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경계와 새로운 서사의 모색 

-M. 고리끼의 r어떤 소절」* 

이 강 은 •• 

1. 소통의 새로운 상황과 서사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 

담이 있다. ‘아’와 ‘어’가 뭐 그리 다를 것이며 과연 ‘말 한 마디’가 ‘천 냥’의 

물질에 값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20세기 냉전 이데올로기 하에서 벌어진 

‘말’에 대한 투쟁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이 단순한 속담으로 들리 

지만은 않는다. 진정 어떤 말이 가리키는 의미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그 말이 

행해지는 상황과 문맥， 문체 자체가 가지는 힘， 즉 소통상황에서 빚어지는 언 

어 그 자체의 물질성에 대한 뼈저린 체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어오지 않 

았던가. 

똘스또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첫 장면을 보자. 

남편의 부정올 확신하며 집을 떠나겠다는 아내 돌리와 용서를 벌고 싶은 

남편 오블론스끼. 이들 부부는 서로 이미 마음속으로 화해를 원하고 있다. 하 

지만 이들이 한 마디 꺼낼 때마다 그 말은 마음과는 달리 갈등을 확산시키기 

만 한다. 오블론스끼가 “내가 한 순간 한 순간 유혹에 빠져라며 용서를 빌 

려고 하지만， ‘유혹’ (YBJle4eHb.Sl)이라는 단어는 돌리의 마음의 상처를 되살아나 

게 만든다. 돌리는 화를 내며 “당신은 역겨워요， 혐오스러워요!"라며 온갖 비 

난의 언어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남(4Y>Kofi)’이라고 선언한다. 그러 

나 이 ‘남’이 라는 단어 에 그녀 자신 이 소스라치 게 놀라며 끔찍 함(yx<aCHoe)을 

느낀다. 그리고 잠시 뒤 홀로 남은 돌리는 다시 ‘우리는 영원히 남’이라고 독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 -2005-079-AMOO57).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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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고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 (CTpaillHoe an~ Heë CnOBO)’에 전율따며， ‘나는 얼 

마나 그찰 사랑하고 있는가.’라며 후회 한다 1) 

바흐씬 (M. EaXTHH)은 도스또예프스끼의 말에 대한 민감성을 깎-목하면서 그 

유명한 ‘다성성 (MHororonOCbe) ’， ‘폴리포니야(rron때。HH.lI)’라는 소f 개념을 제시 

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이어서 따로 언급할 딸요조차 느끼 

지 못한다. 그러나 똘스또이의 예와 같이， 작가들이 ‘말’에 대꽤 민감하다는 

것은 꼭 도스또예프스끼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학 

가든 ‘말’의 중요성， ‘말’의 물질성에 대한 예민한 직관적 감각을 - 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 지니지 않은 문학가는 없다고 말해도 과힌이 아닐 것이 

다. 그러나 19세기 문학가들은 대체로 말의 물질성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지 

는 않다. 그들이 말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밀이 담아야 할 

내용， 지시해야 할 본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다 그 누구보다 

말에 민감하다고 바흐씬에 의해 분석된 도스또예프스끼조차 그 말의 다성성， 

폴리포니야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말에 담긴 이념， 혹은 의식이 문제였고， 

“이념적 수준에서 다층적인 시점들을 표현 "2)하는 것이었다. 즉 대체로 19세기 

문학에서 언어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형상화하단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문제의식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들에 게 ‘아’와 ‘어’ 

는 그리 다르지 않았고 그것이 담고 있는(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1 의식이나 관 

념의 차이가 아닌 말 그 자체의 차이는 본젤적인 차이로 여겨 ;(1 지 않았던 것 

이다. 오끊론스끼와 돌리의 갈등은 ‘말’로 인해 섬화되지만 그 q툼은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그들의 ‘마-딘’(본질)이 드 

디어는 밀-을 극복하고 그들을 화해시킨다. 그들의 어떤 말에도 뭔구하고 그들 

이 나아가야할 서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말 한 마디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거나 서사의 방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스 

또예프스끼의 라스꼴리니꼬프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이변에 놓인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바흐씬이 분석하여 보여주듯 

이)에서， 그리고 라스꼴리니꼬프와 예심판사 뽀르피리와의 예민딴 언어적 대 

립에서 그들의 언어 너머에는 그들의 언어될 좌우하는 보다 본젠적인 진실의 

존재가 전제되고 있다.3) 그리하여 결국 라스꼴리니꼬프의 운명딜- 가르는 ‘물 

1) }]. TOJlCl 。꺼(1984) COlψi1HHe co t{HHeHHH B 12 TOMi1X. T. 7, M.: TIpaBlla, C. :.7. 

