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따라 잘기".
러시아적 문화 유형의 매혹과 위험*
김 수 환”

"nymKHH - 310 Hame BC!!!"
- A. fpHrOpbeB
남서광(짧書狂 ;graphomania): 책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c.. .J 권력을 향한
의지의 가장 그로테스크한 변종.

- 밀란 룬데라[)

1.

들어가며: ‘책에 따른 삶’

일찍이 로트만은 18 세기 러시아 문화의 맥락 속에서 문학의 역할과 위상을

논하는 한 저술에서， 당대의 문학과 독자들 간의 관계 양상을 “책에 따라 살
기 ()[(H1b no KHHre)" 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당대의 문학 텍
스트는 현존하는 실제의 독자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구축된 독자의 형상을 지
향했으며， 실제의 독자들은 이 런 이상화된 모델을 일종의 규범으로서 적극적
으로 받아들였기에， 사실상 “독자들에게는 책을 읽을 것('1HU.n ICHHry) 이 아
니라 책에 따라 살아갈 것(:a:Hn no KHHre) 이 요구되었다 ."2)

만일 문학작품의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이런 유형을 18세기 러시아 문화의
특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같다. 첫째， 18세기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논제들은 다음과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시원적’ 지점이며， 따

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모종의 원형적 자질들은 러시아 문학 자체의 유형학
적

정체성을 특징짓는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로트만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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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란 문데라 (1995) ~소설의 기술~， 권오룡 옮김. 책세상，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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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은 문화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호학적

체계들 중 하나

이며， 어떤 점에서 문학의 가치론적 구조와 지향은 해당 문화 자체의 기호학
적 메커니즘을 자신 속에서 반복하고 있다.3) 즉， 러시아 문학을 규정하는 나
름의 변별적 자질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러시아 문화 자체의

유형학적 특수성을 기술하기 위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은 “책에 따라 살기”라는 특정한 유형의 화
용론적 모.델이 러시아 문학사의 다채로운 변모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심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나아가 그것이

러시아 문화를 규정하

는 변별적 자질로서 어떻게 기능했으며 어떤 결과들을 수반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제에

놓여있다. 이런 작업은 문학 텍스트를 미학적

판단의

고립된 특권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역학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
화적 기제로서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사)에 대한 ‘문화론적’ 읽기를 시험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로트만 문화 기호학의
문화 자체에

몇몇 이론적 개념들을 러시아

대한 그의 ‘자의식적인’ 진술로 다시

읽으려한다는 점에서， 로트

만 기호학 이론을 가치론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2.

문학의

신성화 혹은 문학중심주의

러시아의 문화적 삶 속에서 문학이 언제나 ‘문학 이상의 그 무엇’으로 받아

들여져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사회적 가치의 중심적 기제로서
문학이 지니는 특별한 위상은 지난 2 세기 동안 전 유럽에 걸친 보편적인 현
상이지만， 문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러시아적인 태도는 그 중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푸슈킨 이후의 많은 러시아 인텔리 계층은 자신들의 문학을 문화의 얼굴이
자 섬장으로 여겨왔다. 개인성

적， 이념적 사유들은 예외

없이

자유

도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철학

러시아 ‘문학’이라는 섬장부를 통과해

갔던

바， 만약 서구에서라면 철학자나 (사회) 비평가， 혹은 정치가나 법률가가 해결

3) “예술 문학의 내적 구조는(.. .. ..l문화 자체와 이질동상 (H30Mop!þHa) 이며 문화의 조직화
의 보편 원 칙 을 반복하고 있 다" 10. M. JIoTMaH(1992) "0 COllep:l< aHHH H CTpyKType
rrOH~TH~ <XYIlO:l<eCTBeHHa꺼 JJHTepaTypa> ," H36paHHble CTaTbκ TOM 1, TaJJJJHHH , c.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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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문제들， 언론인이나 역사가가 담당했을 일들이， 러시아에서는 작가들에

의해 처리되었고 문학의 대상이 되었다 .4) 문학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문학 보

다 더한 어떤 것’이어야 했던 러시아 문학은
이자 사회변혁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말하자면

민족의

철학적 사유의 시험대

과거를 이해하는 방법이자

미래를 향한 예언의 기초였다 .5)

‘문학의

신성화’，

혹은

극단적인

‘문학중섬주의적 (nHTepaTypoueTpHqeCKa~) ’

경향으로 지칭 가능한 이런 현상은 흔히 근대 러시아 사회가 처해있던 특정

한 역사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그에 따르면， 사회적， 법률
적， 경제적 기제들의 자율적인 성장이 상대적으로 억압되었던 제정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물로 기능해야만 했으며

러시아의

문학은 그것들 모두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대체
그런 점에서 문학은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구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를 향한 로트만의 접근이 보여주는 독특함은 그가 문학을 대
하는 러시아적

태도의 기원과 원인을 러시아 문화사의

니는 어떤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
러시아)로부터

보다 정확하게는

전개 과정 자체가 지

러시아 문화가 중세(고대

큰대 (18 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치환’

의 양상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세기 러시아의 근대 문화， ‘갑자기’ 생겨난 이 ‘새로운’
세계 6) 를 바라보는 로트만의 시각은 외견상의 급격한 단절성 내부를 관통하고

4)

이미

19세기

중엽

벨린스키는 러시아인을 “책을 읽는” 민족 (HaUIIJ\)으로 정의한 바

있다. 오직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만이 러시아인이 될 수 있다. 말하
자면， 여기서 민족을 결정짓는 요인은 피도， 계급도 아년 독서의 재능 (ω
'쩌
11IITπTa
따TeJI뻐
bκc다‘K찌α
씨
〈11
TaJIa
뻐
Hπ
떠
꺼)에。이1 다다‘
T

C.

Doll
뻐
씨(띠
M
2002
낌)

06DJ,He MeC야Ta

-

MHlþ 0J10rHJI

110BCepHeBHOH )/(H3HH.

M. , C.

125. 한편， “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작은 인간(MaJIeHbI<때 '1eJIOBeI<)은 같은 계급의 프랑
스인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꿈꾸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꿈꾸는 것은 훌
륭한 글쓰기(의

(같은 책， c.

재능)이다. 그는 부유함보다 작가적

126).

영광을 더욱 더 부러워한다”

러시아에서 작가는 언제나 일종의 비공식적 권력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의 통치자들 또한

예카테리나 2 세부터 레닌에 이

르기까지 - 부단하게 스스로를 문학가로 표상하고자 시 도해왔다. 잘 알려 져

있듯

이， 레닌은 문학비평가， 스탈린은 언어학자였으며， 흐루시효프는 현대 예술 비평가
였고， 브레즈네프는 직접 소설 3부작을 썼던 작가였다.

5) B. Gasparov(1985) "Introduction,"

6)

The Semiotics of Russian Cultural History ,

Ithaca , p. 13.
‘갑자기’와 ‘새로운’은 18세기 러시아 문화를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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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종의 연속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세속화된 서구 유
럽 문화의 모델을 따라 자신을 구축하며， 의식적으로 고대 러시아의 전통으로

부터 단절되고자 했던 18세기의 ‘새로운’ 러시아 문화는 (단절과 새로움을 향
한 자신의 주관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전 시기의 전통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었다 .7)

스스로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으로서 표상하는 동시에 과거의 전통을 ‘전

복적인(뒤집힌)’ 방식으로 ‘연장’해야만 했던 18세기 러시아 문화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과제는， 한펀으로， 과거(문화)의 (가치론적) ‘중심점’을 찾아내 그것
을 공공연하게

공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담당했던 문화적 ‘기

능’을 적절하게 보존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
세의 교회문학 (rrIi CbMeHHOCTb) , 넓게는 종교문화 전반의 지배력이 새롭게 출범

한 세속 권력에 의해 전면적으로 찬탈된 상황에서， 과거에 그것들이 담당하던
문화적 기능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상속될 수 있었는지의 문제이
다. 로트만에 따르면， 신성한 ‘말 (CJlO BO ;110 ro C)’의

