법과 비평언어를 찾기 위해， 우선 소비에트 비평가들이 아나톨리 김 

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환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고찰 

할 펼요가 있다. 

아나툴리 김의 인터뷰에 내포된 역설적인 의미는 특별한 분석을 요한다. 이 

역설이 그가 창조한 텍스트의 장르를 규정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평가들 사이에 

3) 이 작업이 수행된 이후라야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신화， 
상정， 환영， 환상 그리고 환타즈마고리아와 같은 비평용어의 정의가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논문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여기에선 다루어지지 않는다. 

4)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소비에트 러시아 문학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의 도그마가 아니라， 현재의 문학이론의 컨텍스트 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사회주 

의 리얼리즘을 둘러싼 연구와 이론적인 논쟁이 국 · 내외적으로 너무나 다양하여 

광범위하고 총체석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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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계적으로 정럽된 비평언어의 부재는 그가 창조한 텍스트의 장르를 분류 

하는 시도를 난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그의 텍스트가 어느 장르 

에 속하느냐에 관한 작가 자신의 복합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장르적으로 규명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연구의 출 

발점은 현실적인 것과 환상적/신화적/상징적인 것과의 배리적 관계에서 찾아 

질 수 있다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의 리열리즘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들을 연구 

하는 비평가들의 논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현대 소비에트 러시아 문학연 

구에서의 ‘현실’ 개념을 살펴보자. 

소비에트 비평계에서는 ‘현실’ 개념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가 보차로프(S. Bocharov)의 “예술적 진리의 가시밭 

길 "(Ternistie puti xudozhestvennoj pravdy , 1979)이 다. 이 논문은 “오늘날 모 

든 것들은 진리 이후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시작한다. 보차로프는 진리를 하 

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진리 개념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이해한 

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발전 ·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예술적 진리’ 개념을 제 

한시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술적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가가 그것을 습 

득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p. 209). 다시 말해， 보차로프는 진리의 복수성이 

시점의 다수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여러 작가들이 각각 상이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논점들 

을 검토한다. 

보차로프가 예술창조 과정의 상이한 차원들을 다루면서 예술의 첫 번째 차 

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식의 차원이다 이것은 예술이 인식의 한 형태이며 

작가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조사하고， 배우는 앓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 

은 주장은 레닌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기대고 있다. 레닌에 의하면 이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오관을 통해서 지각되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알 수 있 

는 대상이다 예술의 두 번째 차원은 사회 · 심리학적 차원이다 예술은 기본 

적으로 작가와 독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작가와 독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 

호 또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세 번째 차원은 미학적 차원이다. 예술이 

재창조해낸 세계는 현실세계를 질료로 한 것이지만 분명히 현실세계와는 구 

별되는 또 다른 세계이다. 보차로프는 이렇듯 예술가가 창조한 이 특이한 세 

계의 내적 구조를 ‘미학적 차원’이라고 명명한다. 

예술과정의 이 세 가지 차원 가운데 보차로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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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의 것， 즉 인식의 차원이다. 보차로프는 초기 맑스주의적 예술론을 대 

표하는 보론스키 (Voronskii)의 개념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작가가 어떻게 묘사 

하는가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5) 즉 보차로프는 예술에서 

인식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창조보다도 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 

든 커뮤니케이션과 창조의 특성(상정과 구조)들은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로부터 도출된다 보차로프는 ‘예술은 인식’이라는 보론스키의 기본 관 

념에는 동의하지만， 강조는 달리한다. 보론스키가 직관， 상상 그리고 이성의 

관점에서 예술적인 인식 활동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면， 보차로프는 

인식의 산물들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그것들의 진정한 내용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차로프는 소비에트 문학의 특별한 장점이 삶 

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식’을 통해서 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0979， 213) , 이러한 인식이 소비에트 문학에서 성공적인 서사시와 소 

설 장르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 한다，6) 

nJU! HC l< yccTBa BaJl<HO He TOJJb l<O l<a l< H306pa3HTb, HO H l<a l< yBHlleTb, Bep

Hee , l< a l< H306pa3HTb 3aBHCHT OT TOrO , l<a l< yBHlleTb , HHllHBHllyaJJbHOCTb XYllO

Jl<HH l< a He OrpaHH~HBaeTC~ 06pa3HoA ‘06pa60Tl< oA ’ Jl<H3HeHHμx φa l<TOB ， a OT l< pb!

BaeTC~ yJl<e B CaMOM Xapa l<Tepe HX BHlleHH~ ， npHHUHne HX oT60pa , (212) 
예술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아 

니 보다 정 확하게 말하면， 어 떻 게 묘사하느냐는 어 떻 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각 예술가의 개성은 삶의 사실들이 ‘묘사된’ 형상에 따라 구멸되는 것이 아 

니라 삶의 사실들을 선택하는 원칙과 바로 그 시선의 성격에 의해서 드러난 

다 

5) 보콘스키 이콘에 대해서는 머과이어 (Maguire， 1969)의 'Red Virgin SoildJ , pp 

193-229에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1920년대의 레프(LEF)나 시월주 

의자들(Octoberists)은 다른 프똘레타리아의 학파의 작가들과는 다르게， 예술의 근 

본적인 목적은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창조보다는 인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6) 나탈리야 이바노브나(Nata! ’ ja Ivanovna)는 보차로프의 방법론적인 고찰에 암묵적으 

로 동의하고 있으나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효율적인 단서들을 다 

음과 같이 제 시 한다· ‘뻐6e띠JJa TpallHUH~ 06be l<THBHOrO , 6JJH3KOrO K 3nH~ecKoMy， no

BeCTBOBaH뻐 - H CJJenb! 3noca (HJJH 3apon뻐H ero) l< pH깨l<H Ha~aJJH 06HapyJl<HBaTb 

He TOJJb l< O B pOMaHax HJJH nOBeCT~X ， HO naJl<e H B paCC l<a3aX , KpHTepHeM npH oueHKe 

l< OTOPb!X CTaJJa CJJY*HTb HX 6JJH30CTb l< 3nocy," 0983, 179) 두 비 평 가는 공통 적 으 
로 작가가 현실을 중요시할 것과 일관성 있는 시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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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로프의 논문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한 

문제는 인식의 정확성에 관한 논쟁， 즉 진리에 관한 논쟁이다 그는 각각의 

작가들이 왜 상이한 진리를 서사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이 물 

음은 예술가가 묘사한 것이 과연 현실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 

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현실인가에 관한 확고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환상적 텍스트를 논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성립될 수 있 

다 이 시 점에서 보차로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에트 비평가들은 현실개념에 

대한 애매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자변， 현실개념에 

관한 모호한 정의는 현실에 대한 다의적인 정의에 근거한다. 러시아어에는 ‘현실 

성’을 가리키는 4가지 단어가 존재한다. 현실 (real ’ nost ’)， 실제 (deistvitelnost' ), 

동시대성 (sovremenost' ) 그리고 삶(zizn’)이 그것틀이다. 