2) 보리스 우스펜스키(1992) r소설구성의 시학~. 김경수 역， 현대소설사，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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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결정적으로 그의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 드러난 라스꼴리니꼬프의 이 

념적 본질， 혹은 그 주인공을 창조하는 작가의 이념이다. 

그러나 20세기 문학에서 ‘말’은 언어는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것 

은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장 밖으로 나와서 관중들과 이야기 

하며 경기를 분석하는 듯한 혹은 뿔라또노프(A. lliIaTOHOB)의 주인공 보셰프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동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자꾸 사색(Ja.uyM1.IHBOCTb) 

에 잠기다가 공장에서 내쫓기는 것4)과도 같은 상황변화다. 이제 언어는 서사 

의 매개물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서사의 대상이 되고 서사의 주인공"5)이 된 

다.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공리주의적 문학관에 대응하는 미학적 자율 영역 

(aBTOHOMIUI)의 성 립과도 깊게 연관된다.6) 문학과 미학 분야에서 말 ‘그 자체 

에’ 대한 관심과 반성， 그리고 혁신의 모색이 문학과 미학의 자율 영역의 성 

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문학에서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소통적 상황의 변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정은 단일한 사상이나 이데올로 

기를 관철시키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 19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깊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노정시켰다.7) 단일한 사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입장 

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전달의 도구이다. 여기서 말은 전달해야할 어떤 

것의 그림자이지 말 자체가 실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갈등과 

3) M. BaxTHH(1979) npo6J1eMbl 1103THKH llocTOeBcKoro. 4-e H311., M.: COBeTCKall POCCHJI, 
CC. 71-72, 86-87. 

4) A. 마aToHoB (1989) l/eBeHryp: poMaH H 110BeCTH. M.: COBeTCKHn nHCaTeJlb, C. 367. 

5) H. B. nparOMHpeI..lKaJl (2003) "np03a 1920-1930-x rOllOB: OT 3KcnepHMeHTa K KJlaCCHKe. 

CJlOBO KaK npel\MeT H repon," TeopeTHKo- J1HTepa TypHble HTorH XX BeKa. 에. B. BopeB 

H lIP.(pell.), M.: HayKa, c. 222. 

6) AJJeKCaH.llP nMHTpHeB(20Q4) "3CTeTH1.IeCKaJI aBTOHO싸대 H HCTOpH1.!eCKaJI lIeTep뻐la뻐JI: 

pyCCKaJI rYM없쩌TapHaJI TeOpHJI nepB뼈 TpeTH XX B. B CBeTe npo6JJeMaTHKH ceKYJlJlpH3auHH," 

PyCCKaJI TeOpHJI 1920-19:5J-e ro.찌 M:. PITY, c. 14. 

7) 나는 이 시기의 소설언어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혁명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 노력이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 

조시키고 그것은 다양한 실험적 언어의 창조로 나아갔다는 점， 그리하여 실험적 언 

어는 오히려 혁명의 진실 전달이라는 과제 자체를 보다 난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강은(2007) r소설언어의 가치적 일원성과 다원성 (2)J ， f 러시아어문학연구 

논집~. 26집， 한국러시아문학회，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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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띠에 선 사람들은， 혹은 그것을 아프게 인식하는 문학카들은 마치 건 

너뛰기 템든 양쪽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그 간극을 사이에 듀-고 마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에， ‘말 

자체의 붉질성’에 주목하거나 의지하지 않닫 수 없었다. 벼랑 지 쪽의 존재는 

‘나’에게 말을 걸고， ‘나’는 응답한다. 이들 사이에는 변치 않는 ，，~음을 침묵으 

로 표현하거나 우물거림으로 전달할 수 있늠 공동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 

지 못하다8). 이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건네는 말이 응답하고 짜 

여지면서 그들 사이의 간극을 잇는， 연약하지만 불가피한， 불안파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실낱같은 거미줄이 짜여져야만 한다 이제 말하는 