힘과 권위에 의존했던 중세

의 종교적 권위성의 자리는 다름 아닌 ‘말’의 예술， 즉 (세속) 문학(JlIiTepaTypa)
에 의해 차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후자는 자신의 구조적 선임자로부터 자연스
럽게 그것의 ‘기능’을 물려받게 되었다; “(과거의) 성스러운 (caKpaJlbHble) 텍스트
들을 대체하면서， 문학은 그것들의

문화적

기능을 상속받았다. 18세기에

일어

난 이 대체 (3aMellleHlie) 는 이후 러시아 문학의 영속적인 특징이 되었다."8)

로트만이 이후 다른 논문에서

‘신성함의 자리는 결코 비워지는 법이 없다’

라는 공식으로 요약한 바 있는 이런 치환의 메커니즘은， 18세기

러시아 근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언어 예술의 사회적 위상， 무엇보다도 먼저 시 (rr033 IiJl)의

칸체미르 (A. KaHTeMlIp) 의 다음 구절은 이를 명백하게 요약한다. “표트르의 영명한

교시를 소중히 하니， 그로써 우리가 갑자기 (BtlPyr) 이미 (Yll<e) 새로운 (HOB때)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10. M. 1IoTM뻐(100))

H3 HCTOpHJf pyCCKOit

KYJIbη찍 TOM

N , M. ,

c.

æ.

7) 주지하다시피， 로트만은 러시아 문화사의 전개를 다룬 한 논문에서 과격한 ‘단절’로
표상되는 러시아 문화사가 사실상 옛 문화의 ‘뒤집힌’ 구조 모텔을 따라 구성되었

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유럽화’에 의해 야기된 전위는 러시아 문화의 태고
적 특성을 말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킨 것으로 설명된다. 10. M.
끼OTMaH(2002) "PO .n b aya.nbHblX MOtle.n elt B pyCCKO It Ky.n bTYPbI (tlO KOHua

, Cn6 ,

HCTOPHJI THnOJIOrHJI pyCCKOit KyJIbTypbl

8) 10.

CC.

M. ]J oTMaH( 1996) "0맨 pK no pyCCKO It Ky .n bType

KyJIbTypbl, TOM

N,

M. , c.

89.

XVIII

Be Ka),"

106-116.

xrn

Be Ka," H3 HCTOpHH pyCCK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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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결정지었다.

18세기 러시아 문화는 세속적 성격을 지녔다. 성스러운 문화의 권위 (aBTO

pIITeT) 는， “유럽화된” 새로운 문명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다른

것들과 더불어， 파괴되고 제거되었다. 그러나 “신성함의 자리는 비워지는 법
이

없다 (CB51TO MeCTO nycTo He 6h1 BaeT )." 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간 최상의

권

위는 언어 예술， 무엇보다도 먼저 시에게 전승되었다 9)

“신들의

언어”라는 고전주의의

낡아버린

메타포는 18세기

러시아 문화의

맥락에서 시적 언술이 지니는 권위성과 진리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말하자면

시인에

대한 고대적

이상(‘신들’의

러시아에서 손쉽게 예언자-시인에 관한 성서적 이념(‘신’의

언어)은

언어)으로 탈바꿈

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들은 다름 아닌 ‘시’ 속으로 옮겨 앉게 되

었으며， 진리의 전달자인 예언자 시인은 이제 (근대의) 새로운 성직자가 되었
다.
진리 추구의 과제를 예술이 아닌 과학의 영역에 할당했던 근대 서구 유럽
문화의

(K.

견지에서라면 몹시 거북스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르일레예프

PblJleeB) 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러 시 아의 독자들에 게 는 놀랍다기 보다는 차

라리 (그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로 여겨졌다: “오 그렇다!
시인의 소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신성한 진리 (CB~lT a51 npaBlla)

- 이것이 그의 임무이다 ."10)

9) 10. M. }]OTMaH(2002) "Me뻐y 3M6J1eMO~1I CIIMBOJlOM ,"
C.

10) 10.

HCTOpHJI THI10.π'OrHJI pyCCKOH KyJlbTypU,

365.
M. }]oTMaH (l 996) "O 'l epK no pyCCKO~ Ky Jl bType

KyJlbTypU, TOM

IV,

M. , c.

89.

xru BeKa,"

H3

HCTOpHH pyCCKOH

문화 속에서 시인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에 대한 이

런 러시아적 태도는 소위 “유럽화된” 러시아가 실제의 ‘유럽’과 얼마나 달랐었는지
를 보여주는 특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서구에서 시인， 화가， 건축가가 거의 비슷

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다면，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예
술가 (XYL10ll<HIIK)( 이 단어가 18세기에 “장인 (peMeC JleHHIIK )"을 의미했다는 사실은 우

연이

아니다)， 화가， 음악가는 직업인 (np때eCCIIOHaJl)을 의미하지만， “시인”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직업성을 배제한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 (npIl 3BaHlle) ， 신

의 선물 (L1ap) ， 고귀한 영감이다. (시인에 대한) 이런 관념은 물론 고대적인 것이지
만， 서구의 르네상스-바로크 문화에는 결정적으로 부재하는 것이다
120-121.

앞의

책，

C.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 호

40

한편， 문학이 경험적 현실보다 더 높은 어떤 신성한 진리와 관련된다는 사
고， 문학(/작가)에게 무언가 ‘문학(/작가)보다 더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런

관념은 중세적 가치 구조의 연장이면서
인식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이런 태도가 추상적
제를 의미하지

동시에 러시아적 근대의 특정한 세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념의 세계와 물리적

강조할 것은， 문학에

경험의 세계 간의

대립적

대한

안티테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여기서 물리적인 삶과 이상적 세계는 각

기 독자작인 닫힌 세계로서 서로 대럽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여기서 이상적
인 질서는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해야만 하는 어떤
것， 말하자면 완전히 ‘지상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세계의 창조 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식
까지 건설된 바 없으며

러시아에서 문화는 아직

이제 바야흐로 ‘창조’되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는 독

특한 (근대적) 상황 인식이

문학을 신성시하는 (중세적)

태도와 결합되었을

때， 진리 탐구의 수단으로서 문학이 지니는 실질적인 중요성과 가치는 명백해
진다.
러시아의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건설의

길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리

고 이 길이 지니는 목적과 그것의 최종적인 형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바
로 문학 - 책과 무대

이다. 18세기의 인간은 (....J 다름 아년 문학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선적 체험의 모델과 행위의 규범들을 걸어 올렸다11)

문학과 현실적
“이상적

영역의

지향”은 18세기

11)
12)

앞의 책， C.
앞의

책， C.

삶의

영역을 서로 ‘섞어’ 놓으려는 지향， 보다 정확하게는

규범을 따라 일상적 삶의

러시아 문학에서

110.
11 1.

영역을 재구축 (rrepeCTpOHTb) 하려는

매우 특징적이다.1 2 ) 여기서 문학(/작가)에게

이 지점에서 18세기 근대 러시아의 문화 모델은 동시대 서구의

모델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 모델， 즉 상정적 이념의 영역과 삶의 실제적 영역간

의 명백하고 극명한 구분에 기초하는 중세적 모델로부터도 미묘하게 갈라진다

중

세 문화는 사회의 상층부를 특정짓는 고도의 ‘상정주의’와 사회의 하층부에게 할당
되는 극도의 ‘실제주의’간의 명백한 구분에 기초한다. 권력의 최상부(짜르)가 일종
의 ‘살아있는 이콘’으로 표상된다변 보통의 인간들에게는 ‘영점의 (Hy.neBaJl CTelleHb)

기호학’， 즉 기호성을 최대한 배제한 삶의 실제적 행위 영역만이 요구되며， 따라서
사회의 하층부에서 삶과 행위의 기호적 측면을 고려하는 행위는 곧 ‘게으름’， ‘교활

함’， 심지어는 ‘배선’의 증거로 간주된다. 삐. M. 끼OTMaH(2002) "<lloroBop> 11

ceõ Jl>

I< a l< apXeTIIIII써 eC l<lI e

MOne .n1l

l< y.n bTYPbl ,"

