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망명작가들의 기호로서의 러시아*
박 혜 경”

1.

서론

러시아 문화사에서

문학은 항상 다양한 표출 형식을 전제로 하는 문화의

기본적인 표현 형식이었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철학적 의사표출이 쉽게 허용되지 않던 러시아에서 문학은 전통적으
로 이데올로기 담론의 중심 역할을 맡아 왔으며

19세기 ‘위험한’ 사상 논쟁에

서 문학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용이하게 그들을 위한 지면을 제공하였다. 이

러한 성향은 1917년 소비에트 혁명과 더불어 자의로건 타의로건 러시아를 떠
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망명 작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러시아에서는 농노 해방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시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폐지"1)되고 말았다.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소련

정부는 기존의 러시아 문학을 철저하게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쓰
려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총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에 반대했던 작가들은 물론이려니와 혁명에 공헌하고자 했던 창
조적인 작가들도 조국을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망명 사회에서 문학의 역할은 대단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혹은 개인적
인 이유로 조국 러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작가들에게 있어서 문

학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망명 사회 전체와 러시아를 연결시켜 주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품

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망명
작가와 망명 독자들은 이들 작품을 통해 조국에 대한 향수， 조국을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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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mon Karlinsky and Alfred Appel ]r. ed. (1 997) The Bitter Air of Exile:

Russian Writers in the West 1922-1972, Berkley: Univ. of Califomia Press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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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어로 쓰여 진 문학 작품은 단순히

향수를 달래는 기능만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1 차적으로 망명문학은 망명사회
가 겪고 있던 현재의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지독한 절망감과 자
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시간적 공간적 과거로서의

러시아가 사라졌다

는 무기력한 상실감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몇 몇
작가들은 그러한 절망감과 상실감을 드러내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구체적인 러시아 혹은 러시아적 반영물
들을 이용해 과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고통스러운 수련의 과정을 거쳐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 그들의 문학에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놓는 예술적 상승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명의 망명 작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망명 작가 그룹에서 이미 뛰어난 예술성으로

주목 받고 있던 두 명의 젊은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BnaaHMHp HaÕOKOB) 와
가이토 가즈다노프 (fafiTO fa3aaHOB) 이다. 그들은 외형적인 유사성

외에도 문

학성과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 당시 활동하던 작가들에 비해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보코프와 가즈다노프의 초기

단편 소설을 통해

러시아가

어떤 예술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작품에서 러시아
는 1 차적으로는 물론

잃어버린

조국으로서

슬픈 상실의

공간이며， 주인공의

기억을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과거의 공간이다. 망명 독자들은 이들 작
품을 통해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뀔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다 주

목하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라는 실제 공간이 문학 작품 속의
로

변형됨으로써

그것은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하나의

예술적 공간으

기호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는 현실공간에서 기호공간으로 변형됨으로써 망명작

가들의 예술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문학적 기호화와 문화적 기억

에코에 따르면 기호학은 “모든 범위의 기호체계들과 이 체계들을 야기시키
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 ."2)로 하는 학문이다.

2) U. 에코 (1998) r 서문 J ， 유리 로트만문화기호학~， 유재천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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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호들의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기호학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의 기호라는 점에 대부분의 기호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현상을 기호로 이해하려고 하는 기호학은 심지어

인간의

지식을 ‘기호 의미부’ 혹은 ‘기호 작용부’3) 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은

물론이려니와 동물， 심지어 기계들조차 기호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계와 동물이 극히 제한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들은 보다 복
잡하고 다양한 기호를 사용한다. 즉 “지극히 단순화된 인공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와는 달리
바탕에서

인간은 형식화된 언어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

및 자연언어의

구축된 다른 기호체계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4) 는 점에서

인간의

기호는 보다 깊이 있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기호학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고 체계적인 개념은 로트만 (10. M. J10n빠

기호학적 체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모텔들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체계틀 가운데 언어는 1 차 모델링체계이며 우리는 언어가 제공하는
모델들에 의해 세계를 이해한다. 신화， 문화 규칙， 종교， 예술과 과학의 언어는
2차 모델링체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것들이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들 기호학적 체계들을 연구해야만 한다 .5)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물론 문학은 2 차 모델링 체계가 될 것이다. 언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되 이미 문학은 언어 그 자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 영
역의 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학적 체계 중의 하나로서 문학은 인
10 쪽.

3)
4)
5)

박종철(1998) f 문학과 기호학~， 서울: 예링기획， 55쪽.

송효섭(1 997) w 문화기호학~， 서울: 민음사， 151 쪽
유리 로트만(1 998) ， 11-12쪽. 기호학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로트만의 개
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호학은 기호학적 의사소통의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지식의 한 분야이다. 기호학적 체계들 중의 하나인 언어의 개념이 이러한 모든 영
역의 바탕에 놓이게 된다. 둘째

기호학은 인문학의 한 방법이다. 이는 다양한 분

야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대상의 본질이 아닌， 그 대상을 분석하는 수단에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

셋째， 기호학은 탐구자가 갖는 과학적 심리학적인 어떤

특별한 자질， 즉 그의 인식적인 의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호학적 탐구자는 기호학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주변 세계를 변형시

키는 습관을 갖는다. 이와 같은 로트만의 기호학에 대한 시각은 소쉬르， 퍼스 그리
고 야롭슨의 전통 위 에 서 정 립 된 것 이 다. 송효섭 (1997) ,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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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세계를 연구하는 주요 예술 장르 중의 하나이다. 특히 “문화체계를 구성하

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 "6) 이라고 할 때

언어

기호현상들은

일종의

언어

체계로 간주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문학은 그 어떤 기호현상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문화를 이해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무카르좁스키는 문학을 포함하
여 모든 예술작품을 “기호인 동시에 구조이며， 가치이다 "7)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서 자율적 기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동시에 주체의 내면세계， 감정， 영혼 등의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발화
(utterance) ’8) 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트만은 『예술텍스트의 구조」에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에 대해 2차 모델링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의식은 언어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 위에
상부구조로 세워진

예술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모델들은 2 차 모댈링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은 일종의 2차 언어로， 예술작품은 그 언어로 된
텍스트로 기술될 수 있다 "9) 문학 역시 자연언어에 2차적 체계로 덧붙여진 특

수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2차 모텔링 체계로 정의된다. 즉 로트만에 따르면
“예술적 언어는 세계의 가장 보편적 내용이기
위한 존재의

형식인 그것의

때문에 구체적 사물과 현상을

가장 일반적인 범주들 속에서

세계를 모댈화한

다 "10) 는 것이다. 세계를 모델화하는 예술 언어， 즉 문학 텍스트는 로트만에

따르변 세 가지
학적

가능성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11) 그 첫 번째는 창조적 기능이다. 기호
전

영역에서

실현되는 모든 체계는 기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를 산출하기도 한다. 즉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론
다른 약호를 사용하는 경우 새롭게

이것이 언어와 텍스트의

태어난 텍스트는 제 3 의

텍스트가 되며

창조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텍스트의 두 번째 기능

은 약호의 구축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기억의 기능이다. 텍스트는 새로

운 의미의 산출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기억의 응축자이기도 하다. 주어진 텍
스트가 그 안에서

해석되고 통합되는

맥락들의

종합을

텍스트의

기억이라

부르는데， 텍스트에 의해 그 주위에 창조된 이러한 의미공간은 수신자의 의식

6) 김수환 (2002) r 유리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J ，민속문화와 기호학~，
한국기 호학회 엮 음， 213쪽.