법(문체)， 말과 말 사이의 차이， 음성적 효과와 의미적 효과의 미 세한 분별 등 

말과 그 말의 조직으로서의 서사구조가 소띔의 맥락에서 보다 향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문형식에도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새로운 서사에 대 

한 모색을- 추동하였다. 사회적 대립과 인간적 거리라는 벼랑의 간극을 이어주 

는 ‘말’의 거미줄(서사)을 만둡기 위해 그 또양이나 속성 자체어1 관심이 고조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의 거미줄’은 견고한 현실과 흰설에 대한 확 

고부동한 인식에 기초한 저자(작가)의 영혼펴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것(똘스또 

이와 도스또예프스끼에게서와 같이)이 아니다. 그것은 건너기 어려운 ‘나’와 

‘너’ 사이에서 서로 응답하며 짜여지는 무늬와도 같은 것이다. 이 런 거미줄과 

무늬에서는 존재로부터 추상되는 의미나 지-기 자신만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 

거나 무의미하다. 오직 서로에게 향하는 의미로서 상대적이며， 다른 의미와 

함께만이 의미를 형성하는 복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곳은 서로 만나는 

사건(COÕbITHe)과 장소(MeCTO) 일 뿐이지 인물의 진정성이나 열정， 고뇌 동과 같 

은 주체적 성격이 드러나는 헤겔적 공간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서 전통적인 

소설 구조 속의 소통요소틀의 기능과 관계 등은 본질적으로 의푼에 처해지고 

8) 박현섭 (2004W체호프 드라마투르기의 현재적 의의 J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2호， 

서울대짝교러시아연구소)은 주인공들 간의 소통 단절을 넘어서는 이쉰 우물거림과 

소리 등에 대해 홍미로운 연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체홉의 극작법이 보여주는 “행 
동과 사고와 연결이 끊어져 버린 말들 사이로 침묵이 끼어”드는 모습，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를 이제 인간의 말이 아난 다른 소리들이 채우기 시작"(l 14쪽)하는 모 

습에서 그 침묵은 여전히 공동의 현실 속에서， 즉 벼랑으로 갈라선 존재들이 아니 

라 벼랑 이쪽 편에 있는 존재들 사이의 침묵이다. 도스또예프스끼 극 인공들의 우울 

거림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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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사문법에 대한 모색으로 수렴된다.9) 

현대 철학의 용어로 정리하자면 이러한 언어적 상황변화는 자기동일성으로 

서의 주체를 넘어(해체하여)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이 속에서 주체를， 혹은 

사이주체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후설의 ‘상호주관성’에서의 소통적 주체의 모 

색， 레비나스나 블랑쇼의 타자의 현전에 대한 주목， 혹은 바흐젠의 대화론， 하 

버마스의 생활세계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체계에 대한 분석 등은 이런 논리 

적 맥락에 부응한다. 그리고 물론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적 관점，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한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 역시 이러한 역사적 상황 문 

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철학적 문제의식이 모두 언어적 상황과 깊 

게 연관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현대적 소통상황의 특정을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대 철학의 이론화가 진전되기 이전에 이미 문학은 소 

통부재의 현대적 상황과 그 속에서 새로운 소통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 

운 서사를 문제 삼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소통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서사를 모색하는 

1920년대 러시아 문학의 한 양상을 고리끼의 「어떤 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소통주체들은 전통적인 소설 속에 

서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주체들이며 이들의 ‘말’은 서로의 경계를 탐색 

하고 힐끗거리며 다른 주체와의 소통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말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작가 자신도 엄격하게 

제한된 경계에서 그 경계를 넘고자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다. 새로운 소통이 

요구되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소설」은 소통의 주체로서 작가의 경계에 

대한 문제적 인식， 그리고 주인공과 작가의 거리와 경계， 작품 세계와 독자의 

수용 등과 같은 문제들을 날카롭고도 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작가와 주인공 독자라는 서사적 소통의 모텔에 현대적 문제의식 

9) 골룹꼬프가 표현주의와 리얼리즘의 대립으로 고찰한 바의 20년대 서사문법의 변화와 
동력은 따라서 언어와 언어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통양상의 변화 

가 보충되어야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다(M. 골룹꼬프(2006) r 러시아 현대문학: 