<BpY'leHlle

HCTOpHJl THJ10J10rHJI pyccKoil KyJ1bTy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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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은 원칙적으로 문학 창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

학적 과제는 여기서 문화-계몽적 과제와 한 봄이며， 문화-계몽적 과제는 다
시 문화-창조의 과제와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작가는 단지 작품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창조하는 자를 의미
한다; “작가는 문화적 상황을 뒤 쫓아 가는 (C JlellyeT) 것 이

아니 라 적 극적 으로

그것을 창조한다 (C0311aeù 그는 텍스트를 창조해야할 필요성 뿐 아니라 그것
을 읽을 독자들， 나아가 그런 문화 자체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
한다 "13)

결국， 18세기 러시아 문학을 특정짓는 이와 같은 자질들， ‘말’과 ‘진리’를 관

련짓는 중세적 가치 구조와 ‘유토피아적’ 경향을 띠는 근대의 문화 창조적 지
향이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결과들 중 하나는 당대의 문학을 대하는 ‘독자들
의 태도’이다. 신성한 진리의 매체이자 이상적 문화의 발생기가 된 문학은 텍
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 동시대 서구 유럽 예술의 일반적인 규범
에서 보자연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을 창출하게 된다. 즉 작가는 현실에 존재
하는 실제의

독자 (j구매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창조해내야만 할 목표로서

의) 이상적인 미래의 독자를 지향하게 된다(텍스트가 자신의 내부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독자가 아닌 이상적으로 구축된 미 래의 독자 형상이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당대의 문학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사실상 요구되었던 것은，
실제로 그러한 (이상적인) 독자가 ‘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변 문학 작

품이 제시하는 모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었
다. 즉 독자들에게는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책에 따라 살 것”이 요구된다.

로트만에 따르면， 이런 뒤집혀진 모델이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 즉 “현실

의

독자가 문학적

이 상을 스스로의

행 위 (nOBelleHHe) 를 위 한 규칙 (npaBHJla) 으

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다만 이후의 한 세대가 더 필요했을 뿐”인데， 왜냐
하면 근대

러시아 문화의 중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인물들， 즉 “미래의

데카브리스트 세대는 18세기 후반에， 바로 이 특별한 〈독자들〉의 가정으로

c. 29

13) 10.

M. J1oTMaH(1996) "0앤 pK no pyccKOß

KyJ1bTypbl TOM

I V.

M. ,

l< yJ\ bType

XIII se l< a ,"

H3 HCTOpHH

pyccKoR

c. 107. 18세기에 책의 출판부수 (THpall<)가 실질적인 판매량，

즉 실제로 그것을 구입한 독자들의 수와 무관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
적이다 출판부수는 실제로 책을 구입할 독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책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 즉 ‘있어야만 할 독자들’의 숫자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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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성장했기 "14) 때문이었다.

우리가 18세기 러시아 문학의 특징적인 자질들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
을 이후의 세기들로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최초의 가능성， 나아가 “행위
시학 (n03 깨 Ka

nOBeneHIUI)" 이라

불리는

로트만의

독특한

연구

영역을

러시

아적 문화유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가치론적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
성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행위 시학: 삶의 예술

3.

일반적으로 ‘일상적

행위의

기호학적 측면들’을 연구하는 학제로 이해되는

행위 시학 이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 속 개인의 행위들이란 해당 사회가 만들
어 낸 특정한 ‘문화적 코드들’의 ‘실현’인 바， 우리는 이런 문화적 코드들을 추
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적

개인의

행위들을 일종의 ‘텍스트’로서

행위들의 기호학적

프로그램은， 그러나， ‘행위 기호학’이기

해독

읽기’를 지향하는 이 연구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행위 시학’으

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로트만의 해명은 매우 단호한 것이다.
일상 행위의 시학을 논한다는 것은<... ...l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행위들

이 의식적으로 예술 택스트의 규범과 법칙을 지향했으며 직접적으로 미
학적인 것으로서 체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이런 정

황이 증명될 수 있다변 그것은 해당 시기 문화의 가장 중요한 유형학적 특
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5)

말하자면， 여기서 ‘행위 시학’을 둘러싼 로트만의
행위 시학 이론은 한편으로

적

행위

14) 앞의
15) 10. M.

읽기에

책， c.

112

입장은 이중적인 것이다.

예술 텍스트의 해독을 위한 모델과 방법을 일상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입장이지만l6) ， 다른

(강조는 인용자).

J1oTMaH(2oo2) "n03TIIKa 뻐TOBoro nOBelleHII~ B pyCCKOß KyJJbType

HCTOpH~ H THnOßorH~ pyCCKOη KyßbTypμ c.

233

XVIII

BeKa ,"

(강조는 인용자).

16) 로트만의 ‘행위 시학’ 이론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지니는 당대적 가치와 실효성，
나아가 ‘문화시학’이라는 포괄적인 기획 하에서 그것이 시사하는 생산적인 지점들
에

대한 논의는， 김수환 (2005) r 텍스트 이론에서 문화시학으로: 로트만의 ‘행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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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그것은， 러시아 문화사의

구체적인 역사-문화적

정황에

특정

시기(18 세기 -19세기초반)에

나타난

대한 실제 분석이기도 하다. 즉， 행위 시학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곧 해당 시기

러시아 문화의 ‘행위 시학

적 정황’ 자체를 확증하는 작업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 18세기

들의

말과 행위’에

귀족들의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시작해서

행위시학과 관련된 로트만의

(곳곳에 등장하는 이론적 서술들을 제외한다면) - 거의
한 가지 종류의
져

‘데카브리스트 혁명가

모든 논문들은，

전적으로

오직 단

구체적인 사실-유형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려는 과제에 바쳐

있다. 로트만이

다루는 예들은

“만약 다른 관점에서라면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해당 시기 인간들의 행위가 오직 일련의 문학적 모델

들을 참조함으로써만 해독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17) 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

앞에

암호화된 ‘텍스트’로 등장하는 해당 시기

인간들의

구체적인 행위

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숨겨진 ‘문화적 코드들’이란 바로 그들
의 행위가 지향했던 “문학적” 모댈들에 다름 아니다 18)

로트만이 선택한 이 시기의 인간들은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행위，
일상적 담화， 그리고 결국에는 삶의 운명까지를 문학적

연극적 전범들(oõpa3l\bJ)을

따라 구축했으며” 19) ， 나아가 그것들을 직접적인 미학적

체험으로 받아들였다.

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J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18집， 103-135쪽 참조.

17) 10. M.

J]OTMaH (1 992)

"lleKaõpHcT B nOBCe L1 HeBHOß

l!<H3HH ,"

Jf3φ'aHHble CTaTb.κ TOM 1, c.

300.
18) 예컨대， 라디시체프의 자살이 공포로 인한 ‘맹목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
고되고 계획된 ‘지성적인 행위’， 즉 나름의 ‘저항’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만 하는 코드(/모델)는 에디슨(]. Addison) 의

,

(Cato)> 이 다(삐 M. J]oTMaH(2002) "n03THKa ÕblTOBO O

XVIII

1I0Be L1 eHHJI

비극 〈카토

B pycCKolí KyJlbType

BeKa ," cc. 엉0-253) ‘ 황제와의 독대 이후 모든 주변인들의 예상을 거스르며

돌연 퇴직했던 차다예프의

행위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그가 ‘러시아의 마르키즈

포자’(실러의 비극 r 돈 카를로스」의 등장인물)를 연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만 밝혀질 수 있다. 고작 석 달을 함께 산 남편을 따라 고된 시베리아 유형에
함께 했던 12월 당원의 아내 마리야 볼콘스카야의 이해하기 힘든 행위는 오직 그

녀가 르일레예프의 시를 읽고 그것이 제시한 영웅적 행위의 프로그램을 따르고자 했
다는 사실로서만 온전하게 해명된다. 10. M. J] oTMaH(1992) "lleKaõpHcT B nOBCe L1H eBHoß
l!<H3HH ,"

19) 삐. M.

cc. 311-317.