7) 얀 무카르좁스키 (1998) r 기호학적
8) 얀 무카르좁스키 (1998), 131 쪽.
9) 유리 로트만 (199 1) f 예술텍스트의
10) 유리 로트만 (199 1)， 35쪽

사실로서의 예술 J ， 127쪽.
구조~ , 서울· 고려원， 24쪽.

11) 로트만의 문학텍스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송효섭 (1997) ， 168-171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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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는 기호학적 삶을 살게 된다.
텍스트의 세 번째 기능， 즉 기억의 기능을 염두에 둘 때， 러시아 망명자 집
단에서 망명 작가들의 작품이 어떻게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이해가 가
능해 진다. 망명 작가와 망명 독자들은 러시아라는 공통된 문화적 기억을 공

유하고 있다. 망명 작가의 텍스트에서

러시아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재구축된 예술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렇게 이미지화된 러시아는

그들과 공통된 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망명 독자들에 의해 가장 잘 이해
될 수 있다. 즉 망명사회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호학에서 문학 텍스트는 하나의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로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호작용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읽히고 해석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독자들의
몫이다. 텍스트의 가치는 “기호체계를 포착하여 수용하는 해석자와의 관계에
서 비롯 "12)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의

역할은 작가만람이나

중요해 진다. “기호학의 핵심은 해석과 소통에 있다 "13) 는 것도 결국은 발신자

와 수신자 사이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텍스트
가 제대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통된 기억이 있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공통된 기억만 있다면 텍스트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특정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와 불
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하는 텍스트의

경우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통 기억을 재구성 하는 문제가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트만은 『문화기호학』에서

텍스트가 그것의 이해를 위해 펼

요한 기억의 유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14) 그는 집단의 공통 기억

을 문화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문화는 비유전적 정보의 총체로서 전 인류 혹

은 그보다 제한된 어떤 (민족적

계급적) 집단의

공통된 기억 "15) 이라는 것이

다. 하나의 텍스트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재구성되

12)
13)

송효섭 (1997) , 238쪽.
박상진 (2002) r 삶의 틀 짜기와 틀의 삶 읽기 J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기호학연

대， 서울: 소명출판， 24쪽.

14) 유리 로트만 (1998) ， 107-110쪽 참조.
15) 로트만， 우스펜스키， 리하초프 (1993) r 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 서울: 민음사，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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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상 자유로운 의미화를 달성하듯이 공통된 과거의 기억으로서의 문화 역
시 기억된 과거 자체와 그것의 현재적 자기 반영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관
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대화적 관계가 존재한다.

연대기적으로 앞선 시대의 텍스트들이 문화 속으로 가져와지며 현대의 메커
니즘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가 과거로 전이되고， 대화에

있어서 동등한 상대

자처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과거의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것이

현재로 변형될 때

과거는 또한 그 형태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즉 대화에서 두 당사자는 모두 다른 대변에서도 역
시 상대방들이며

둘 다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텍스트들의 침입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열려

있다.

텍스트들은 항상 그 자체 속에 새로운

해석들을 위한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1 6 )

과거 혹은 역사가 실제 있었던 이전의 사건과 내용이라면 기억은 같은 내
용을 재생하되 현재 속에서 생각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l7) 달리 말하면 기

16)

유리 로트만 (1998) ， 398-399쪽.

17)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메커니즘은 현대적 시간관에 영향을
입은 바 크다. 전통적인 시간 경험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개념이었다. 물체 운
동의 속도가 관찰자나 체계와 독립적으로 절뱃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체계에 의한 다른 방식의 기술 가능성은 거부된다. 절대적 시간 공간론은 하나의
사물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의

참된 기술만 절대적으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전통적 시간관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면
서부터이다. 아인슈타인의

시간론은 관찰자의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

다. 따라서 시간론과 공간론은 통합된 시공론을 이룩하게 된다. 움직이는 기차 안

에서 탁구 경기를 하는 경우

경기자가 경험하는 탁구공의 속도와 시골 역무원이

경험하는 탁구공의 속도는 다르다

체계 독립적인 탁구공의

절대 속도는 없는 것

이다. 그렇다면 현대 문화의 시간 경험은 어떠한가? 그것은 가소성 (Plasticity) 개

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가소성 시간 경험의 첫째 특정은 계산성이다. 정보
는 사실적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차이에 근거한 통사적 형식의 계산성 관계이다.
사회가 정보화될수록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정보관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가소
성의 둘째 특정은 거리 개념의 소멸이다. 과거와 미래의 구별이

애매해진다. 과거

의 기억은 펼요 없고 과거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미래의 전망

은 필요 없고 미래를 현재에 살아버릴 수 있다. 가소성 시간 경험의 셋째 특정은
조형성이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가상 공간은 상상력의 세계로 남아
있지 않고 일상 세계의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대현 (2001) r 시간과 인문학 -

디지렬 시대의 현재적， 인격적 시간 J ，생태주의와 기호학~， 한국기호학회 엮음， 서
울: 문학과 지성사， 8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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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여기’와 ‘지금’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며， 따라서 문화의 기억은 “과거의 유물일 뿐 아니라 현재의 능동적인 메커니
즘 "18) 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 망명문학 역시 과거를 현재 속에서 그려내고 이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는 불가분의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망명 작가들이 러 시 아에 대 한 향수로 고통을 호소하든 러 시 아와의 완전
한 단절을 꾀하든 그들은 현재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와의 대화적 관계
를 지속시켜야 한다. 그들의

집단 기억으로서의

러시아가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질 것은 아니며

그들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한 것도 바로 그들의 과

거이기

과거와 기억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기호 등의

개념은 러시아 망명

작가들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이다. 망명 초기 그들의 소설에
서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향수 시간적 공간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린 러시아
에 대한 갈망과 그곳으로의 회귀 불가능성에 의한 절망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망명

작가들은 자신들의

텍스트 속에서

러시아를 복원함으로써 현재의

상실을 보상받고 위로받고자 하였다. 물론 그들의

러시아는 현재의 러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과거의 러시아이다. 그러나 두 명의 재

능 있는 젊은 작가 나보코프와 가즈다노프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절망에

찬 회상만으로 작품을 채워 넣고 있지는 않다. 그들 역시 유형적 무형적 상실
의 고통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두 작가에게 있어서 그것은 과거를 극복하

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즉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다른
한편으로는 망명작가라는 제한된 타이틀에서 벗어나 작가라는 보편성을 획득
하기 위한 수련과정인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러시아를 창조적 기억이라는 매
개체를 통하여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과거를 예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문학
화된 러시아， 기호화된 러시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러시아 망명작가들의 러시아와 러시아의 기호화

소비에트 혁명이후 러시아의 수많은 인텔리겐치아들은 조국을 떠나 유럽，

중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흩어졌다 19)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18)

유리 로트만(1998) ， 398쪽.