분열 이후의 새로운 모색』‘ 이규환 외 역 도서출판 역락;M 골룹꼬프(2003) w 러시 

아 현대문학과 잃어버린 대안~， 서상범 역， PUFS). 또는 벨라야가 20년대 문체적 연 
구의 동력을 ‘묘사적 인 사상(:I<HBOTIHCYIO띠aJl MblC J1b)’과 ‘탐구적 인 사상(HCTOJ1KOBblBa때aJl 

뻐CJ1b)’으로 대 별하는 것(r. A. 5enaJl (1977) 3aKoHoMepHocTH CTHAeBoro pa3BHTHR COBeT

CKoil JTp03b1 20-x r OßOB. M.: HaYKa, c. 3)에서도 역시 소통적 상황의 변화와 그 문체적 

대응이라는 시각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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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서 그동 안 별다른 주 

목을 받지 못했던 작품에 주목하는 작품론이자 현대의 새로운 소통상황의 문 

제에 조응하는 예술텍스트 구조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실례 분식이다. 

2. 주iIJ와 경계 

막심 고 리 끼 (MaKCHM rOpbKHH)의 「어 떤 소설 (PaCCKa3 06 O.llHClM pOMaHe)J 은 

보기 드문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10) 이 작품 이전에 고리끼기 글쓰기 행위 

와 글 쓰는 자로서의 작가 자신 그리고 씌어진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성찰 

적 문제의식올 보여준 작품은 거의 없었다. 대체로 그는 자신의 체험과 느낌， 

의지와 판단， 현실의 역사적 진실을 글로 구성하여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의심이나 회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넨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고리끼에게 항상 자신의 분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념적 분신을 창조하고자 하는 가장 열정적인 삭품에서조차 

고리끼는 자신의 이념과 예술성의 차이를 뜨러내고 있다11) 하지만 사상가로 

서의 고리끼와 예술가로서의 고리끼의 차이와 갈둥 그 자체에 대한 숙고를 

본격적으또 대상화한 경우는 이 작품에서 처음이며 따라서 이 깎품은 고리끼 

문학의 발전의 새로운 국변을 알리는 것이리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실려 

있는 W1922-1924년 단펀들」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1917년 

혁명 이후의 고리끼의 작가 정신과 이후 후지 문학의 전개 양상이l 중요한 시 

학적 이정표인 셈이다. 

이 작품을 처음 발표할 때 고리끼는 “바실리이 시조프(BaCHJl싸 CH30B)"라는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한다.(612)12) 알다시피 고리끼의 본명은 안렉세이 막시 

10) 나는 r고리끼의 W1922-1924년 단펀들』에 나따난 존재와 의식의 미싼결성의 시학 

연구J (1999, W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집， 한국러시아문학회)에치 이 작품집의 

특정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 작품집의 의의와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 논 

문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11) 이강은0999b) r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에 나타난 이념과 삶의 결힘과 차이의 시 

학J，현대의 문제작~ . 문예미학5， 문예미학회 참조. 이 논문은 철의 핵명가로서 주 

인공 삐벨의 의식과 삶에서 철저한 이념과 삶이 야기하는 차이를 밝히1 고 있다. 

12) M. ropbKHß(1973) flOßHoe COφaHHe CO 'lRHeHHIí B 25 TOMax. T. 17, M.까layKa. 이 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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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치 빼쉬꼬프(A.neKcei1 MaKC I1MOB I1Q neIll KOB) 이다. 그는 처녀작 마까르 추드 

라를 발표할 때 ‘매우 고통스러운， 쓰라린’ 등의 의미를 지니는 ‘막섬 고리끼’ 

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이름은 그의 삶과 창작 생활과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의 역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시대적 상징처럼 들리게 

되었다 그런 고리끼가 왜 이 단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새로운 필명으로 서 

명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일까. 

아니면 ‘고리끼’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의 중압으로부터， 즉 이제까지 자 

신을 표현해왔던 ‘고리끼’라는 이데올로기적 지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 

이었을까. ‘자신의 내면에 자라난 무성한 수염을 깎고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어조를 모색하려는’ n' 1922-1924년 단편들」의 창작동기와 새로운 필명의 욕구 

는 작가의 어떤 내밀한 갈망과 깊은 연관을 지닌 것인가. 

2. 1. 작가의 경계， 그 안과 밖 

예술텍스트에 구현되는 소동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발신자로서의 작가가 작품에 구현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쿄 ‘죽지’ 않으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자 

신을 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작품에 구현된 작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특히 「어떤 소설」에서 작가 고리끼는 이전의 어떤 

작품에서 보다 매우 복합적으로 자신을 구현하고 있다. 