J]oTMaH (1 998)

"TeaTp H TeaTpaJlbHOCTb B CTpoe KyJlbTyp빼 HatlaJl a

HCKyccTse, cnõ. , c.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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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분명해지는 사실은， 로트만의

흐름을 미 학화하면서

공격 적 으로 일상의

행위

시학이란 “예술이

삶의

일상적

삶 속으로 파고들어 갔던 "20) 특정 한

시기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앞서 살펴보았던) ‘책에
따른 삶’이라는 특정한 화용론적 모델의

가장 명백한 예증이자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로트만이 분석하고 있는 행위 시학적 정황들은 결국， 기호

와 현실， 예술과 삶을 서로 ‘섞어’ 놓으려는 분명한 의도의 산물， 보다 정확하
게는， 예술 V기호)을 삶 (j현실)을 위한 일종의

‘모벨’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식적인 지향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술 텍스트의 프리즘을 통해 삶을 바라보려는’ 이런 독
특한 지향과 의도가 설지로 해당 시기의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

인가， 다시 말해 이런 태도가 수반했던 문화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

다. 예술적 잣대를 통해 삶을 바라본다는 것， 삶 속에서 예술을 산다는 것은
18-19 세기 초반의 러시아 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주지하다시피， “삶이

예술을 서둘러 모방했던” 이 시기의

인간들은 일상적

인 삶 속에서 ‘마치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살아갔다. 무대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의식적으로 ‘연출’해낸다는 것， 자신에게 특정한 ‘배역’을
부여하고 그 자신이 ‘등장인물’이 됨으로써， 결국 스스로의 삶을 ‘플롯’을 지니
는 어떤

것으로서

‘창조’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21l 한편， ‘무대’위의

삶을 연

출함으로써 스스로 플롯올 지닌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일상적 삶의 무

인칭적 흐름에 예기치 않은 반전으로서의 ‘사건’을 부여한다는 것， 즉 인간의
행위를 집단적 행위의 자동적인 지배(관습)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삶과 행위

20) 10. M. J1 oTMaH(2001) BeceßbI 0 pyCCKOft KyJIbType , Cn5. , c. 209.

21)

로트만이 제시하는 행위 시학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전면적인 기호화，

2)

1)

일상적 행위 영역의

일상생활 규범의 맥락 내에서의 스타일의 창조，

3)

역할 (poJlb)

범주의 진화， 4) 배역에서 플롯 (CIO>I<eT) 으로의 전이. “예술에서 서사 텍스트들을 조

직화하는 특정한 범주로서의 플롯의 출현은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문학외적 활동들
을 위한 행위 전략을 선택해야만 할 필요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J10TMaH(2002) "n03THKa 5b1 TOBOrO nOBelleHIU! B pyCCKOlt KyJlbType

XVIII BeKa ,"

삐. M.

HCTOPHJI

H THllOJIOrH~ pyCCKO깨 KyJIbTypbl. c. 246. 주지하다시피， 로트만은 플롯 개념을 ‘사건

(C05b1THe)'들의 총체로 정의하며， 이때 사건이란 “금지된 경계의 돌파

즉 “주어진

세계상의 일정한 법칙의 배경 하에서， 그러한 법칙에 대한 의미심장한 ”일탈“의 형
식 ”으 로

구 현 된 다 . 애. M. J1 oTMaH (l 998) CTpyKTypa xYßo :t<eCTBeHHoro TeKcTa , 06

HCKyccTBe , C.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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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인 인간에게 적극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pyTHHHa5l) 행위의 영역에서

개인은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 시대， 혹은 자신의 심리생리학적 구조로부터 주어진 것， 즉
대안 (aJIb TepHa T1IBμ)을 지니지
적

행위는

않는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반면，

기호

- 언제나 선택의 결과이며 따라서 행위 주체의 자유로운 적극성

을 포함한다 .22)

여기서

행위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즉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

성 23) 과 더불어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삶의 주인공이
자 연출가인 개인이 현재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
연극의 ‘막간 휴지 (aHTpaKT) ’기에 자신이

선택한 배역의

마스크를 벗거나， 혹

은 또 다른 배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살아갔던’ 이 시기 사람들의 행위가 지니는 미
학적-유희적

본질은 “러시아의

귀족들이

카토， 브루투스， 파좌므스키，

데몬，

혹은 멜모스가 되어 그들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여전히 러시아 귀족이기를 멈
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24) 즉 여기서 삶과 예술을 서로 ‘섞어’ 놓으

려는 이들의 지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적 행위가 일상적 삶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공연을 보듯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극장적 삶이 일상적 삶과 다르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인간에게 행위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해준다 25)

행위의 미학화를 향한 이들의

지향이 삶과 예술을 ‘섞어’ 놓으려는 의도의

22) 10. M 끼oTMaH(1992) "lleKaõpHcT B nOBCe llHeBH。띤

lI<H3HH ,"

H36pa Hl{],[e CTaTbκ TOM 1, c.

321.
23)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어 어떤 특정한 하나의 행위 프

로그램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가능성의 묶음들 중 어느 하나의 전략을
실현하면서， 언제나 선택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데카브리스트는 자신의 실제
일상적 행위에 있어 결코 항상 데카브리스트로서만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 그는
귀 족(LIBOP5l HHH) 으로， 장교로(즉， 근위 병 , 경 기 병 , 참모)， 귀 족 (apHCTOKpar) 으로， 남자

로，

러시아인으로， 유럽인으로， 청년

등등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1992) "lleKaõpHcT B nOBce뻐eBH때 빼 3HH ，" μ'3 6paHHlÆ CTaTbH, TOM
24) 에. M. 끼oTMaH(200l) BecellN 0 pyCCKolt KyJ/bType , c. 186.
25) 애. M. JIoTMaH(2애1) Becel1b1 0 pyCCKOIt KyJ/bType , C. 198.

,.

C.

삐. M, JIoT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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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의식의 산물이
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책에 따른 삶’

이라는 특정한 모델의 작용이 결코 로트만이 선택한 특정 시기에 국한된 현
상이 아니라는 점， 행위 시학을 다룬 한 논문의 말미에서 로트만 자신이 지적
했듯이， “낭만주의

시대에 극도로 발전했다가 이후 리얼리즘 작가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범주에서 제외되어 버린 행위 시학이(... ... )1 890-1900년대에 상정주
의자들의 .전기， “삶-창조(li<H3HeTBOplleCTBO) ", “일인극

“삶의

연극” 및 기타

20세기 문화의 제 현상들에서 부활했다 "26)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상징주의를 비롯한 러시아 모더니즘 미학 전반에서 예술적
일상적 행위를 추동했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삶과 예술은 결코 ‘다르지 않
다는 것’， 보다 정확하게는， 삶은 예술을 따라 ‘총체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그
자신이 이미
여기서

예술과 다르지 않은 ‘영원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이었다.

일상적

행위의 총체적인 ‘미학화’는 이미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며，

삶과 예술의 융합이란 자유의지에 따르는 선택적인 ‘전략’이 아니라 절대 절
명의 정언적 ‘명령’이 된다:m
이렇게 되면， 행위 시학의 20세기적 ‘부활’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 즉 로트
만에 의해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다만 암시되고 있을 뿐인
이 ‘부활’의

가치론적

중요한 사실은 18세기
론적

모델이

의미에 관해 되묻는 작업은 이미 불가피한 것이

된다.

러시아 문학을 특징지었던 ‘책에 따른 삶’이라는 화용

부활을 통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속의

과정

속에서 모종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
가를 문제 삼는 일， 과연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따져 묻는 일
은， ‘책에

따른 삶’이라는 보편 모델을 로트만 ‘행위

시학’의

범주 (18-19세기

초반)를 넘어 그 이후로 폭넓게 확장시킴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특정한 모
델이 지니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일

즉 이 두 얼굴 모두를 지니는 러

26) 삐. M. J1oTMaH(2002) "n03THKa ÕblTOBOrO nOB e，aeHI쩌 B pyccKoll KyJl bType

xvrn

BeKa."

c. 254.
27)

“고상한 텍스트들의 규범과 모델을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인 창조물로서 대하
는 (데카브리스트들의) 이런 태도는， 그러나， 예컨대 20세기

러시아 상징주의자들

의 “삶-창조”류의 행위 범주의 미학화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데카므리
스트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 즉

예술 텍스트 혹은 삶의 텍스트의 고상한 정신적 충만함의 외적인 표현이었기 때문
이 었 다" 10.