조국을 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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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중 많은 수는 작가， 학자， 철학자， 예술가， 음악가 등

인텔리겐치아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시키려 했으며

러시아의

있건 러시아 삶을 지속

일부분으로서 살고 일하고 창작하려 했다. 그들에게

있어 문학은 항상 러시아 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형식으로서 망
명자들 사이에서 문학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망명 문학이 본격적

으로 형성된 것은 1922년에서 1923년 사이였다. 러시아의 국경 밖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는 향수가 가장 큰 특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조국과 자신들 사이의

다리가 파괴되었다는 생각에

러시아를 보존하고자 했으며

그들은 작품을 통해

옛

돌아갈 수 없게 사라져버린 과거를 사랑으로 묘

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러시아 망명 작가를 시기별로 크게 세 개의 흐

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찌)

그들은 어느 시기에 속하건 기본적으로 “사라진

세계에 대한 향수 "2 1)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소

19) 혁명 이후 러시아 망명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음. K. A.
Porosa petd2002) XYI10 )f(eCTBeHHaJI pe 'lb pyccKoro 3apy6e)f(b Jl: 20-30 rOI1N XX BeKa,
3-5/CospeMeHHoe pyccKoe 3apy6e :t< be , cn6: H3il-SO c.-nepeT. YH-Ta , CC. 5-20. , John
Glad ed. (l 993) Conversations in ExiZe: Russian Writers Abroad, Durhan: Duke
Univ. Pr. , pp. 2-28
20) 소비에트 혁명 이후 러시아 망명 작가들은 시기적으로 크게 세 개의 흐름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러시아 혁명과 내전 이후 망명한 작가들로서， 그

들은 러시아의 거대한 혼란을 피해 유럽과 중국으로 대거 탈출했다. 일리야 예렌
부르크 (HJIbll EpeH6ypr) , 파벨 무라토프 (naseJI MypaTos) , 블라디 슬라프 호다세 비 치

(BJIailHCJIaS XOilacesH'!) , 보리스 자이쩨프 (50pHC 3alll( es) 등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다가 독일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파리로 이주한다.
두 번째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조국을 등지거나 2차 망명을 택한 사람들이다 2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가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자 많은 러시아 망명자들은 아메리
카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BJIailHMHp Ha6oKos) , 마르

크 알다노프 (MapK AJIilaHOS) , 미하일 쩨틀린 (MHXaHJI UeT깨H) 등이 그들이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망명 문학은 시기적，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들의 예술
관， 시학관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위 예술의 ‘좌

익 전선’도 거부했고， 상정주의자들의 모호함도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19세기

러

시아 문학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1970년대 이후 망명한 사람들이다
이

시기는 유태인 망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수의

유태인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그들은 이스라엘 혹은 미국에 정착하였는데，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블라디미르 막시모프 (BJIailHMHp MaKcHMos)

알렉산드르 솔제니젠(AJieKcaHilP Co JI:t< e

H뻐b1H)， 이오시프 브로드스키 (HocHlþ 5pOilCKI때) 등이 있다.

2 1) Neil Comwell ed.(2001) The Routledge Companion to Russi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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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을 드러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들 문학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항의의 일환으로 그들은 19 세기 러시아 문학
전통에 더욱 집중했다. 그러나 망명 작가들는 망명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그들
을 괴롭히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에
게는 자신들의 언어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작가들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망명은 기껏해야 ‘잡동사니’22) 일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젊은 작가틀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망명 후 본격적인 문
학 활동을 시작한 젊은 작가들은 언어적인 장애와 협소한 독자층 등의 문제
로 문학 활동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했으

며， 무가치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동안에만 창
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 문학 전통과 소원해지는 것에 반
비례해서 현대 유럽의 문학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1930 년대를 중심으로 활동
했던 젊은 망명 작가들의 상황은 “러시아 밖에서의 삶， 무일푼， 독자의 부재，
19 세기

작가들이

운 내전의

의존했던 전통적인 도덕적

경험”껑) 등 총체적인

혼란의

가치의

파괴를 불러온 공포스러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년 젊은 작가들
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대표적인

작가가 나보코프와 가즈다노프이

다 .24) 가즈다노프는 19 세기 러시아 문학 전통을 계승하는 철학적 산문의 가능

성을， 나보코프는 유럽 문학의 실험성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적 역량

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들도 물론 다른 망명 작가들

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신들

이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주변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잊
은 적이

없지만， 그들은 문학을 통해 그러한 현실과 대면하려

논문에서는 가즈다노프의

초기단편

하고 있다. 본

「가로둥 (φ。 HapH)J 과 나보코프의

초기단편

「초르프의 귀환 (B03spameHHe 4opõa)J 을 통해 그들이 망명의 기억과 고통이 가

London: Routledge, p. 184.
22) John Glad ed.(1990) Literature in Exile , Durham: Duke Univ. Pr., p. vii.
23) TI. B. naCHHC I< Hll cocT.(2003) COBpeMeHHoe pyccKoe 3apy6e){(be, Moc I< sa: ACTp aJI b , c.
13.
24) 두 작가는 모두 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비슷
한 시기에 태어났으며， 같은해 (1926년)에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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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생생하던 시기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러시
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 소설에서 러시아는
이미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과거를 문학적으로 재생하

고 극복하는 과정은 기호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편의 소
설이 비교 가능한 이유는 두 소설 모두에서 기억이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
고 있으며， 주인공들은 가장 야름답고 행복했던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잊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억행위의

완성을 통해 그들이 얻는 것은 과거의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새
로운 인식과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소셜은 유사성을

띤다. 그렇다면 두 소설에서 주인공의 과거

과거의

러시아는 어떻게 복원되

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즈다노프와 나보코프는 어떠한 예술적 성취
를 이루게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3. 1.