보차로프는 ‘삶’이라는 단어를 기본 용어로 선택하여 현실과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동시에 삶 자체를 현실이나 객관성이라는 개념과 구별 

하는 것이 난제임을 주장한다. 그 결과 현실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고 간접 

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로만 정의된다. 보차로프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리얼리즘이란 현실의 진정한 반영이며， 현실은 곧 삶이다라는 관념뿐이다. 

3. 반영론과 인식론 

보차로프의 현실개념을 조명해 보았는데， 이제 소비에트 비평이 반영의 문 

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영론은 본래의 것과 그 

것의 반영이라는 두 개의 개념에 기초한다. 반영 개념은 본래의 것과 그 반영 

사이의 일종의 의사소통을 내포한다. 본래의 것이 현실/객관성/삶이라면， 그것 

의 반영은 창조/주관성/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소통 

의 평가를 위해서는， 즉 예술적 진리의 기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 

로 텍스트 이전의 실제 현실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비평의 반영론은 독자에게 예술 텍스트 외적인 다른 원천으로부터 현설에 접 

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에트 비평의 반영이론에서 이 통로는 바로 이념이다 예술은 사회적 반 

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변형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 사회의 



아나툴리 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57 

경제적 토대 속에서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기 그러므로 예술적 진리 

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념적 현실’과 ‘예술적 현실’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련 속에서 이념적인 묘사는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 

되고， 그에 대한 예술적인 반영은 진실 혹은 허위로 판명되는 것이다 8) 

보차로프가 그의 현실이론에서 ‘반영’을 ‘인식’이라는 용어로 환치시키고 있 

는 것은 리얼리즘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반영론은 오리 

지널 텍스트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그것에 독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반영론은 오리지널， 즉 반영에 선행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의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인식’은 

본래의 어떤 것에 대한 이차적인 앓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식의 유일하고 최 

종적인 원천이다. 즉 반영이 보다 앞서 존재하는 이념을 전제한다 인식은 미 

지의 것과 바로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식은 절대적 진리로의 

끊임없는 핍진화 과정으로서 활동적이고 주관적으로 집중된 의식활동을 더 

강조하며， 그에 따라 예술은 독럽성， 즉 개인적인 예술가의 독창성의 산물로 

서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9) 

보차로프의 리열리즘론은 현실반영으로부터 현실인식으로 옮아감으로써 중 

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만약 예술이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면， 예술 텍스트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산물 

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술가는 예술적인 인식능력을 통해 독자의 세 

계와 상호성을 갖는 어떤 앓을 습득하여， 이 앓을 ‘현실’이라고 새롭게 명명할 

7) 슈나이드만(Shneidman ， 1979)과 도브렌코(Dobrenko， 1993) 등이 당성에 관한 세부 
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슈나이드만의 연구서는 1970의 소비에트 문학를 검토 

하고 당시의 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에트 비평 텍스트의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 

는 유용한 저서이다. 도브렌코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교리를 검토하 

고 레닌의 논문인 〈당조직과 당문학> 이후 당성의 운동을 추적하고 있다. 

8) 맑스는 최초로 인간의 사유를 변증법적 · 유물론적 입장으로부터 사회발전을 설명 
했고 반영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그의 이론의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는 현실의 진 

정한 객관성은 역사적이며， 현실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제 조건들을 통해서 인식 

된다는 것이다 

9) 현실 반영콘과는 달리 인식콘도 예술적인 시도플 위한 중요한 개념들을 통합할 수 

있다 그러한 예술적 실험은 예술가가 가능세계를 창조할 때， 그 세계는 우리가 알 

고 있는 어떤 세계와 유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대 

선， 그 세계는 어떤 가능성틀과 잠재성틀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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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하여 예술적 ‘인식론’은 리얼리즘론의 새로운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 

그러나 예술 인식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보론스키는 예술이란 과학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는 진리나， 변증법적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이 상실한 즉 일종의 니르바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념과 계급 

이 니르바나를 향한 예술창조를 위하여 조력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예술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또한 예술창조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10) 

보론스키는 예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계급과 이념을 완전히 배 

제하지는 않으나 반영론으로부터 단호하게 탈피하고， 그 대선에 작가와 독자 

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각 개인의 예술적 경험의 질을 중요시한다. 그는 예술 

의 근본이념은 삶의 인식이라는 전제하에 예술과 과학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예술과 과학은 모두 현실을 다루며 진실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학이 분석과 

논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지성에 호소한다면， 예술은 이미지에 대한 

감각적 관조와 종합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한다. 그렇지만 

예술이 현실에 대한 수동적인 모방의 재생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론스키가 제시한 용어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 

다 현실은 반영의 원천이 아니라， 인식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예술작품은 더 이상 이념적인 현실과 비교될 펼요가 없고， 대신에 그 인식의 

내용만이 분석되면 되는 것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예술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비평가 또한 심오하고 비합리적이며 직관적인 인식과 합리적인 인식 

의 각기 다른 인식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인식은 직관 

10) 머 과이 어 는 보론스키 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Beneath these views of 

art the early cognition theory still shimmers, but the contours have been 

washed with new streams and have taken new configurations. “ Knowledge" is 

still art ’s main business; but now it is a very different kind of knowledge from 

that which Voronskii talked about in 1923. Art now reveals not the flux of the 

dialectic nor a truth that may aJso be ascertained through science, but a kind 

of Nirvana‘ a Paradise that man has lost and can regain through art “Class" 

and “ ideology" at best fashion dispositions that may favor the creation of art, 

but they do not bear directly on it, or on the value of the experience that art 

provides.'’096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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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식화하고 체계화한다 1 1) 