M.

J1oTMaH (1 992) "lleKaõpHcT B nOBcenHeBHoll )((H3HH ," C.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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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문화의 온전한 본성과 마주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에
“예술이 삶에

배치되지

이르는 18-19 세기 초반， 로트만의 표현대로라면，

않은 채

마치

그것의 부분인 것처럼

나타났던 시대

(...), 예술이 감정들의 직접성과 사유들의 진실성을 파괴하지 않은 채 삶과 서
로 섞여질 수 있었던 시대”잃)에 ‘행위
수 있었던 ‘책에 따른 삶’의 모델이

시학’이라는 독특한 현상으로 구현될

이후 러시아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적 미학

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4.

‘유토피아적’ 미학주의와 ‘미학적’ 유토피아주의

세기의 전환기로부터 1920 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유럽 문화 전반을 지배했던 모더니즘은 그들 모두에 공통적인 모종의 새로운
‘의식’ 혹은 어떤 ‘심리 정신적 상태’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에 받아들
여져 온 현실의 모델， 혹은 현실 그 자체가 이제 바야흐로 ‘재편’의 운명 앞에
놓여

있다는 의식，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이후에 도래할 새천년에 대한 예리

한 감수성，

일반적으로는 ‘밀레니엄적 (millenarian) ’ 의식이라고 불리는 어떤

감각이다.

이런 보편 맥락을 배경으로， 삶과 예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행위시학적 태
도’가 삶과 예술 양자 모두를 대하는 고도로 원칙적인 관점이자 목표가 되었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전체를 미학적

조직화 u예술적

은， 삶과 예술의
통합의

있다

이원론적

형 식 을 통해 극복

(일상적 행위를 포함한) 자신의 전기 (6HorpaiþHji)

창조)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상징주의자들

분리를 ‘삶 창조 (*H3HeTBOpQeCTBO)’의
지 양하고자 했다. 낭만주의 적

공식이라는

행 위 시 학의 ‘부활’이

었던 상징주의의 프로그램은 동시에 그것의 ‘극대화’였던 바， 이제 예술은 실

제의 삶으로， 삶은 예술로 변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즉 예술가에게 있어， 인간
과 시인， 개인적

삶 (*H3Hb) 과 예술적

행위 (TBOpQeCTO) 사이에는 더

이상 아

무런 간극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시와 삶을 따로 사는 존재

가 아니라， 어디에서 삶이 멈추고 어디에서 예술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존
재가 된 그들에게， “시인이 시인으로 되는 특별한 순간이란 없다. 그는 언제

28)

에.

M.

J! oTMaH(2001)

EeceßbI 0 pyccKoil KyJTbType ,

C.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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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인이거나 혹은 결코 어느 때도 시인이 아니다 ."29)

만일 우리가 상징주의의 삶 창조 프로그램을 삶과 예숨 간의

안티테제를

통합하려는 낭만주의적 지향의 보다 ‘확장된’ 재생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물음을 야기하게 된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사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

“(삶과 예술에 대한 행위 시학적 접근을 공공연하게 ‘거부’한 것으로 이해되
는) 19세지

리얼리즘은 과연 자신을 통과해간 행위시학의 극대화 과정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19 세기 리열리즘이
낭만적 이상주의에 대한 실증주의적 거부를 의미한다면， 리열리즘 시기를 거

단

치는 동안 발생한 행위 시학적 지향의 극대화 양상을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
q

r
•

상징주의를 포함한 러시아 모더니즘 예술 일반을 러시아의 ‘미학적 유토피

아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파악하는 이리나 파페르노(I. Papemo) 에 따르

면， “새로운 종교적 의식의 기치아래 전 시기의 실증주의적 리열리즘에

전쟁

을 선포했던 러시아 모더니즘의 이상주의와 신비주의는 사실상 공고한 실증
주의적 (positivistic) 토대 위에 구축되었으며，”30) 바로 그런 점에서 상징주의의

삶-창조 공식은 “신비주의와 실증주의간의

이종결합(때algamation)"31)에

다

름 아니다.

전 시대의 실증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표방했던 모더니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공유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보편소는 ‘이 세
계’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변혁함으로써 완전무결한 ‘새 세계’를 구축할 있다는

29)

B. R.

oplO coB (1 987) "CB JllI(eHHa Jl

:I<e

pTBa ,"

,

COtfHHeHHJ1 B llByX TOMax

T.

II,

M. ,

c. 98.

김

희숙 (2001) r 연극성과 광대극. 삶의 창조를 위한 형식 J ，러시아연구~， 제 11 권 2 호.

28쪽. 재인용. 물론 우리는 삶과 예술의 융합을 향한 이와 같은 상징주의의 보편적
지향과는 별도로， 상징주의의 ‘내부’에서 다양한 이질성들， 예컨대 (흔히
당， 2 기 선화시학 단계로 구분되는) 상징주의 자체의 통시적

171

데카

변화와 삶과 예술의

통합 문제에 있어 각각의 개별 작가들(벨르이， 블록， 이바노프， 예브레이노프 등등)

이 보여주는 상이한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은
상징주의

예술 운동 ‘내부’의 유형학적 다종성이 아니라， 상징주의의 보편 인식론

을 여타의 이즘들로부터 구분 짓는 유형학적 특성의 문제에 놓여 있다.

30) 1. Paperno & ]. D. Grossman(1994) Creating Life. The Aesthetic Utopia 01
Russian Modernism, Stanford Univ. Press. p. 4.
31) 앞의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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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 믿음과 의지였다. 문제는，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실증주의적

의지， 즉 조화롭고 완전한 새

세계의

건설을 향한 19세기적

열망이 ‘합리적

이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삶의 변형과 갱생 가능성에
관한 낭만주의적 믿음 u신앙)에 또한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지
상적) 삶의 총체적인 재건을 향한 이런 지향은 이후의 상정주의에 온전히 계
승되었다는 점에 있다.
과격한 단절과 거부로 표상되는 이즘들의 교체 현상 아래에서 여전히 작동
하고 있는 연속성의

메커니즘을 증거하는 좋은 예는 동일한 ‘메타포’의 반복

적인 재생산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기의

전환기를 특징지은 종말론적

의식에

경도되었던 러시아 모더니즘은 갱생에 관한 신약 성서적 메타포， 즉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관한 선화적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메타

포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일 수 없는， 어떤 점에서는 이미 과거의 사용에 의
해 ‘오염된’ 것이었다논 사실은， 19세기 러시아 리열리즘의 성숙기인 1860년대
의 급진주의적 모델에서 드러난다.