나보코프의

r 초르프의 귀환 J

나보코프는 1899 년 페테르부르크에서

기억의 완결

태어났다.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린 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듯 그의 많은 작품에서 행복
한 과거에

는 가족과
1926년

대한 회상은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1919 년 혁명과 내전 직후 그

함께

러시아를 떠나게

베를린에서

되는데，

작가로서

시린 (CHpHH) 이라는 펼명으로 첫

활동을
소설

시작하는

것은

「마센카 (MameHbKa) J

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의 평생의 삶은 영원한 방랑의 과정이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나보코프는 결국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인이라는 사

실을 잊은 적은 없지만 결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는 간단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결코 러시아로 돌

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러시아， 즉 문학， 언어， 내 자신 만의 러

시아의 어린 시절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25) 즉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

체주의 체제로 신음하는 현재의 러시아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해준 어린
시절의 러시아였으며， 그것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25) B. B. HaõoKoB(1962) "뻐 TepBblO TeJJeB lIl1 eHll1O BII-ÕH-CII" AMepHKaHCKHil nepHo.a(l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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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텍스트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의 길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나보코프의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테마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에 관한

러시아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러시아어로 쓴 대부분의 소설은 ‘러시아 테마’의 변주였으며， 때로 그것은 고
향으로서의

러시아였고 때로는 작가적 근원으로서의

코프의 주인공들은 거의

러시아문학이었다. 나보

항상 자신들의 존재의미와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받

는 러시아 망명자들이다. 그들은 현실의 비실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갈망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주
인공들은 예술가적인 형상을 보여주거나 예술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보코프에게 있어서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은 그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것은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삶을 현재의 의식 속으로 끌어내어 이미 지나가 버린 아름다
운 시절에

비추어서

현실의 고통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보코프의 단편 소설 『초르프의 귀환』은 1925년 출판되었다. 이 이야기에
는 여러 차원에서의 ‘돌아옴’의 모티프가 중첩되고 있다. 간단하게는 켈러부부
가 극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돌아옴의 이야기가 있고 소설의 제목에서 주지
시키고 있듯 주인공 초르프의

귀환

즉 아내의 죽음 이후 아내와 함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돌아오는 공간적
한 작가적

차원에서

이

했던

시간적 돌아옴의 이야기가 있다. 또

이야기는 나보코프 자신의

의식 속에서

러시아로의

귀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켈러부부가 극장
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환’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소설 구조적으로도 귀환의

주제를 체현하고 있는데

전체 이야기는 켈러부부로 시작해서 켈러 부부로 끝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한 이야기의 구조적 순환성 내부에는 초르프의

귀환， 즉 그와 아내의 이야기의 시간적 순환성이 내접하고 있다. 켈러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죽음의 이미지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그들의
불행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죽음과 같은 길 (no MepTBbIM YJlHUaM) ’26)

을 질주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

26) B. B. Ha6oKoB , "B03Bpa D\ eHHe lfop6a ," K. A. PoroBa(2002) ,

쪽수만 기록하겠음.

C.

43.

이 하 본문 인용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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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프의

방문과 초르프의 아내이자 그들의

딸인 ‘그녀’의 발병(사실은 죽음)에

대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야기 시작부분에서 독자들은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켈러부부와 초르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녀’가 누구
인지 독자들은 한동안 알지 못한 채 화자의 의지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독
자들은 단지 켈러씨의 분노를 통해서 초르프의 방문이 그다지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나보코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희적 화자， 즉 독자들을 상대로
유희를 즐기듯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던 화자는 돌연 소설 속에 직접 나타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까지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대해 제 3자적 관
찰자로서의 태도를 고수하던 자세를 바꾸어 ‘그녀’가 실은 병이 든 것이 아니
라 죽고 없는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갑
작스러운 등장， 직접적인 간섭과 더불어

이야기의 중심은 초르프에게로 이동

한다. 초르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
유가 있어서이다

“그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더럽혀 지지 않고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만 자신의 슬픔을 간직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었겠는가7"(43)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고 싶어서 알리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 아내에

대한 순수한 기억이

더렵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이야기는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

즉 그녀의 죽음의 순간으로부

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다. ‘귀환 (S03spallleHHe) ’은 초르프에게 있어

서 공간적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억 속에서의 아내와

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의

시간적 되돌아옴이라논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내의 죽음과 더불어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그래서 그는
과거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와의 마지막을 보냈던 신혼여행지 독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알려주었던 장소와 물건을 찾으면서 그녀의 목소리를 기

억 속에서 되살려 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이 함께 보았던 절벽， 작
은 집， 전나무， 다리， 거미집 등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사소한 물건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르프에게는 아내를 기억하

게 하는 ‘그곳에

있는 유일한 사물들’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내와 함께 했던 것들을 모아 놓음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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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미지를 ‘영원불멸’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였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모은다변， 만약

가까운 과거를 재생해 낸다면 그녀의 형상은 영원불멸해질 것이며 영원히 그녀를
대신할 것만 같았다.(44)

사소한 것들을 수집하면서 주인공은 독특한 정신적 세계를 창조해 낸다. 그
것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적 실재에 대립되는 잠재적인 현실이다. 초르

프는 그녀와 함께했던 과거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며 이전
과 마찬가지 로 그의 곁에 영 원히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 나 처
음부터 초트프의 의도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그가 기억 속에서
그녀를 되살리려고 해도 그것은 그녀에 관한 기억의 현재적 복구이지 과거의

그녀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르프가 과거를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지점에서

화자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과거와 다른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는 초르프의

귀환이 그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츰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베를린에 되돌아온 초르프는 본격적으로 아내와 함께 했던 과거를 단순히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본격적인 ‘기억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과
거 중 한 가지 홍미로운 사실은 그가 ‘가난한 이민자이자 문학가 (H뻐뻐

3MH

rpaHT H JIHTepaTOp)'(45) 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의 부모는 딸의 선택을 저주
했으며 그를 의섬스러운 인물로 멀리했다는 점이다. 초르프가 러시아 망명 작

가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나보코프의 소설

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예술가 주인공의 모습을 이미 초기 단편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독자들은 작가 나보코프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러

시아 망명 예술가가 겪는 고통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자의건
타의건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조국 대신 택한 ‘현재

이곳’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초르프가 아내를 잃고 나서 회

27)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여행과 현재의 여행은 서로 다른 계절적 배경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니스에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들이 들렀
던 스위스는 당시는 겨울이었지만， 지금은 사과 꽃이 만발한 봄이 되어 있어서， 초
르프는 자신들이

머물렀던 호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곳은 더

이상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과거와 동일한 장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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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극단적인 상실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아내와 함께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