그렇다면 어떻게 환상적인 것이 이 도식에 부합할 것인가? 보차로프나 다 

른 비평가들은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예술적 

인식이 직관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상적이고 보펀적인 인식 

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더 높 

고 더 갚은 차원의 현설을 구성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상적 존재의 가 

능성만을 묘사하는 일상언어로는 예외적인 인식능력을 통하여 습득된 새로운 

예술적 인식을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술가는 그의 통찰력을 특별한 상 

징적 언어나 코드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를 창조해야 한다. 대개의 

비평가들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이렇게 창조된 특별한 언어적 상정적 코드로 

서의 ‘환상성’을 기존의 언어적， 상정적 체계로 분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2) 

반영론으로부터 벗어난 보론스키의 이론은 1970년대 이후의 소비에트 비평 

계에 현실， 예술적 실험， 환상과 같은 몇 개의 중요한 개념들에 관한 재정의 

를 요구한다. 보차로프는 최종적으로 반영론에 근거한 예술적 진리들이 이념 

으로서의 현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술 인식론 패러다임이 반영 

으로서의 진리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명한다 반영론에서 진리의 척 

도란 예술적 창조와 이념적 체계와의 대응이고， 독자는 이념적인 것을 예술작 

품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식론에서의 현실은 더 이상 

이념과의 대비 속에서 규정되지 않으며 인식의 산물로서 간주된다. 그 결과， 

진리 개념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바， 진리는 더 이상 상호대응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는 것이 된다 13) 만약에 현실에 대 

11) 보콘스키에게서 인식은 유물론적이며 합리적이다 그러나 창조과정을 분석할 때 

그는 직관적 인식을 좀더 독럽적이고 탁월한 것으로 다룬다 보론스키는 합리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 사이의 불가피한 부조화를 목도한다. 그는 직관 표출이 언제 

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결론에 도탈하는 것은 아니며 예술가는 자주 자신의 창조 

행위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여긴다 V oronskii (1925) “Zametki ob 
iskusstve" , FKrasnaya Nov d}, No.6, pp. 261-263 

12) 피 터 슨(Peterson ， 1986) 모르슨(Morson ， 1979), 윌슨(Wilson， 1989) 그리 고 슈나이 
드만(Shneidman ， 1979)을 참고하라‘ 유감스럽게도 이 비평가들은 1970년대 후반의 

소비에트문학에서 환상적인 텍스트에 논하면서 새로운 언어코드에 관해서는 다루 

고 있지 않다 

13) 슈나이드만의 진리와 정당성에 관한 검토를 보라. 소비에트 비평계에 ‘당성’의 용 
어에 관한 위상을 검토한 것 이외에도， 그는 친리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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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리적이고 이념적인 인식을 기본적인 것， 즉 진리인 것으로 전제하고， 예 

술을 단지 그러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간주한다면， 예술 본래의 목 

적인 진정한 새로운 인식의 창출은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14) 

4. 아나톨리 김과 소비에트 비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대한 비평은 새롭게 정의 

된 현실개념에 근거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 비록 리열리즘 자체가 거부될 수 

는 없지만， 반영으로서의 리열리즘만이 리열리즘론을 전유할 수는 없다. 예술 

적 창조물의 정당성에 관한 해설자로서， 비평가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그 작품 

이 과연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인간에 

게 어떤 새로운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 

이에 부응하는 소비에트의 1970년대 이후의 비평가들로는 구체적으로 세묘 

노바(S. Semenova)와 차르딘(T. D. Chardin) , 페도로프(Fedorov) 그리고 베르 

나드스키(、r ernadskij) 등이 있다. 그들은 아나툴리 김， 에브도키모프(Evdoki

mov) 그리고 아이트마토프 등의 소설들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을 동 

원하여 분석한다. 세묘노바논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철학적인 진화의 개념 

들과 영성， 그리고 인류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적 현실을 창조하고 

자 하는 시도로 간주한다(985) . 다른 부류의 비평가인 바르타쉐비치(Barta← 

shevich , 1990)는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서 제기된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심 

리적인 논쟁틀을 검토하면서 그가 폭력，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오염， 그리고 

인간 죽음의 불가피성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비평가들은 아나툴리 김이 폭넓은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감성과 철학적인 엄격성을 바탕으로 사회 · 윤 

리적인 문제와 여타 다루기 힘든 저l 반 문제들을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다고 

념인 당에의 충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14) 보차로프에게서 예술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생산이다， 반영과 인 
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인식은 반영보다 자립적인 활동이고， 그 대상 

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보차로프는 “예술은 진리를 저l 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 

리를 발견한다"0979， 208)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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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한편， 아나톨리 김과 동료작가이고 소비에트 문단에서 널리 알려진 잘리긴 

(Zalygin)은 아나툴리 김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관심을 

둔다. 잘리긴은 예술이 논리， 철학， 심리학 분야를 차용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 

지만， 예술의 진정한 지혜란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에 관한 서사가 아 

니라， “슬픔에 젖어 있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연민"(1981 ， 391)이라고 주장한 

다. 잘리긴은 아나툴리 김의 예술적 정당성을 그의 창작 동기에 따라 평가함 

으로써 리얼리즘적인 반영론과는 거리를 둔다 

위에 언급된 비평가들과 유사한 태도는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관한 여러 

비평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비평가들은 아나툴리 김이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가로 간주하여 그가 결국은 현실 대신에 신화를 창조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적 입장의 다른 비평가들은 아나툴리 김의 환상적 

인 요소들을 알레고리적인 상징적인 체계로 본다. 또 다른 일군의 비평가들은 

아나툴리 김 텍스트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독자들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다 

고 주장함으로써 그 환상적 요소들의 정당성을 부인한다. 아나톨리 김의 텍스 

트에 관한 이러한 일련의 다양한 관점들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 

다. 하나는 환상적인 텍스트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들 비평가들이 지나칠 정도 

로 많은 인용부호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 개념들을 임의적으 

로 확장하여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나툴리 김 의 모음집 이 『옥새 띠 ~(Nefritovyi Pojas, 1982)라는 제목으로 출 

판되자 열 명의 젊은 비평가들이 그의 중요 중편들과 『연꽃』을 토론하기 위 

한 비평모임으로 모스크바 작가협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중의 한 명인 아르카 

디 흐보로산(Arkadij X voroscan)의 진술을 살펴 보자. 