실증주의적 리열리즘의 절정이라 할 1860 년대의 과격한 리얼리스트들은 기
독교 전통으로부터 끌어낸 갱생과 개조의

에

메타포를 당대의 실증주의적

맥락

적용시켰다. “새로운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113 paCCKa30B 0 HOBbIX

JIIO.wI X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1863) 에서 이미 체르니

셰프스키 (H， lJepHbIIlIeBcKHH) 는 자신의 사회적 유토피아에서 살아갈 ‘완전히 새로

운 인간’의 탄생을 선언했고， 그러한 갱생 (B03pO)J(JleHHe) 과 변형 (TpaHclþopMaUH.lI)의
개념을 다름 아닌 과학과 사회 이론의 언어를 통해 치밀하게 코드화했다，32)

32)

당대인들의 회상과 연구에 따르변， 1860년대 당시

러시아의 급진주의적 젊은이들

이 이 책을 일종의 ‘계시’로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따라야할’ 행위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수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체르니셰프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삶
속에서 구현될 예정인 ‘새로운 인간’의 모델을 건설하는 일에 의식적으로 천착했
다. 파페르노는 체르니셰프스키의 전기와 저작을 다룬 또 다른 저서에서， 실증주의
적 리얼리즘의 인식과 모델 속에서 어떻게 인성과 사회의 ‘변형’에 관한 낭만주의
적(이상주의적， 신비주의적) 믿음이

분명하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있다. 그녀에 따르면， 러시아적 무신론의

관해 분석한 바

입문서로 알려진 이 소설에서 주창되고

있는 “체르니셰프스키의 급진적이고 물질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은 사실상 정
교 입문서 (KaTeXH3HC) 의 기본 전제들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개정한 것”이었으며， 그
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프랑스 기독교 사회주의의 상징들이 러시아의 정교 전통
과 혼합을 이 룬 결과물”이 었다， I1 pHHa nanepHo (1 996) CeMHOTHKa

J/: HHKOJJail

IlOBeo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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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와 상정주의 ‘사이’에 리열리즘이 놓여 있었다는 것， 낭만주의적 신
비주의와 더불어 상징주의가 채택했던 것이 궁극적 진리와 현실성에 관한 리
얼리즘적 개념(‘아름다운 것은 현실 자체이다’라는 체르니셰프스키의 명제!)이
었다는 사실은， 상징주의의 미학적 유토피아주의를 과거 낭만주의의 그것으로
부터

분명하게

구분 짓도록 한다. 이제

참되고 아름다운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할 것은 낭만주의적인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즉 ‘현실’의 리얼리티 자체이다. 삶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들， 예컨대 일
상의 저열한 하층부를 신비적 변형과 갱생의 예외적 잔여물로 남겨놓고자 했
던 과거의 낭만주의와는 달리

이제 상징주의는 “삶 전체가 그 어떤 잔여물

(residue) 도 없이 예술로 변모될 수 있다고 간주했을 뿐 아니라， 상징(예술)이
라는 마법의 열죄를 통해 ‘이 세계’ 전체가 ‘저 세계’로 변형될 수 있다”고 믿
고자 했다.잃)

두 차원의 세계 간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합치
의 완벽한 육화의 메커니즘이

이 세계 속에서의 저 세계

‘예술적 규범을 따르는 행위’라는 행위 시학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의 완벽한 통일성’을 추구하는 의식적인 지향을 수반하
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다. 만일 삶 속에서 ‘시를 살고자’ 했던 상징
주의자들이 시(예술)와 삶(현실) 사이에서 분열된 존재를 사는 낭만주의적 행
위의

이중성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다도 먼저 거부하고

그러한 행위의

이중성을 그 누구

‘하나의 동일한 규범을 따르는’ 전일적 인간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1860년대의 급진적 리얼리스트들이었다. 낭만주의의

체현자라 할 데카브리스트 세대 전체에 본질적이었던 ‘행위의 이중성’을 지적
하면서， 로트만이 귀족적 일상의 ‘연극성’을 1860년대 허무주의자들의 행위 모
델과 비교했던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우 시사적이다.

귀족의

일상적

행위에

있어

연극성의 요소들이 지니는 의미를 온전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860년대 허무주의자들의
그들의 이상은 “스스로에 대한 진실함

행위를 상기할 펼요가 있다.

즉 일상(6잉T) 의 외양과 인생(:t<lI3Hb) 의

외양 사이의 불변성， 말하자변， 가족적 삶과 공적인 삶， “역사적” 삶과 사적
인 삶 모두에서 동일한 하나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진실성”에

대한 요구는 행위에

있어서 기호적 체계에 대한 공공연한 거부

를 전제했으며， 동시에 그것은 “본연의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휴지기
l.fepHblDJeBCKHH

-

lfeJ10BeK 3ROXH pea J1H3Ma

,

M. ,

33) I. Papemo & ]. D. Grossman (1 994) , p. 22.

c. 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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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epep비 B) 의 펼요불가결성을 말살해버 렸다.3 4 )

행위의 기호적 성격을 공공연하게 거부했던 1860년대 급진적 리얼리스트들
의 행위 유형과 예술적 일상적 행위의 전 영역을 기호적인 (j상징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던 세기 초 상징주의자들의 지향 사이에

가로놓인 자명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규범에 따르는’ 전일적 행위의 모델
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징주의는 분명 이전 시기 실증주의적 리열리
즘의 적법한 계숭자가 된다.

결국， 모더니즘의

미학적 유토피아주의 속에서 실증주의적 리얼리즘의 ‘총

체적’ 현실 변혁의 의지와 ‘전일적’ 행위를 향한 지향을 발견하고， 다시 후자
의 합리성의 신앙 안에서 인간 존재의 신비적 변형과 갱생에 관한 ‘종교적’이

고 ‘낭만주의적’인 믿음의 현존을 재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불가피하게 암시해
주는 것은， 일찍이 로트만이

정식화한 러시아 문화사의

일반 법칙， 즉 ‘이전

시대와의 내밀한 연속성은 그것과의 과격한 단절이 공공연하게 표명되는 바
로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35) 는 역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

이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것은 이

어떤 ‘보편적 모델’의 존재

모든 과정들에서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는

즉 ‘책에 따른 삶’이라는 특정한 화용론적

태도의

가속화된 ‘심화’ 양상이다.

18세기 러시아 큰대문학의 첫 자리를 특징지었던 이 태도는 낭만주의-리얼
리즘-모더니즘을 거치는 동안 일종의 불변적 항수로서 유지되어왔을 뿐 아니
라 러시아 문학 그 자체의 유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볼 때， 우리가 러시아 모더니즘의

‘끝자락’에서， 애초에

상당부분 비유적인 양태로서 출발했던 ‘책에 따른 삶’이라는 모델의 가장 극
단화된 표현， 말하자면 그것의 ‘글자 그대로의’ 실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

극히 의미심장하다.
세기의 전환기에 전 유럽을 물들였던 ‘끝’과 ‘시작’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이
마침내 직접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서， ‘새로운 세계’， ‘새

로운 인간’，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명제는 더 이상 예술 운동의 영역에 한
정된 미학적 구호가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를 즉각적으로 구축해야만 할 과제
를 전면에 내세운 볼셰비키 혁명은 볼셰비키 권력과 예술적 아방가르드 사이

34)

10. M.

]JOTMaH(200 1) [j eCePb/

35)

10. M.

]JoTMaH(2002)

"PO Jlb

0 pyccKoh KYJTbType , C.

.ayaJlbHblx

189.

Mo.a eJl el! B pyCCKO l! KYJl bTYPbl ," c.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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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쟁을 넘어선 ‘협력’을 가능케 할 조건과 상황들을 창조했다. “한편으로，
이상적인 미래를 향한 공통의 지향은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의 구축이라는
공통 과제에

있어서 노동의 분배와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창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각각의 세력들은 현실 변형의 리더가 될 “새로운 인간”의 대
안적 모델들을 내놓게 되었다 "36)

주지하다시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추상적

형식 실험과 관련된

예술 운동.이었던 구성주의는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건설하기 위한 지극히 ‘실
제적인’ 목표와 관련된 산업 디자인이나 건축의
혁명적

미래주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고，37)

아방가르드 멤버들 다수를 포함했던

레프 (JIEφ) 이론가들은

상징주의의 ‘삶-창조’ 개념을 사회적이고 기술(技術)적인 뒤앙스를 함축하는
‘삶-건설(lI<H3

생산 (npOU3B0，11CTBa) 의

적으로

표현되는，

예술과

일상 (6μT) 의

예술이라는

삶 건설(:I<U3HeCTpoeHue) 로서의

예술，

구호

바로

속에

구체

이것이

우리

시대가 내놓은 구호이다. 문학에 있어 이 구호는， 우리 시대의 건설(생산， 정

치혁명， 일상)에 작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저술들
을 구체적인 필요들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과거의

미학은

“자유로운” 상상의 광휘를 통해 삶을 아름답게 채색함으로써， 그것을 이상적
으로 변형시켜 해명해 왔다(변증볍의 “신비화된” 형식)， 예술에 관한 새로운

과학(이제 “미학”이라는 단어는 버릴 때가 되었다)은 삶을 재건함으로써 현
실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38)

예술적

이념이

구체적인

행위로，

창조 (TBOP'Ie CTO) 가

건설 (CTpoeHHe) 로

변

모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동반했던 가장 실제적인 결과들 중 하나는， 바야흐로
새롭게 건설되는 혁명 후 사회

속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간’의

36) I. Gutkin (l 994) "The Legacy of the Symbolist Aesthetic Utopia: From Futurism
to Soviet Realism ," I. Papemo & ]. D. Grossman(1994) , 173.
37) ‘제 3 인터내셔널 기념비’를 만들었던 타틀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적이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예술적인 형태들을 실용적인( utilitarian) 의도와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J 이 결과는(...)새로운 세계의 창조라는 우리의 과업에

서 발명을 자극했고 C ..l새로운 일상적 삶 속에서 마주치는 형식틀을 조정하는 법을
연마하기 위해 제작자들을 요청했다." I.