우선 작품 전체를 구상하고 쓰는 초월적 작가 고리끼가 존재한다. 이 형상 

은 직접 작품 속 서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품이 그 어떤 모습으로 씌어진 

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조정자로서의 작가다. 자연인으로서의 

작가는 「어떤 소설 J ， 바로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자기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지난 제2의 자아， 즉 ‘내포작가’로서의 형상을 긴장되게 형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작가와 더불어 창작이 시작되면서， 즉 작품 세계가 전개되면서 무엇보다 먼 

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서숨을 이끌어가는 ‘작가 화자’이다. 

이 화자는 등장인물인 한 ‘여인’을 도입하면서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생김새， 

속마음까지 설명하고 이런 ‘여인’의 속성을 일반화하고 그 일반적 운명을 다 

서의 인용은 본문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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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냉소적으로 묘사한다. 이 자체는 전형적인 전지적 서술의 한 형식인 셈이 

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작품을 쓰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노출시킨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도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여자들 중 "5-나다. 내가 

이렇게 말하듯 이야기하는 것 (paCCKa3 b1BalO)은 내가 마음먹은 만큼 소설을 잘 

쓸 수 있는(HarlHca Tb) 능력이 부족해서다.(341)(강조 필자) 

화자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 ‘말하듯 이야기’딴다면서 이야 

기하는 작가-화자로서의 ‘나’를 노출시킨다. 이러한 노출은 작품띄 끝부분에서 

“이 여인의 남편은 나도 알지 못한다라거나 “이 이야기를 서 성적인 음조의 

풍경묘사로 끝맺어야 할지도 모므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 

다."(365)파는 식으로 반복된다. 

아마도 다른 노출이 없이 이런 정도의 형식적 장치로서만 작가가 노출되고 

있다면 二[것은 19세기 초반 낭만주의 서술 형태를 모방한， 특별한 의미 없는 

변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13) 그러나 이 작품에서 화자 ·나’의 노출은 

보다 본격적인 서정적 일탈을 위한 예비 정-치다. 등장인물들 긴페 소설의 작 

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작가-화자는 직접 보다 본 

질적인 지-신의 목소리를 끼워 넣는다. 

나는 삼십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해오며 명빈한 독자란 끔찍하게 첸전한 생각 

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명민한 독자는 힘들고 고똥스럽기조 

차 한 자신의 삶의 범속한 무의미함을 자기 자신에게 감출 수 있는 완고함과 

강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자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더욱 더 높아만 가 

는 것이다. 

독자가 자신에게는 불편한 하지만 그에 의해 창조된 현실에 대해 그렇게 경 

건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나는 진심으로 안도한다. ( ... ) 내가 독자섣 존경해마 

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무한히 폭이 넓고 인내심 많은 나익 재료이 

며， 상상력으로 그의 진짜 모습보다 더 재미 있고 더 똑똑하고 더 흰륭하게 만 

들어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나는 이런 윈탈이 대단 

히 부석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갑자기 판자에게 아주 진심어린 찬사를 보 

13) 19세기 초 낭만주의 문학에 유행했던 작가 드러내기는 작가의 정쩌l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보다 전지적인 작가의 시야를 개발하는 과정과 떤관된다(이강은 

(2004) r 러시아 장편소설의 형식적 불안정과 화자J，러시아어문학민구논집~. 16집， 

한국러시아문학회) 그러나 20세기의 실험적 작가 드러내기는 오히펴 작가를 대상 

화시키 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전혀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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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싶은 서정적인 바람이 우러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사람에 대한 칭송이 

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럼 다 씌어지지 않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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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화자의 형상은 자연인으로서의 실재의 작가와 유관한(“삼십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해오며")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명민한 독자’에 대해 ‘존경 

심’을 표한다고 ‘서정적 일탈’을 시도하며 진부한 독자들에 대해 불만이라는 

(‘진심어린 찬사를 보내고 싶은 서정적인 바람’) 냉소와 조롱을 던지는 ‘나-작 

가’를 자연인 고리끼와 동일화하기는 쉽지 않다. 알다시피 독자에 대한 냉소 

와 조롱의 태도는 엄격하고 진지한 리얼리스트로서의 고리끼의 모습에 썩 어 

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작가’는 엄격하게 제한된 의미로 작가-고리끼의 한 변모를 구현하고 있는 