ABTopCKoe BHneHHe H xyno*eCTBeHHoe MhlwnenHHe MO*HO Ha3BaTb MHφonorH-← 

4eCKHM nocKonbKy A , KHM CTpeMHTC~ BOCC03naTb He peanbHOCTb KaK TaKoBy~ ， 

a HHOCKa3aHHe 0 HeH, rHnOTeTH4eCKHH BapHaHT ee nepeOCMhlcneHH~ ， 4ynecHoe 

B잉cTynaeT Ha nepBb때 nnaH , 0982, 40) 
(아나툴리 김의) 작가적 비견과 예술적 사고는 신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나툴리 김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라， 현실에 대한 비유로서 현실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가설적인 변형이다 

그 결과， 기적적인 것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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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신화의 정의를 내리면서 동시에 아나툴리 김이 현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아나툴리 김이 텍스트 내에 신화적 

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김의 ‘총체적인 비전’ 자체가 신 

화적이라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문학 텍스트의 본질은 외부세계를 사실적으로 

나 신화적으로 재현하는 데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아나툴리 김이 창조한 텍 

스트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만약 그것을 신화적 텍스트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흐보로산 

은 이것을 인지하고， ‘가설적인 변형’이라는 용어를 김의 세계관에 적용하여 

그것을 신화적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그 용어를 ‘허구적인 변형’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한조건은 흐보로산의 근본적인 논점을 무화시 

킨다. 어떤 문학 텍스트도 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고 숙고하는 하나의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문학텍스트를 신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예술 인식론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식론에 

의하면， 작가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독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나툴리 김의 소설은 사건을 서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표준을 제시하고，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총체적인 삶에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이 우주와 새로운 관 

계를 정립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자면， 문학텍스트도 신화와 유 

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흐보로산은 명료하게 이점을 상술 

하고 있지 않으나， 그가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신화적’이라고 주장할 때 거 

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신화의 개념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류 문화사에서 신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어떤 위상을 차지해오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화 

를 신봉했듯이， 몇 세기 이전의 중세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독단적 교리를 그리고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배양에 의한 인간복제의 시 

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화는 과학이 현대인의 신화이고， 그리고 과학은 세 

계의 구조와 근원에 관한 현대의 이야기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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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나톨리 김 비평의 문제점 

레오니드 아사노프(Leonid Asanov)는 김의 텍스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npHBbIlIHoe HaM peaJU!CTHlIeCKOe nHCbMO 3aMeH~eTOI He06bIlIHbIM rH6pH-

1l0M HaTypaJlH3Ma H CHMB。재3Ma"(1982 ， 4 1). 알렉산드르 라주미 힌(Aleksandr 

Razumixin)은 김 의 텍 스트에 는 “MOTHBbI H aHaJlOr싸i ， aCCO l(Hal(깨 H3 M빼OJlO 

rHH, peJlHrHH, !þHJlOCO!þHH, JlHTepa TypbI...’'(1982, 42)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블라지미르 쿠니친 (Vladimir Kunicyn)은 아나툴리 김의 『연꽃』 에 

서 등장하는 서사적 목소리들 가운데 어떤 등장인물에도 귀속하지 않는 대문 

자 ‘우리’ (Mbl)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Mbl 一 3TO H Bce HbIHe 311paBcTBylODlee 

lIeJlOBelleCTO, H ‘BellHbII1 XOp’, B KOTOpbI꺼 B JlHBaIOTC~ rOJloca yMepwHx, H ‘ ellHHa~ 

CTa~ ’， JleT~ Dla~ BceM COHMOM lI<HBbIX H MepTBbIX. 니HTaTeJlIO npellOCTaBJleHO 1l0-

rallblBaTbC~ 0 lIeM pel!b" (1982, 43). 

위에서 인용한 비평가들의 주장들로부터 몇 개의 가능한 해석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들은 텍 스트에 등장하는 비 합리 적 인 요소들을 문학적 고안， 상 

정， 민속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용， 그리고 시적인 이미지 등으로 간주한다. 그 

러나 쿠니친은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그 단어들에 인용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모호성을 가중시킨다. 쿠니친의 논점은 몇 가지의 가능 

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원한 합창(Vecnyj xor)’와 ‘유일한 무리(Edinaja 

staja)'는 김의 텍스트로부터 직접 인용된 것이고，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 비평가가 아나톨 

리 김의 텍스트에서 차용한 단어들에 인용부호를 사용한 것은 그것을 간접적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란쉬코바(s. Lanscikova)는 ‘현실’이 

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역시 모호하게 하는데， 그녀 

는 문제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CJlOll<HOCTb npOH싸(HOBeHH~ B xYllOll<eCTBeHHylO TKaHb npOH3BelleHH~ 06b~CH~

TC~ H llpyrHMH npH4HHaMH: M~ rrepeHOCHMC~ H3 MHpa llOCTOBepHOCTH B MHp He

Koero Bblcwero rrop~Il Ka ， B버cwelí ‘peaJlbHOCTH’‘ nepell HaMH He npOCTO nOBe

CTBOBaHHe, HO 06WHpHoe rrOJlOTHO C xaOTI써HO HaHeceHHblMH Ma3KaMH, 06pa3YlO 

띠HMH ellHHylO KapTHHy, KOTOpylO ellBa J1H rrOHHMaeT caM aBTOp. 0982, 41) 

(아나툴리 김의) 문학작품에서 예술적인 내용의 삼투작용의 복잡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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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동기플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개연적인 세계로부 

터 어떤 고차적인 칠서와 고차원적인 ‘현실’로 이동한다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붓칠해진 광대한 화폭의， 어쩌면 

작가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그림이다 

한 텍스트가 ‘환상적’이라 명명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개념정의가 펼수 

적이기 때문에， 현실 (real' nost')이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 

해야 한다. 란쉬코바는 김의 텍스트에서 초자연적인 요소 중에 눈에 띄는 차 

이점이 무엇인가를 해명한 후 아나툴리 김의 ‘현실’은 ‘개연성( dostovernost ’)’ 

있는 세계보다 더 고차적인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독자가 익숙 

해 있는 일상의 세계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란쉬코바는 고양된 현실 

개념을 언급할 뿐 아나툴리 김의 인식론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작가란 자신의 세계인식을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특 

별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녀는 아나툴리 김이 갖고 있는 비전의 결과를 ‘현실’ 

이라고 칭하고， 그 ‘현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 

문에 ‘고차원적인 현실’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녀는 ‘현실’이라는 용어를 처 

음 언급할 때 인용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을 특성화하고 있다. 