38) H.

Gutkin(1994) p. 180.
"JJuTepaTypa :l< U3HeCTpoeHuJI ," 지'HTepaTypa φaKTa
pa6oTHHKOB 지Eφa， M. , c. 61

니y*aK(2000)

TepHaßOB

flepB.없 C60PHH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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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전위적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의 선봉에

서서 구세계의 파괴와 새 시대의 창조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볼셰비키들
자신의 구호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미래주의의 ‘노란 블라우스’가 인민 위원의

‘검은 가죽 재킷’으로 변모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바야흐로 창조되어야 할 이 신

세계의 미 래상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과연 스탈린
주의로 대표되는 이후의 정치적 사태들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을까?
낭만주의와 상정주의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우리의 앞선

물음을 연상시키는 이 수사적 질문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답변에 따르자면， 하나
의 정치 체계이자 특정한 (지배의) ‘스타일’이었던 스탈린주의논 아방가르드의 ‘예

술’ 프로젝트를 현실 구축을 위한 ‘정치’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현실화해 냈던 경

우에 다름 아니며， 바로 그런 점에서 스탈린주의는 모더니즘의 적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논리적인 계승자(정치 예술가)로 재해석될 수 있게 된다.39 )

‘현실 V삶) 속에서의
V책)에

이념 (j책)의 육화(肉化)’를 지향했던 예술 운동이 ‘이념

따른 현실 (j삶)의

지점， 즉 유토피아적

구축’을 지향하는 정치

프로그램으로 전화하는 이

미학주의가 미학적 유토피아주의와 몸을 섞게

되는 이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책에 따른 삶’이라는 모델의 전면
적이고 축자적인 실현， 말하자면 그것의 가장 ‘극단화된’ 최대치이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소비에트 전체주의 체제와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기획
간의 본질적인 내적 상관성에 관한 위와 같은 급진적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다하더라도， 이른바 소비에트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있어， 문학예
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간과될 수 없는 성질의

기제들이

미친 절대적인

영향력과 의미는 결코

것이다. 문화에 관한 소비에트적

개념은， (문화적

영

역을 경제적 토대의 반영 정도로 간주하는 거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과는 반
대로)， 오히려

“경제적

발전을

형성시키고 촉진시키는데

있어

문화적

영역

(cultural sphere) 이 지니는 중심적 역할을 분명하게 강조했으며， 각종 급진적
인 문화 캠페인이 펼쳐졌던 1920년대에 ‘진보적인’ 이념들이 반동적인 이념들
과 가장 맹렬한 투쟁을 벌였던 곳 또한 다름 아닌 문화의 영역이었다때) 그

39)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유토피아적 기획(창작적 충동)과 새로운 사회적 존재를 창조
하고자 했던 스탈린 정권의 정치 스타일(억압적 충동)간의 내밀한 상호 관련성(계
승관계)을 밝혀내고자 하는 보리스 그로이스의 작업은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경우
가 될 것 이 다. 5 , rpoHc(2003) HCKycCTBO yTOflHH, M,
40) Catriona Kelly and David Shepherd(1998) Russian Cultural Studies: An

러시아연구 체 15권 제 1 호

54

리고 소비에트 문명의 기반을 일종의 “거꾸로 선 마르크시즘
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

테제의

즉 “존재가 의

뒤집힌 변형으로 간주하는 안드레이

시납스키 (A. CHHUCKHη) 의 견해는 정확하게 이 지점을 겨냥한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뒤집어 놓았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테제
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탄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이번

에는 현실에서 실현된 마르크스주의 그 자신이 거꾸로 서게 되었다는 것， 그
리하여 새로운 사회의 기반에는 이제 머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는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게끔 되었다. 이데올로기가 정치를 결정하며， 다시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의 유토피아는 말하자연， 거꾸
로， 뒤집힌 채 (Bepx

HOraMH) 실현되었다 .41)

그러나 만일 존재를 산출하는 의식，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념이 소비에트 문
명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함께 우리가 떠올려야만 하는 것은

‘현실(삶)’과 ‘이념(책)’ 사이의 그와 같은 역전된 관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18

세기 러시아 근대 문화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책에 따른 삶’의
모델을 18 세기 러시아 문학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지적했던 앞선 글에서 로트
만은， 18세기 러시아에서 살롱문화의 유입과 살롱 소설의 발생 문제를 언급하

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프랑스 문화의

맥락에서 살롱(즉 문화적 환경)이 소설(문학)을 만들어

냈다면， 러시아의 여건에서는 소설 자체가 특정한 문화적 환경을 창출해야할
엄무를 부여받았다. 만일 그 곳에셔 일상적 삶 (6YT) 이 택스트를 발생시켰

다면， 여기서는 택스트가 일상적 삶을 발생시쳐야만 했다. 18세기 문학에
있어 이러한 원칙은 매우 본질적이었다. 문학은 여기서 삶을 위한 전범이 되

었던 바， 즉 소설과 비가에 따라 느끼는 법이， 비극과 송시에 따라 사유하는
법이 가르쳐졌던 것이다 .42)

20세기 소비에트 사회와 18세기 러시아 문화가 둘 사이에 가로놓인 방대한

거리를 뛰어넘어 모종의 ‘동일한 얼굴’을 드러내는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
게 되는 것은， ‘책에 따른 삶’이라는 불변적 모델 속으로 러시아 근대 문화의

Introduc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p. 9.
41) A. CHHJl BCK때 (2002) OCHOBN COBeTC찌찌'HBHJ1H3aa.쩌 Arpaiþ , c. 44.
42) 애. M, }]oTMaH(1996) "OqepK no pyCCKO꺼KyJlbType XIII BeKa ," C. 97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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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사 시기가 한꺼번에

빨려들어 가는듯한， 어떤 아득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의 바로 앞자리에서 우리는 근대 러시아 문화의 (무의식적) 기원
으로서의 ‘러시아적 중세’를 발견한다.

5.