다는 기대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회상은 러시아에

대한 회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울타리 너머로 자작나무 가지들이 어른거렸다
담쟁이덩굴 속에

있었다

다른 한 자작나무는 빽빽한

- 그는 러시아에는 자작나무 위의 담쟁이덩굴은 없

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작은 나뭇잎들의 불그스레한 음영이 잘 다려진 속옷
위의 부드러운 녹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46)

초르프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베를린의 자작나무를 보
며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떠올리지만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러시아의 자작나무는 담쟁이로 뒤덮이지

지적을 통해 오히려

현재가 결코 과거가 될 수

없다는 화자의 간접적인 암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자작나무를 기억하는 장
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과거에 아내와 함께 바라보며 러시아

를 떠올렸던 자작나무에 대한 연상이 이제는 그 나무를 함께 바라보며 이야
기를 나누던 아내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와 러시아가 이미지의 동일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증이
다. 러시아와 아내는 적어도 그의 기억 속에서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미지인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다: “초르프는 그가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그

녀가 마차타고 다니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45) 초르프는 자신
이 아내를 이름으로 불러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 있으며， 화자 역

시 그녀를 이름이 아닌 켈러 부부의 딸로， 초르프의

아내로， 혹은 ‘그녀’로만

부르고 있다. 화자도 주인공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

는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러시아와 이미지를 공
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자작나무에 대한 기억에서만 러시아를 연

상시 키 지 는 않는다. 그녀 의 어 머 니 가 바르바라 클리 모브나 (BapBapa KnHMOBHa)
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일정 부분 러시아인

일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초르프에게 있어서 아내는 러시아에 대
한 기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를 공유하는 존재， 나아가 러

시 아 (POCCH.FOHa) 를 상징 하는 구체 적 인 구현물로서 의

역 할을 하고 있는 것 이

러시아 망명작가툴의 기호로서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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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고 기억 속에서 영원불멸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초르프의 의도는 러시아를 기억하고 보존하고자 갈망의 또 다른 표현으
로 이해된다. 그의 과거로의 여행은 아내의 부모를 방문하는 것으로 거의 마
지막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초르프는 회상의 시원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괴로우면서도 달콤

한 수련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들이

결혼 첫날을 보낸 방에서

단 하룻밤만을 보내변 된다. 내일이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고 그녀의
완성될 것이다.

형상은

(47)

그는 이것을 고통스러우면서도 달콤한 수련으로 이해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머물렀던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그의 수련은 끝나고

그녀의

형상은 완벽하게 복원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그를 이토록 절망에 빠뜨
리고 그가 기억을 통해서 복구해 내려
대신할 여자를 찾기
‘여인(=그녀)’의

위해

했던 ‘그녀’의

거리로 나가 창녀를

부재이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고， 자기

옆에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대로 잠이 들어버린다. 그러나 창녀는 결코 아내가 될 수 없었다. 그가 되돌
아오면서 하나하나 찾아본 사물들이

이미 아내와 함께했던 그것들이

아니듯

이 그녀 역시 아내는 아닌 것이다. 과거의 그대로의 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불론 그녀는 초묘프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그의

슬픔을 이해하고 초르프의 절망이 오르페우스 선화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본능

적으로 느끼지만， 오르페우스처럼 아내를 되돌리려는 그의 시도가 결국 실패
로 끝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그녀가 창문을 열

고 어두운 밤거리에서

바라보는 오르페우스의 동상은 그녀의 눈에는 단순히

도시 한가운데 무의미하게 서 있는 단순한 동상이지만， 동상을 바라보는 그녀
를 보여줌으로써 화자는 독자들에게 초르프의 오르페우스적 이미지를 간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하
데스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데 실패하듯이 초르프도 과거로부터 아내를 부활

시키는 데 결국 실패할 것이다. 오르페우스 신화의 내용은 이미 서양 문화사
를 공유한 독자들의 의식 속에 집단 기억의 형태로 각인되고 전승되어 왔으
며， 따라서 소설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도 단지 ‘오르페우스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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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고 있다’는 가치중립적인 화자의

표현에서 독자들은 초르프의 오르

페우스적인 절망과 슬픔 오르페우스와 같은 초르프의 실패를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자들의 기대는 곧 실현된다. 초르프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자기 옆에 누

워 있는 여인을 아내로 생각하고 공포에 무서운 고함을 지른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순전한 공포이다. 뱃속에서 나오는 공포
에 가득 찬 고함소리와 함께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손가락 사이로 미친 듯 눈
동자를 번쩍이며 여인을 바라보는 초르프는 이전의 무기력하고 절망에 찬 남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공포를 내지르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
고 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기억 속의 아내이지 현실의 아내는 아니었던 것이
다. 그러나 이

순간이 초트프의

시련의

끝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시련이

끝났음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의 고함 소리는 자신의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며， 아내의 기억을 복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이제 모두 끝났음
에 대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그가 기대하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죽은 아
내와의

과거를 하나하나 그의

기억 속에

되새김으로써

아내를 영원히 자기

안에 묶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아내가 옆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
는 순간 느꼈던

극단적인

공포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이 모든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음
에도 그가 ‘무관심한 미소 (paBHOllYIIlHa.ll YJIbI6 I< a)'(49) 를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 것이다. 그래서

창녀는 그의 ‘부주의한 우울함 (paCCe.ll HHa.ll

을 보았을 때보다 그의

“무관심한 미소”를 보면서

yrpIDMOCTb) ’ (48)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

는 것이다. 아내가 죽은 자리에서 시간을 거슬러 처음 함께 머물렀던 호텔방

으로의 귀환은 구체적인 공간의 귀환과 함께 기억과 의식의 귀환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옆에 누운 여인을 보며 느낀 공포는 전혀 아내에 대해서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아니며， 스스로 시련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가 이
전에 생각했던 ‘달콤한 시련’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그의 ‘무관심한
미소’의 원인일 것이다.
소설은 아내

부모의

갑작스러운 호텔방문과 함께 끝이 난다. 죽은 아내의

역할을 대신했던 창녀가 호텔 방에서 복도로 나오고 복도에 서

있던 아내의

부모가 호텔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녀에 대한 기억의 자리에 그녀의 부모

가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 그녀의 부모가 들어서게

러시아 망명작가들의 기호로서의 러시아

되고， 그 뒤로 문은 닫히며

방안에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침묵이 흐른다. 이것은 물론 초르프가 전혀 의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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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과 같은

않았던 여행의 끝이다.