예컨대， 아나툴리 김의 『다람쥐』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용의 출현은 독자 

와 ‘현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지， 그것이 서울이라는 도시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잔파 같은 의미에서 실재적이란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아 

나톨리 김의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이 자주 등장한 

다. 작가 자신이 『다람쥐」를 ‘동화-소설’(Roman - skazka)로 칭하고 있으나， 엘 

레 나 유키 나(Elena Jukina)는 “Dostoinstvo celoveka" (1984)라는 논문에 서 『다 

람쥐』의 장르를 논하며 아나톨리 김이 창조한 텍스트의 장르와 그의 창작방 

법 사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e no npenhlny~HM np03BeneHH~M KHMa - fConoBbHHoMY 3Xy~ ， ~nOTOCY~ H 

npyrHM--6bInO BHnHO, KaK nO Mepe paCIHHpeHH~ OXBaTa ne꺼CTBHTenbHOCTH nH

caTenb Bce 'I a~e npH6eraeT K lþaHTaCTH 'IeCKHM , ‘ HeOMHlþonOrH'IeCK싸4 ’ 1þ0pMaM 

ee nOCTH*eHH~. YI nOToMy 06CTO꺼TenbHoe KHMOBCKoe HccnenOBaHHe *H3HH -

OKa3anOCb onHOBpeMeHHO caMbIM CKa30 'lHbIM. 0984, 247) 
아나툴리 김의 「다람쥐』 이전의 작품인 「꾀꼬리의 울음소리~ ，연꽃』 등 

에서는， 작가가 포착하려는 현실의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그것을 납득 

시키기 위해 환상적이고 신(新)신화주의적인 형식들에 더 자주 접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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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나는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요소들을 인식론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이 

환상적 인 요소들로 구성 됨 으로써 더 한층 심 화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 16) 문제 

는 이러한 환상적인 요소들을 어떤 비평이론 혹은 비평언어를 통해 해명할 

것인가이다.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비평이론 

과 언어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작품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비평이 

론 패러다임의 수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나툴리 김의 『다람쥐』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동물들이다. 

작가는 동사 byt' 를 사용하며 등장인물들을 “그는 곰이고， 그녀는 암사자이 

다”라고 쓴다 유키 나는 이 것 을 “ 60nWHHCTBO n~nefi ， COrnaCHO aBTOpCKOfi ‘ne

reHne ’ HecëT B CBoëM 06Æ1Ke H nyweBHoM MHpe KaKHe-TO l!epThl 3Bepefi" 

0984, 247)라고 해석한다. 유키나는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인식론적인 문맥 

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평 패러다임에 따라， 각각의 인간 내부에는 

동물적이 요소들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사자’라 

고 하는 존재론적인 선언은， 이 사람의 본성에 사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변 유키나는 『다람쥐』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동물들이 알레고리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가 

우화 텍스트를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양상들에 관해서 아무런 

16) 이러한 주장은 환상과 환상 텍스트에 관한 서유럽의 학자들과의 주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윌리엄스(Williams ， 1976, 23)와 같은 비평가는 환상과 환상적 텍스트를 설 

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대안세계의 창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흉(Hume， 1984, 11)은 

현실에 대한 자유분방한 예술적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잭슨(Jackson 1981, 

40)은 환상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복적인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윌리엄스는 환상 텍 

스트란 작가가 독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증거이고 그것은 작가의 수사학적 

이고 구조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흉은 환상은 작가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한 

하나의 주관적인 양식이라고 규정하며， 잭슨은 환상과 환상적인 것의 기능은 근본 

적으로 일상적인 것에 대한 대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가 예술활동을 

예술 인식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환상적 텍스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학장르들과의 충돌을 야 

기하고 있다. 그들은 환상문학 작가에게는 현실을 인식하고자 하는 행위와 의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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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을 갖지 않듯이 가장 순수한 수사법의 형태인 알레고리는 초자연적인 

것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하게끔 한다. 

레프 카라쉐프(Lev Karasev)의 아나톨리 김에 관한 논평에서도 이론적인 

편견이 비평적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φaHTaCTH~eCKHe MeTaMO때03μ， npOHCXOIl.l1뻐e C repOeM pOMaHa-CKa3KH, ‘Ba

pHaHTbl’ lI<H3HH xynoll<HHKa, ... no MμcnH aBTOpa, 3CTeTH~eCKH 060CHOBaTb Hne~ 

pa3Hon싸<OCTH ， ‘MHoron~nHOCTH’ 6b1TH!I ... KHMOBCKa!l KOHlIemlH!I ‘HHblX BO 3 MOll<HO

CTeH... pe3ynbTaT OpraHH~eCKOrO CHHTe3a iþHnOCOiþCKOil HneH Xynoll<eCTBeH 

Horo 06pa3a... B버xon H3 TparenHH TBOp~eCKOil nH~HOCTH... npH06peTaeT y A. 