마치며: 이원적 모델의 매혹과 위험

러시아 문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특정짓는 ‘극단주의’， ‘종말론’， ‘유토피아
주의’ 동의 전형적인 자질들이 그 본질상 ‘가치론적 중립 지대’로서의 연옥을
결여하는 러시아적 중세의 이원적 세계 모텔에 기원하고 있다는 견해는， 로트
만의

잘 알려진 주장이다. 모든 것을 선과 악의 선명한 두 대립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런 모델의 조건하에서， 역사의 실질적인 전개는 현존하는 모든 것

의 종말론적인 ‘완전한 파괴’와 그것을 대신하는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이상
적 형 태 의 창조’를 향한 지 향으로 현상한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 문학사의 전개를 러시아 문화 자체의 근본적인 특정들

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발현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
음과 같이 덧붙여야만 할 것이다. 러시아 문화의

이원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책에 따른 삶”의 경향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실제적인 구현을 향한 일
관된 지향에서 두드러진다. 이상적

역을 서로 ‘섞어’ 놓으려는 경향

이념 (j책)의

영역과 실제적 삶(행위)의

영

러시아 문학의 시원적 지점에서 이미 발견되

는 이 모텔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문화사의

각 단계에서

일종의

불변체적 항수로서 유지， 강화되어 왔다， 43)

유토피 아는 그 어 원상 이 곳이 아닌 다른 곳 (u-topia) ， 즉 현존하는 삶의 질서

43)

이런 의미에서， 분명 우리는 이 모델을 러시아적 문화 유형을 특정짓는 모종의 변
별적 자질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러시아에만 국한된 독점적 자질로서 ‘신비화’하는 오류일 것이다. ‘역사적’ 사건들의
‘문화적인’ 조건성을 탐구하려는 경향 자체는 현대 프랑스 아날학파의 중심적인 조
류를 이룬다. 예컨대， 이런 경향의

대표 주자인 로제 사르티에 (Roger Chartier) 의

저착 r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Æ (백인호 옮김， 일월서각， 1998)은 “책이 혁명을

만들었는가?"라는 논쟁적인 질문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편， 미시사 연구 방법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로버트 단턴 (Robeπ Damton) 은 최근 들어， 동일한 문제의식
(‘책과 혁명의 관계’)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킨 저작 r 책과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셀러 Æ( 주명철 옮김， 도서출판 걸， 2003) 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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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할 다른 종류의 사회를 생각하는 상상의 작용이다. 유토피아의 근본적인

기능은 반대하는 기능이고 현존재의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투영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리콰르 (P. Ricoeur) 가 지적하듯이
성격을 이해하고 찬양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는 유토피아의 근본적

그것의 약점을 인식할 수 있다. 때로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퇴치하려는 폭군보다 더 나뿔 수 있는 미래의 폭군들을
예고한다."44) 말하자면， 이 약점은 ‘동화(CKa3Ka)’가 ‘실화(6ψIb)’가 되려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이다. 유토피아적 ‘동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은 ‘동화’가 ‘삶의 교본’이 아닌 ‘동화’ 자체로서 남아있을 때에만，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적 문화 유형이 지니는 근본적인 매혹과 위험이란 결
국 ‘책에 따른 삶’이라는 유토피아적 모델이 내포하는 본질적인 긍정성과 부

정성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러시아 문학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이념의 차
원에서

그것이

보여주는 고도의 ‘원칙주의’와 이를 동반하는 극단적인 ‘실험

성’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와 같은 심미적 사유의 ‘거친’ 현실화가 야기하게
될 불행한 결과들을 또한 상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점에서， 로트만이 사망하기 한 해 전 (992) 에 발표한 한 논문에
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책에 따른 삶’이라는 러시아 문학의 기원
모델 08세기)과 그러한 모텔에

관한 로트만 자신의

이론적 탐색(‘행위시학’)，

양자 모두에 대한 그 나름의 ‘가치론적’ 답변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우리는 러

시아 문화사의

전개 속에서 ‘책에 따른 삶’의 모델의

변이 양상을 추적해 온

이 짧은 글의 결론을 바로 이 구절로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적 구조의 정치적 실현은 - 현실 속에서 다만 극단적인 독재정치를 야

기할 뿐인 지상천국을 향한 희망 없는 시도이다. 바로 이로부터 문화의 두 번
째 층위， 즉 이념과 예술의 영역에서 이원적 구조가 지니는 의심할 바 없는 긍

정적 의미와， 정치적 현실 (peaJlbHOCTb) 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지니는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한 위험성이 나온다.
프스키

(..J

툴스토이와 도스토예

없는 삶 (ZH3Hb

6e3 ToncToro H nOCTOeBCkOrO) 이란 도덕적， 정신적
으로 빈곤한 것이 되겠지만，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커를 따르는 삶(ZH3Hb no
TonCTOyY H nOCTOeBCkOyY)이란 실현될 수 없는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45)

44) 폴 리콰르 (2002) r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사회적 상상의 두 표현 J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 남기영 펀역， 아카넷， 409쪽.

45) 10. M. J1oTMaH(2oo2) "MexaHH3M CMyTbI,"
45 (강조는 인용자).

η'CTOpHJl H THfl0J10rHJl PYCCKOit KYJ1bTYP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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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HTb 00 KHHI’ e": OpHT~raTe~bHOCTb H OOaCHOCTb
pyccKoro THOa

Ky~bTypY

KHM , Cy-KBaH
B

,ll aHHOH

paÕOTe

npe，llIl pI1 H~Ta

nOnbITKa npOaHaJll1 3l1 pOBaTb npouecc

npo，llOJtl(eH~

11 yrJIYÕJleHI1~ Onpe,lle JleHHOrO Tl1na nparMaT l1qeCKOH MO ,lle Jll1 OTHOmeH~ Me*.llY TeKCTOM
11 q l1 TaTe Jl eM , KOTOpylO, no Onpe,lle Jl eH I1 IO J1oTMaHa , MO)((HO Ha3BaTb "째Tb no KHl1 re ,"
Ha

pa3Hb~

3TanaX

paõoπ，1 3 aJ(]]Ot1aeTC~

B

I1 CTOp l1“

I1 CTOp l1 11

pyCCKO 다 J1I1 Tepa Typbl. 때11

3TOM r J1aBHbIH

BO BbL<l CHeH l111 r JIYÕOKOH KyJl bTypHOH 3HaQl1MOCT l1

pyCCKOH KyJl bTypbl , T. e.

pa311QHb~

aCneKTOB ee

!þyHK따lli

l1HTepeC IJ없뻐얘

TaKO다 TeH，lleHI1~

KaK CBOerO po ,lla

Tl1 nO JlOr l1 QeCKOH OCOÕeHHOCT I1 pyCCKOH KyJl bTypbI.
XapaKTepHoe CTpeMJIeH l1 e 미대 XIII B. BOCnpl1 HI1 MaTb )((113Hb CKB03b np l1 3MY xy,110
COnpOB。뻐aJlOCb

)((eCTBeHHoro TeKCTa , He I1 3Õe)((HO
Typy He npoCTO KaK
T. e.

l1，lle aJIbHO다

3TanOB pyCCKO낀

I1 CKyCCTBO ,

MO ,lle JlI1

，llJl~

BOCnpl1바lMa Tb JIl1 Tepa

a B KaQeCTBe CBOerO po,lla "nyT eBO ,lll1 TeJll1 no

ÕblTOBOrO

nOBe ，lleHH~.

)((H 3HI1,

ITO ,llpOÕHbIHaHa Jl H3 nOC Jle ,lly lOmHX

J1HTepaTypbl(pOMaHTH3M-pea Jll1 3M-CHMBO JlH3M-aBaHrap,ll -CoupeaJll1 3M)

npHBO ,llHT K BbIBO .llY 0 TOM , QTO 3Ta MO ,ll e Jl b ,
HOBoro BpeMeHl1,

TeH ,lleHU l1 eH

õy，매띤i

0,llHl1M H3

CTO~mHHy

C 없db~ ，llOJlrO，lleHCT뻐O빠~

HCTOKOB pyCCKOH KyJlbTypbl

!þaKTOpoB HCTOpHH

pyCCKO꺼

KyJl bTypbl, npaKTHQeCKH HHKOr ,lla He npeKpamaJIaCb.
HeCOMHeHHa~ yCTO외QHBOCTb

nO ,llOÕHOH

ocoõeHHO , B COBeTCKOH KyJl bType ,

OpHeHTaUH~

B HCTOpHH pyCCKOH KyJl bTypbl ,

~BmlOme낀C~ paαiK aJIbHOH

MaKCHMaJlH3aUHeH , rpYÕOH

nO JlHTHQeCKOH peaJlH3aUHe 꺼 !þ OpMyJlbl ")((HTb no KHHre ," Onpe ,llemeT H õeCCnOPHYlO
npHT~raTeJlbHOCTb (B OÕJlaCTH H,ll eH “ HCKYCCTBa) , H CTO Jlb )((e OQeBH ,llHYIO onaCHOCTb

(B peaJl bHOCTH) pyccKoro THna KyJl bTypbl , OCHOBaHHOH Ha .llY a Jl bHOH CHCT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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