그는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단지 자신과 아내와의 과거만을 회복하고 기억
속에 각인시키고자 했으며 그것의 완성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상을 통
한 과거의

반복이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조국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기억을 통해 재구해 낼 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존재했던 조국이나 사랑이 될 수 없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인 시간

의 간극은 그 두 개의 시간대를 도저히 일치시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
다. 과거를 재구해 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의식
의 주체가 만들어낸 현재적 과거인 것이다. 초르프는 죽은 아내와 아내로 상

징되는 죽은 러시아의 아름답고 바람직한 과거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
게 재생함으로써

영원불멸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그것을 확신했지만， 과

거와의 똑같은 반복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는 단지
고”쟁)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을 기억을 통해

열린 미래를 향한 창

잊혀 진 것을 복구하고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하며 과거의 모든 조각들을 꿰맞추어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하지만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간극과 기억 주체의 선택적， 주관
적 기억 능력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현재적으로 해석된 과거가 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는 이미지와 기호로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히려 이

러한 과정이 현대 기호학에서 추구하는 예술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즉 『초르
프의 귀환」에서 아내와 러시아를 과거의 모습대로 되살리려는 초르프의 노력

은 실패했을지라도， 작가적 차원에서는 기억을 통한 과거의 새로운 수용， 러
시아의 기호화를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3.2.

가이토 가즈다노프의 r 가로등 J

기억의 극복

가이토 가즈다노프는 오세티아인으로 1903년 페테므부르크에서 태어났다.잃)

28) Wolfgang Iser(1997) "Intertextuality: The Epitome of Culture," Memory and
Literature: Intertextl띠lity in Russian M odernism , Lenate Lachmann, trans. by
R. Sel! ars & A. Wal!,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 , p. xi.
29) 그는 1911 년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도 일찍 헤어졌다 1923 년에 파리로 옮겨
갔으며， 파리 에서 그는 부두 노동자， 증기선 청소부， 자동차 공장 노동자， 야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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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23년 파리로 망명한 이후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첫 단

편소설들은 1926년 발표되었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작품을 호의적으로 받
아들였으며， 특히 그가 망명 후 작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유사한 문학적

경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나보코프에 종종 비유

되곤 한다. 그러나 작품의 경향성은 나보코프와는 차이를 드러내는데， 무엇보

다도 그의 산문은 철학적 범주에 속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문학
세계는 자기중섬적이며

그에게 있어 외부현실은 망명작가들에게서 주로 그러

하듯이 많은 경우 회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즈다노프 산문의 일반적인 특
징은 우연한 듯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나 주인공들을 통해 전체 세계와 시대，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운명은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이 파편화되어 있을 뿐이며
을 가질

단지 공간이나 시간과 약간의 접촉만

뿐이다.3 0 )

1931 년 출판된 「가로등」 역시 이러한 작가적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의 친구’나 그를 포

함해 평생 동안 5명 정도의 대화상대자만을 가지고 있던 화자 모두 일반 대
중과는 동떨어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
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나의 친구는 과거의
러시아를 기억해 내려 하고 있고 화자인 나는 러시아를 기억하는 나의

친구

를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소설 속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
지

않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라는 기억의

공간， 비현실의

공간을

매개로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나보코프의 초르프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
듯이 가즈다노프의 화자도 그를 이름이 아니라 ‘나의

나 그것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일 것인데
적으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3 0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

이 소설에서 나와 나의 친구는 기본

화자가 그와 이야기하기를 즐겼던 이유

시기사 둥 힘든 노동으로 삶을 유지했다. 한동안 일자리가 없어 거리에서 지내기
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926년부터 1931 년 사이에 소르본대학에

서 문학사와 사회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1932 년에는 미하일 오소르긴 (MHXaHJJ OCOprHH) 의 초청으로 러시아 프리메이슨 파리지부 〈북방의 형제들 (CesepHwe 6paTb~)>
에 가입한다. 그는 파리가 파시스트들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남

아 프랑스 사람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
면서 연명했다. 1971 년 윈헨에서 생을 마쳤다.

30) 가즈다노프의 작품 세계는 K. A. Porosa(2002) CC. 75-77 참조하였음.
31) 화자와 주인공 사이의 많은 전기적 사실의 일치로 볼 때 그들을 하나의 생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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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이 말로써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을 그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었

다는 사실을 통해 두 인물 사이의 의식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두 인물의 동일성에 대한 암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친구’는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과거의 극복 과거의 기호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친구에게 있어서 과거는 ‘섬리적 동요’라는 병적인 증상의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철학적 산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답게 가즈다노프는 인물

들의 내면세계를 묘사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 이미 이 초기 단편부터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화자의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증상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의지가 갑자기 위축되는 현상으로서 물질적인 구조와 관련
된 문제들은 그와 완전히 단절되고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만이 그 자리를 채
우는 주의력의 자리바꿈 현상이 일어나는 병이었다. 현실과 괴리된 그의 의식
이 찾아가는 곳은 그의 과거

보다 정확히는 러시아에서의 과거이다. 이 병은

그가 현재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에
게 부담이 되고 즐겁지도 않으며

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저녁에

정점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는 일을 해

달하는 순간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오는 일을 멈춘다. 그리고 발병하기

일어나 직장에 가고

전에

있었던 선행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무한한 시간적 거리 "(õeCKOHeQHO na Jl eKOe no BpeMeHH pacCTO .5l HHe OT Bcero , 80)32) 두기가 시작된다. 또한 그는 존재하는 공간과도 무한

한 거리로 멀어지게 된다. 주변의 모든 사물들 사람들과 절대적， 무한적으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며

따라서 그는 주변에서 어떤 공기의 움

직임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모든 안개와 암흑 속에 갇혀

있고 오직 그만이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체인 듯 부유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시간 속으로의 붕

괴와 같았다. 거리도 도로도 그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는 마치

시간의 맡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시간 밑에서의 이동은
그에게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모두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의

진 분신 (nBORHHKH-enHHOMhlmJleHHHKH)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것은 ‘나’(.51)와 ‘또 다

른 나’ (npyroR JI=alter eg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K. A. PorOBa
(2002) , c.

96.

32) raRTO ra Jn aHoB , "φOHapH，" K. A. PoroBa(2002) , c.

기록하겠음.

79.

이후 본문 인용문은 쪽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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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이다. 그는 왜 이러한 상태
에 빠지는가， 그는 왜 현재로부터 도피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간 그가 경험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로의 진행이 아니

라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과 공간으로의 뒤로 돌아가는 (Ha3an) 여행이라는 것
이다. 끝이 없는 거리， 그리고 거리 끝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는 ‘뒤로의

여행 (nYTemeCTBue Ha3an) ’이 끝났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현재적 시간이나 공

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즉 시간과 공간 개념의 붕괴를 경험하게 했던 그의 병
적인 의식 상태는 결국 과거로의 여행이었다. 그는 과거의 무언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병의 발작과 더불어 되돌아가는 시간은 그가 살았던 과거， 북쪽의 추

운 나라로의 되돌아감으로 밝혀진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때 살았던 먼 북
쪽 나라와 고통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계속 느끼고 있으며， 그곳의

얼음과

눈은 여전히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다. 여기서 물론 북쪽 나라
는 러시아를 암시한다. 나중에

다.