KHMa Hnn~30pHO -- MHCTH~eCKHiI XapaKTep: CHMBOnH~eCKa꺼 MHor03Ha~HOCTb OnH 

CaHH!I ‘yHHBepcanbHoil OCHOBbI’ Bce lI<e He 3aCnOH!leT c060il peanbHOR np06neMμ 

CMblcna ~enoBe~ecKOrO cyll(eCTBOBaHH!I .0988, 22) 
동화-소설 (r 다람쥐~)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보이는 환상적인 변신와， 예술가 

의 삶의 ‘변형’ 작가의 사상에 근거한 다른 얼굴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예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나톨리 김 고유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예술가적인 형상과 철학적 관념의 유기적인 종합의 

결과이고… 창조적인 인물의 비극으로부터의 탈출은 아나툴리 김에게서 환상 

적이고 신화적인 성격을 얻는다. ‘보편적인 토대’ 기술의 상징적 다의성은 인 

간 존재 사유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로막지 않는다， 

카라쉐프는 핵심적인 항목들과 문장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화는 시와 동일시되고， 철학은 신비주의와의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다. 그리고 환상은 다의적인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일관 

성 있는 해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카라쉐프의 논평은 일관성 있는 보편적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카라쉐프는 김이 『다람쥐』에서 창조한 세계가 근본적 

으로 환영의 세계， 즉 신비적， 허위적， 시적인 세계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아나툴리 김에게 변형， 환생，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집단 서사적 목소 

리 등과 같은 환상적인 요소들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것이 삶의 대안적 양식 

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불멸성이라는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카라쉐프에 의하면， 아나툴리 김의 세계에서는 각 개 

인이 존재의 한계성을 초월하여 인간의 불멸성과 인간의 새로운 잠재력이 삶 

의 궁극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라쉐프는 환상적인 

환영이 설제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나툴 

리 김의 소설적 구상은 실패작이라고 결론내린다. 이와 같은 비판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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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카라쉐프를 포함한 일군의 비평가들은 김의 환상적인 

텍스트의 시스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의 발언을 좀더 들어보자. 

f1T a l<, B nOHC l< aX CMμCJ1a :l<H3HH H TBOp'leCTBa aBTOp [i' 5eJ1l< H~... BμXOIlHT 

3a npelleJ1~ OTlleJ1bHOR '1e J1oBe'lec l<oR J1H'IHOCTH H HaXOIlHT peWeHHe np06J1eM~ 

B ‘HallMHpHOM Mbl’ OnyC l< all iþaHTacTH'IeC l<y lO '1 aCTb 3TOR rHnOTe3~， M~ OCTa 

eMC lI CO 3Hal<OMOR HlleR 060CHOBaHHlI ueHHOCTH HH마1BHllYaJ1bHOrO 6blTHlI '1epe3 

yBepeHHOCTb B TOM, '1 TO cYllleCTBylOT H 6YllYT cYlllecTBOBaTb BCerlla IlPyrHe 

'1e J10Be'leC l< He :l<H3HH ... (1988, 24) 

그러므로， 삶의 의미의 탐구에서 『다람쥐』의 작가는 ... 개별적인 인간의 개 
인성의 경계릎 넘나들어 문제점들의 해결을 ‘HallMHpHOM Mbl’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가설의 환상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인간적인 삶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확산을 통해서 각 개인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익숙한 관염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카라쉐프는 아나툴리 김의 환상적인 요소들에 관한 언급조차 생략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새로운 세계인식을 얻기 위한 실험으로나 독 

자와의 소통을 위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김의 텍스트 

에서 환상적인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카라쉐프의 이러한 비평적 태도는 다른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예를 틀면 냄저 (Nemzer)와 같은 비평 

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o IIpOHH'IeC l< HR iþHHaJ1 He CHHMaeT HeCOOTBeTCTBlIlI Me:l<lly BμCOTIO CJ10B H 

nycToTaMH COllep:l<aHlIlI. MO:l<HO oTnycTHTb 6eJ1l<y B J1eC , C l<HllroR Ta l< He noc 

TynllWb. nOTOMy '1TO pOMaH He nywHoR 3BepeK, a '1HTaTeJ1b He Hall 3B l! 3IlHOe 

Mbd1985. 29) 

그러나 반어적인 종결은 고양된 언어와 공허한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제 

거할 수 없다. 다람쥐는 숲속에 풀어줄 수 있지만， 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설은 모피 달린 동물이 아니고， 독자는 별천지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냄저도 역시 환상적인 형태와 그것이 담고 있는 공허한 내용에 대해서 비 

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엠저는 독자가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포함하고 있 

는 허구구조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 결과 독자는 작 

가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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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평의 사례로서 콜혜브스카(Kol항evska)의 『아버지의 숲』에 관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술적인 비평용어들이 과다하게 나열되어 

있다. 

Kim' s combination of the realistic and fantastic planes (as well as 1 

will show , their mythic or archetypal dimension) “ Magic Realism ," 

which , as recent Western studies have pointed out, has generated a 

renewed interest in “phantasmagoric" literature ... Kim ‘s latest novel, like 

his earlier work, presents a conglomeration, if not an synthesis, of 

realistic episodes and mythic and religious world views... Belka, which 

Kim sub-titled “ roman-skazka,"with its mixture of magic and human/ 

animal metamorphosis... also relies heavily on a shared body of mythical 

beliefs embedded in the consciousness of his Russian audience .. J the 

novel' s historical and social realia, or factographic side) and the endless, 
cyclical coordinates of myth, dream and legend ... In Kim ’ s universe, the 

paired images of Father-Forest and the Turaev family tree are the main 

bearers of magic and mystery... The “magicaJ" merging of the quotidian 

and the mythic that is characteristic of Otec-les is also apparent in the 

novel ’ s treatment of character... In a series of increasingly hallucinatory 

visions... the narrative voice shifts from his to that of the Forest Father 

The number of surreal , hallucinatory and alarming visions increases 
(1 992, 340-48) 

콜쉐브스카는 종교， 신화， 마법， 전설， 꿈， 환상， 초현실주의， 상상력， 선비， 

그리고 환타즈마고리아17)와 같은 모든 비평용어를 열거하고 있다. 그녀가 ‘계 

시적인 상상력’이나 ‘환상적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아나툴리 김의 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의 

다양한 차원들과 그것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해석 

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명시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17) 러시아 비평가들은 환타즈마고리아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은 채 

사용하고 있다 콜체브스카의 논문에서 나타난 ‘환타즈마고리아’는 환상적인 것， 혹 

은 초자연적인 것과 간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상과 환타즈마고리아 

와 관계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시냐프스키 (Sinjavskil는 환타즈마고리 