혁명을

피해

파리로

밝혀지지만 그 역시

망명을

했지만

러시아 망명자였던 것이

이곳에서의

그는

‘모욕적인

존재

(OCKopÕUTeAbHoe cymecTBOBaHUe) ’ (81)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따라

서 그에게 닥쳐온 두 번의 정신적 위기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요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폴란드인들과 함께

일하

던 공장에서 그들이 카드놀이를 하며 사소한 돈 문제로 칼을 휘두르는 광경
을 본 후 정신적 발작의 전조와 같은 ‘낯선 우수('l.Yll<ajj TOCKa) ’와 ‘낯선 고뇌

('l. y ll<oe TOMJIeHUe) ’를 경험하게 된다. 사소한 돈 문제로 시비가 생겨 친구이자
동료들을 향해 칼을 드는 모습에서 그는 그들과의 ‘낯섬’을 경험하게 되며， 반
대로 그 역시 노동자들 무리 속에서는 ‘낯선’ 존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구체적인 이 공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를 떠나온 망명자로서 ‘낯선’

나라 프랑스와 동화될 수 없는 그의 이질감 혹은 괴리감으로 의미를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친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는 그에
게는 살 곳도， 해야 할 일도， 생각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파리에

서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러시아인 망명자로서 그는 조국의 상실과
함께 자아를 상실한 상태이며

프랑스가 결코 러시아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

가지로 그의 고통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는
사소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겨울바람이 스쳐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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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친구에게서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기억 매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에게 가장 좋은 회상은 가로등에 관한 회상이었다. 이미 먼 곳에서부
터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듣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전신주의

쩡하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84)

가로등에서 들려오는 원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러시아에서의 전신주

의 왕명거림을 떠올린다. 그는 가로등의 소리를 들으며 의식적으로 러시아를
기억해내기 위해 애쓴다
해 생각 하겠다

“나는 지금 러시아 어느 도시의 공원에 있던 가로등에 관

나의 친구는 혼잣말을 했다.’'(84) 화자도 나의 친구도 그의 고통

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이제 독자들은 좀 더
확실히 그가 무엇 때문에 두 번씩이나 정신적 공황과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
발작을 겪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눈앞에 강물처럼 펼쳐지는
가로등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과거로의 귀환을 준비하고， 그의

의식은 현실과

유리되어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즉 가장 안락했던 어린 시절의 따뜻함으로 돌
아간다.

그는 흔들흔들 하면서

잠이 든다. 그리고 꿈속에서

금빛 단추가 달린 푸른

색 재킷을 입은 어린 소년을 본다.(...) 기관차의 밤기적 소리가 울려퍼지고， 공

기가 얼굴을 때린다 몇 시간을 그는 마차를 타고 낯익은 건물과 담장을 지나，
낯익은 광장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따뜻한 욕조의
불과 그가 먹는 뜨거운 고기

부드러움과 온기가 나타난다

냄새를 느낀다

갑자기

소년은 사라지고 주위에

그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

이 그리고 결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듯이. (85)

이 시절의 러시아는 그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과 공간이
다. ‘낯익은’ 건물들과 담장들

거운 고기 냄새는 어린 소년이

‘낯익은’ 광장

따뜻한 욕조의 물과 ‘낯익은’ 뜨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며， 그의 기억

속에서 러시아=천국이라는 둥식의 성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되는 과거의 흐름은 점차 주인공의 의식을 먼 과거로부터 가까운
과거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그에게 닥친 불행까지도 알게
된다. 그의 꿈을 통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죽은 자들의 모습， 뱀의 눈
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 살해된 시체， 그에게 가까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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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굳어져가는 옴짓 등은 그가 겪었던 불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나의 친구의 과거에 대한 회상은 이렇듯 아름답고 따뜻
한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결국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가

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살인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의 역사가 야기한 고통스러운 과거였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혁명의

이것은 결국 러시아 혁명

그는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과거

러시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 냄으로써 과거로

의 여행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그의 과거로의 여행이

행복한 기억에서 시작하여 고통스러운 기억

으로 끝이 났다고 해서 그에게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기억
저편에 묻어 두었던 고통스러운 과거까지 복구해 냄으로써 오히려 미래로 나

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이다.
그의 여행의 시작과 끝에는 파리의 가로등이 함께하고 있다. 가로등으로 인

해 러시아가 연상되었다면

그 연상의 끝에서

그의

의식은 다시

가로등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현재의 가로등은 과거가 시작되기 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인적이 없는 거리에 두 줄로 서 있던 가로등과 혐오스러운 벌레들
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연상시켰던 파리의 공기는 이제 그에게 더할 나위 없
이 기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그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거의

과거를 원형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생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내는 작업을 통해

기억의 주체는 오히려 그 기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염
두에 둘 때， 친구의 심리적인 발작과 유사한 병적 경험은 그를 과거의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현실

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는 그를 파리의 부랑자

들과 만나게 하고 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만난 부랑자 노인과 나이든 창녀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파리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도시의 어둡고 불행한 모
습이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만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친구보다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인 것이다. 노인을 보며 나의 친구는 파리 근
처의 주민이

반은 거지이고 반은 노동자인 마을에 처음 들렀던 때를 기억해

낸다. 그곳에서 그는 거칠고 불쌍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인들

더러운 아이들과 우둔하고 불행한 얼굴을 한 남자들을 호기심과 동정심을 가
지고 바라보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어느 한 마을 만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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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었다. 감옥 안

있는 여인 역시 삶의 고달픔에 고통 받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녀 일을 했기 때문에 잡혀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양육해야 할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프랑스 사람
이면서도 나의 친구와 다를 바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친구는 자신이 러시아 망명자라는 사실 때문에
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내면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이곳 파리에서는 필연적

심리적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결국 인간의 고통이란 어느 한 인간의

전유물일

수는 없으며，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도 절망을 겪고 있을 것
이며， 나의 친구가 러시아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노인과
창녀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통스

럽다. 결국 그는 인간의 고통을 그 원인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심리적 병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나의 친구로 하여금 과
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망명자로서 그
가 겪었던 고통은 망명자가 아닌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더 견디기 힘들다거
나 한 것은 아니며，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다.