아를 그로테스크와 연계시키고 카라쇼프(Karasev)는 그것을 세속적인 것과 대비 

시키며， 피카치 (Pikacl는 환타즈마고리아를 게임과 신화의 개념들과 연관성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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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다양한 비평용어들을 통해 아나툴리 검의 텍스트를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인 비평’으로부터는 거리를 두 

고있다. 그녀는 김의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일관성 있는 비평의 실마리를 제 

공하는 대신에， 그의 세계관의 깊이와 폭 그리고 그의 문학적 고안의 복잡성 

을 독자에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의 상이한 관점을 

가진 두 비평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나툴리 김을 철학자 

로 간주하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김을 절충주의적인 차용자로 분류하는 

그룹이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비평가 넬러 (Nerler)의 언급을 살펴보자: 

“nepell HaMμ rny60KaR , nOllnHHHO 빼nOCOlþcKaR np03a" , "0982, 40) , 엘 킨 (Elkin) 

은 “MHO대e npOH3BelleHHR AHaTonHR KHMa BocnpHHHMa~TCR KaK e마moe 빼noco

!þCKoe HccnelloBeHHe"(I981 , 215) , 쿠니 친 (Kynicyn)은 “CaMa nOCTaHOBKa Bonpo-

ca , ypoBeHb H ‘<aqeCTBO pa3rOBopa CBHlleTenbcTBy~T 0 TOM, qTO KHM -- 뻐no

co!þ"0982, 236) 그리 고 세묘노바(Semenova)는 “OIlHH H3 HaH60nee !þHnoco!þcKH 

HaCbIllleHHbIX pOMaHOB nocnellHero BpeMeHH -- ?5enKa~ AHaTonHR KHMa"0989, 

181)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비평가들은 아나툴리 김이 자신의 텍스트는 리얼 

리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 인터뷰의 내용을 반박한다. 그들은 아나톨리 김이 

자신의 텍스트들에서 철학적 체계를 창조하거나 적어도 철학적 양식들을 실 

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김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환 

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은 작가의 창조적인 새로운 표현기법과 문학양식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비평가들은 김의 텍스트에 다양한 직 · 간접적인 

인용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사를 강하게 표명한다. 라주미힌의 언 

급. “ .. 'MblcnH 3aeHHbI MOTHBbI H aHanor째， aCCOUHaUHH H3 M때onorH ， penHrHH, 

!þHnoco빼H ， nHTepaTypbI OT CH~MμHyTHOH MOllbI" 0982, 42)과 아닌스키 

(Anninski)의 “ .. 'npCTpaHCTBO Ilyxa 3anonHeHO UHTaTaMH - cnellaMH 6bInbIX BO

nnOllleH써 따깨HbI"0985 ， 35) 같은 주장이 그렇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냄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KynbTypHbIMH pean뼈MH pOMaH ne-

penonHeH TaK , qTO B03H싸<aeT HCKyilleHHe 1l06aBHTb B nOll3aronOBOK elllë OIlHO 

Cn0BO ueHToH"0985, 31) 냄 저 는 ueHTOH이 라는 용어 를 다른 시 (詩)들로부터 

의 인용으로 만들어진 시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텃붙인다. 이 같은 주장은 터 

무니없는 비평의 다른 실례가 되나， 살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 그룹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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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들은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리얼리즘에 귀속시키길 거부하고 그의 텍 

스트는 현실에 대한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텍스트들에 대한 텍스트라고 주장 

한다. 

이 두 그룹의 비평가들의 비평적인 도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 

터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해석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그러한 비평적인 도식에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짜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비평가들은 이미 김이 철학가이거나， 혹은 신화학자， 혹은 차용자라는 

선입견을 이미 갖고 있으며， 그들의 비평은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선택된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 관한 소비에트의 주요 비평으로부터 두 개의 중요 

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환상적 요소들에 관한 형식적인 분석이 진부하고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독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평용어의 자의적인 남용과 인용부 

호의 과다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나툴리 김 텍스트가 환상성을 제대 

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김의 텍스트가 환상적이라는 명확한 특성을 

밝히는 데 몇몇 개념들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소비에트 비평가들이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에서 발견 

되는 환상적인 요소들올 해석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비평의 곤경으로 연결 

된다. 그 곤경의 원인은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제계적으로 

정립된 비평이론과 언어의 부재，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텍스트가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아나툴리 김의 복합적언 사고에 있다. 독자가 김의 

텍스트를 읽을 때 부딪치는 어려움은 비평가들의 무분별한 비평용어 사용과 

일관성 없는 인용부호의 사용 등으로 더욱 가중된다. 개념적인 이론의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평가들의 텍스트의 비평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비평가는 아나툴리 김을 신화 창조자라고 명명하고， 다 

른 비평가가 그를 초현실적인 환상의 창조자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과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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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 신화이고 무엇이 환상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견해는 주관적인 독백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아나툴리 김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비평이론 

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평용어의 신중하지 못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 

다.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효과적인 비평이론과 언어들이 정립된 이후에야 텍 

스트에 대한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텍스트 해석을 둘러싼 비평의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해질 것이 

다. “아나툴리 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은 아직도 많은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다. 



172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2호 

참고문헌 

1. 1 차 자료 

Bartashevich , L. (990) “ Muzestvo govorit ’ pravdu" , 마loSCOWj , 9. 

Bocharov, S.(979) “Temistye puti xudodzestvennoj pravdy" , ''Oktjabr'j , 8. 

Jukina , E. (984) “Dostoinstve chloveka" , ηVovyi mirj , 12. 

Karasev , L. (988) “o <Demonax na dogovore>" , ffγoprosy literatun따 , 10. 

Kim, Anatolii(982) “The Breath of a Legend: Interview with Anatolii Kim" 

인oviet LiteratureJ , 4 

(975) !'Goluboi ostrovj , Moscow: Sovetskij pisatel'. 

(978) !'Cetyre ispovedij , Moscow: Sovetkij pisatel ’. 

••••••• (980) !'Solov'inoe exo: rasska2Y 1 povesti. j , Moscow: So 

vetskij pisatel ’ . 

(981) <Lotos> , rN건fritovyi pojas: Povestil , Moscow: Molo 

daja gvardija. 

)••--•• (984) !'ßelka: Roman-ska2k，αj , Moscow: Sovetskij pisatel ’

- •••• (1988) 낀2brannoe: PαJesti. j , Roman. Moscow: Sovetskij pisatel ’ 

(989) rOtec-!es: Roman-pritcaj , Moscow: Sovetskij pisatel'. 

Semenova, Sve이ana(989) “ Vosxoshchee dvizenie" , rOktjabr'J , 2. 

11 한국어 자료 

김욱동 편 · 저(199이 『표스트모더니즘의 이해j , 서울， 문학과지성사. 

권택영 (990) !'포스트묘더니즘이란 무엇인자· 자연주의에세 미니멀리즘깨 

지Jì , 서울· 민음사. 

허천， 린다(998) r.표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j , 장성희 옮김， 서울: 현대 

미학사. 

이승훈 (1 991) !t표스트모더니즘 샤론J ， 서울. 세계사. 

이승훈 외 (994) !'포스트묘더니즘과 문학비평j , 서울. 고려원. 

워， 퍼트리샤(989) !'메타픽션 표스트모더니즘 문학이론j , 김상구 옮김， 

서울. 열음사 

핫산， 이합(985) r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및 문학이론j , 정정호 편역， 서울: 



아나툴리 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종로서적， 

(1 991) Ir포즈트모더니즘 개론·’ 현대문화와 문학이론.J , 정정호 · 

이소영 편， 서울: 한신문화사. 

이덕형 (2001) “러시아 문학의 포스트-모던과 부정신학 - 소설없는 소설 

F슬라브학보.!J， 저1116권， 2호. 

(1999) “모순의 통일성· 바흐씬의 경우 - 러시아 문예이론의 생태 

학적 일원론 If노어노문학.!J， 제 11 권， 제 1호. 

흉， 캐스린 (2000) Ir환상과 미메시스.!J， 한창엽 옮김， 서울: 푸른나무. 

川 러시아 자료 

Dobrenko, E. A.(1995) 마1e따fora Vlasti: Literatura stali’áskoj epoxi v istori

cheskom osveshchennii.!J, Munchen:Verlag Otto Sagner 

Ivanovnaa, Natal' ja(1983) “Vol ’noe dyxanie" , 에oprosy literatuη.1 , 3. 

Kolchevksa, Natasha(1992) “Fathers, Sons and Trees: Myth and Reality 

in Anatolij Kim ’s Otec-les" , IfSlavic and East European ]ournal.!J, 3. 

Kynicyn, Vladimir(982) “Gost' iz budushchego" , IfZnamja .!J, 3. 

Zalygin, Sergei0981l “o novoj knige Anatolija Kima" , IfNefritovyi pojas.!J, 

Moscow: Mooldaja gvardija. 

IV. 기타 외국어 자료 

Bakhtin, Mikhail(968) 면abelais and His World.l , orig. Russian, 1965, 

trans. Helene Iswolsky, Cambridge: MIT Press. 

Barth, John09SOl wThe Literature of Replenishment: Post Modemist Fiction~ ， 

Atlantic. 

Brooke-Rose, Christine(981) rA Rhetoric of the Unreal :Studies in Narra 

tive and Structure.l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derman, Reymond(19Sl) rSurjiction: Fiction Now and Tomorrowj , ed. 

2nd. , enlarged, Chicago: Swallow Press. 

Gass , Willaim H. (1971) “Philosophy and the Form of Fiction" , IfFiction 

and the Figures of Life.!J, New York: Alfred A. Knopf. 

Jackson, Rosemary09S1l 믿'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J , London: 

Methuen. 

173 



174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2호 

Hume, Kathryn0984J f"Fantasy and Mimesis: Responces to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1 , London: Metheun 

Maguire, Robert A. 0968J 앤ed Virgin Soil: Soviet Literature in the 

1920's.1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el1ard, James M0980J f"The Exploded Form: The Modernist Novel 

in American.1 ,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Morson , Gary, Saul0979J “ Socialist Realism and Literary Theory" , f"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1 , 2. 

Peterson, Nadya(1989) “Science Fiction and Fantasy: A Prelude to the 

literature of Glasnost", f"Slavic Review .1 , 2 

Scholes, Robert(975) 연tructural Fabulation: An Essay on Fiction of 

the Future.1 ,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Shneidman, N. N0979J f"Soviet Literature in the 1970s: Artistic Diver

sity and !deological Coriformity.1 ,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Willey , Basi1(946) f"Coleridge on !magination and Fantasy.1 , Folcroft, 

Pennsylvania: Folcroft Press 

Williams , Raymond(984) f"Gabriel Garcia Marquez.1 , Boston: Twayne. 

WiIIson, David0989l “Fantasy in the Fiction of Sergei Zalygin", Ph .D. thesis. 

Kansas: University of Kansas. 



Abstract 

아나툴리 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A. Kim’s Texts? 

- Critical Confusion 

175 

Sim , Min-Ja 

In this paper, my intension is to demonstrate that what I term a “critical 

confusion" exists conceming the fantastic elements in Kim’ s works. I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critical studies of Kim. what call a 

certain “ critical confusion" , exists regarding his work, a confusion which 

seems to stem mainly from serious terminological problems related to the 

critical language of the fantastic. I argue that a coherent critical theor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basic definitions, and thus make conceptual 

language both operational and useful. 1 would like to emphasize here that 

my study of Kim' s works is within the context of current literary theory. 

Critics, (most of whom are Russian) tend to apply practically any and 

all available concepts to their frequently judgemental readings of Kim. 

Almost all of these critical reactions are accompanied by two features 

which are particularly often met with in discussions of the fantastic -

quotation marks around basic terms and proliferation of critical notions. It 

becomes clear that the critical task must consist in dealing with what 

approach works specifically for Kim. Because it is crucial, because the 

acceptance of a given paradigm determines all later critical evalu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of the proliferation of terminology, critics are 

agreed that Kim ’s works belongs to fantastic literature, but they do not 

trace the links consistently. They tend to apply all possible notions in their 

attempts at pinpointing the exact character of Kim’s relation to the fantastic. 

It is possible that by seeing how they justify the presence of the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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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im’s works in general, we can understand better their application of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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