나의 친구는 센느 강변에서 정신을 차렸다. 날은 추웠고 비가 내리는 2월의
저녁이었지만， 나의 친구는 대체로 행복함을 느꼈다

-

병은 지나갔고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약간은 아쉬워했던 유일 한 것이었
던 그 결말이란 바로 현재 옐리세이 들판의 가로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
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서도 울리고 있으며， 거기에 이상한 것은 아무것
도 없다는 사설이었다， (93)

센느 강변에 서서 그는 자신의 병이 끝났다는 생각에 행복함을 느낀다. 무
엇보다도 그는 이제 가로둥이 다른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서도 울려주기를 열망한다. 병의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가로등은 그에게 러시
아를 생각나게 했으며， 눈앞의 가로등은 단지 과거로의 귀환을 위한 하나의

연상도구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다. 오
히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나의

친구를 죽음의 상태로까지 이끌어 갔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파리의 가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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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그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즉 파리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동으로 인해

떠올랐던 기억의 흐름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과
거와 완벽하게 대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철저하게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

가즈다노프의 주인공 역시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기억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오히려

행위를 통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망명자들에게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도달할 수 없
는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러시아에 집착하게 되며

기억을 통해

과거의 러시아를 현재로 이끌어 냄으로써 그들만의 러시아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의 했듯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불필요
한 일이기도 하다. 나보코프의

러시아， 가즈다노프의

러시아， 그리고 그들 주

인공들의 러시아는 모두 다른 양상으로 그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러한 점에서

러시아라는 실제 공간이 그들의 삶에서 혹은 그들의 의식 속에

서 하나의 기호공간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로 초기

나보코프의

망명문학에서

「초르프의

귀환」과 가즈다노프의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던 러시아의

「가로등」을 중심으

과거 혹은 기억이라

는 주제의 예술적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인

망명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과거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즈다노프의 주인공이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다시 경험하며 정신적， 심리적 회복 과정을 섬각하게 겪고 있다면， 나보코프

의 주인공은 의식적으로 과거의

되새김질이 자신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러한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두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
거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비교가 가능해진다. 구
체적으로 초르프의 과거는 아내와의 과거이며， ‘나의 친구’의 과거는 러시아에

서의 과거이기 때문에 외형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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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볼 때 두 소설의 작가는 주인공들의 기억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

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를 기호화함으로써 망명이라는 고통을 이겨낼 뿐 아니

라， 새로운 예술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함으로써 과거를 단순히 복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과거를 재

생산 한 것이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과거는 그들의 무의식을 통하여 굴절되
었으며， 그 결과 두 작가의 단편은 예술작품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텍스

트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진정한 예술텍스트일수록 현실을 굴절시킨다잃)고

했을 때 두 작가의 텍스트는 과거라는 현실을 기억을 통해 굴절시켜

예술작

품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경험 그 자체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기억이 희미
해질수록 기억된 사건은 현실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라져가는 사건을 재구
하려 했을 때 비로소 허구가 생성된다. 설제 경험의 과거로의 추이는 그 자체
가 허구인 것은 아니지만

재구하려는 노력

그것은 허구이다

허구는 상실된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다，34)

기억의 재구를 통해 만들어진 허구는 상실된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라는
위의 언급은 결국 예술의 속성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루카치의 표현을 빌리
자면 ‘창조적인 기억’35) 이 된다. 과거의 무조건적인 반복은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무의미한 것이며

그것은 현재적

한다. 기억이란 기억자의

감정에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만

의해 재해석된 과거이며， 과거-현재-미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억과 예술의 상관관계이며

러시아 망명 작가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러시아라는 실제 공간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기억과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러시아를 자신들의 텍스트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이 때
로는 구체적인 러시아에 대한 회상으로

때로는 러시아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회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 과거의 기억을 응축시켜 텍스트 속에서 새롭

게 재구축함으로써 그들은 실제 러시아와는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문학적 러

시아， 기호화된 러시아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나보코프와 가즈다노프
의 소설 세계는 망명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33)

이도홈 (2002) r 화쟁기호학으로 텍스트 원기 J ， 398쪽.

34)
35)

로버트 스콜즈(1998) r 문학의 기호론에 관하여 J ， 168쪽.

게오르그 루카치(1995) w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서울: 심설당，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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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we

POCCH~ kak 3Hak B pycckoA 3NHrpaHTCkOA RHTepaType

naK ,

Xe-K칭 H

B pyCCKOM H3rHaHHOM OÕmeCTBe nHTepaTypa Hrpana Ba*Hy~ pOnb , nOToMy qTO
nHTepaTypa

POCC 싸i

B

Bcerlla

ÕblJJ a

OCHOBHOH

iþOPMOH

뻐，IcnH

Bblpa*eHH .lI

H

qyBCTB. Mepe*KOBCKHH CKa3an:

“ Bellb pyccKa.ll nHTepaTypa lln.ll HaC , nOTep .ll BWHX

pOllHHy ,

BCe ,

pOllHHa

noCnellH .lI.lI,

POCCJ쩌

C때OpMHpOBanaCb

3MHrpaHTCKa.ll

nHTepaTypa

3MHrpaHTCKHe

H H3rHaHHble

Bblpa3HTb

HOCTanrH~

CBO~

qeM

nHcaTenH

6μna

qeM

1922-1923

B

XOTenH

H

coxpaHHTb

OHa

ÕYlleT."

H

MHorHe

rr. ,
cTapy~

POCCH~

H

H neqanb.

Ho TanaHTnHBble MonOllble nHcaTenH KaK BnalllfMHp HaÕOKOB H raHTO ra311aHOB
He

TonbKO

onHcanH

HOCTanrH~

K nOTep .ll HHoMy

pyCCKOMy

npownoMy , HO

H

1l0CTHrnH CBOH nHTepaTypHble COBepweHCTBa. B llaHHO 꺼 CTaTbe paCCMaTpHBaeTC .lI

npouecc

HCKyccTBeHHoro

ciþopMynHpoBaHf쩌

naM .lI H

’

H npownoro

B paCCKa3ax

"B03BpameHHe 40põa" HaÕOKOBa H "φOHapH" ra311aHOBa. B HX paCCKa3ax OHH
CTapa~TC .lI

qTO

TaKa .ll

B03BpaTHTb
POCCH .lI

CqaCTnHBy~ npowny~ Pocc 싸0 ，

y*e

HCqe3na.

nHTepaTypHblH 3HaK H OHH
CBOHX

TeKCTax.

TBOpqeCKOH

3TO

POCCH.lI

C0311a~T

npO l.\ ecc

B HX

nHTepaTypHy~

BocnpOH3BelleHH.lI

HO 3TO HeB03MO*HO , nOToMy
paCCKa3ax
H

HCKyccTBeHHy~

npownoro

naM.lI Tb~.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2005. 10. 5
2005. 10. 20 -2005. 11. 15
2005. 11. 21

lleHcTByeT

“

KaK

POCCH~

B

Ha3bIBaeTC .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