것임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경계를 구분하 

기 어려운 ‘자연인 작가-내포작가-화자’ 사이의 깊은 상호소통의 맥락이 작동 

하고 있다. 창작과정과 창작방법 비평가들에 대한 한 발 더 나아간 일탈은 

이런 소통의 맥락이 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여인은 손으로 눈을 비댔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항상 이런 동작을 하 

지 않는가. 나는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동작 묘사를 빼놓는 작가를 본 적이 

없다. 거의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개짓는 소리만 없었다면 사방은 너무나 고요 

했다. 한 밤을 알리는 벽시계 소리나 뻐꾸기시계가 두 번 울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던 걸 독자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엄격한 리열리스 

트라는 건 잘 말려진 사실이다. 내 이야기들이 준엄하면서 투박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은 저명한 비평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다 ( ...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내 단점들이 일관되게 끊임없이 발전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곧 완전 

한 완성에 도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미래의 일이고 아직은 내 

앞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360-361) 

화자는 진부한 표현을 일삼는 작가와 자신을 구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엄격 

한 리열리스트로서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비평가들에게도 

조롱의 화살을 날린다. 또한 자신은 ‘투박한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저명한 

비평가’들이 말하듯， ‘단점’을 가지고 있고(물론 미숙한 비평가들이 의미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웃음을 던진다)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완 

성되어 가는 작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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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에 화자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지었다는 평범한 시 한 편을 소개하 

고 비평가들을 위해 친절하게 이 시가 빅토르 위고의 글에서 빌펴온 것이라며 

주요 시아가 의미하는 바를 직접 설명해줌으로써 비평가에 대한 냉소를 드러낸 

다. 이제 그는 작품의 창작과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창작과정에서의 의도， 방 

법 등에 대해서까지 스스로를 아이러니하게 드러낸다. ‘직유법’을 쓰고 싶은 대 

목이 있지만 직유법을 쓰변 셋길로 빠지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석유법을 쓰지 

않겠다， 직유법은 때로는 유익하지만 때로는 매우 모욕적이라는 ](5- 등， (381) 

이런 포습에서 화자는 고리끼의 작가로서의 체험과 상당히 깊게 연관된 상 

태로 작품-에 들어온다. 물론 작가 고리끼의 이념과 가치적 태도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 형식에의 단순한 개입 수준을 넘어 작품 전개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작끼 고리끼의 형 

상이 중칩되고 있는 분명한 장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작깨 고리끼는 실 

제의 체힘과 가치적 판단을 가지고 ‘화자-나’의 세계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 

고 있는 것이다. ‘내포작가’나 ‘화자’， ‘주인공’ 둥과 같은 서술 장치들 사이로 

직접 생정하게 드러나는 작가 고리끼의 면표는 어쩌면 자신이 상조한 자연세 

계에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낸 창조자의 입장과 같다. 작가 고믿끼가 그 경계 

를 넘어 작품의 내용으로 주인공에게로 홉은 비평가와 독자이 게로 눈길을 

주면서 말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리끼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그는 무한한 작가 권력을 지닌 전시적 존재라기 

보다， 대상화된， 일정한 한계와 경계를 지년 작가로 ‘화자’의 뛰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보 드러난다. 

이 정도의 서정적 일탈 속에 나타난 것을 통해 실제 작가의 판전한 세계관 

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따. 실제 작가의 보다 전면적인 모 

습은 또 다른 형태의 작가 형상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분명해진다 작품 속 등 

장인물로서의 작가라는 직엽적 속성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은 작가 포민의 

형상이다. 

포민은 ‘여인’을 쫓아다니며 구애하는 소설작가다. 포민의 모습윤 독자가 직 

접 접할 수는 없다. 그는 간접적으로， 여인의 회상 속에서， 그리 jl 빠벨의 이 

야기 속에서， 그리고 작품 말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여인은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쫓아다니는 포민이 대체 어떤 사란인지 그 성 

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끝없이 쉬지 않고 공연되는 무 

대’'(342) 같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포민이라는 사람은 판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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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는 남자와 여자， 노인네와 아이들， 농민， 관료 등의 집합"(343)인 것만 같 

았다. 그는 수없이 다양한 인물로 변화하며 다양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집합 속에서 진짜 포민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포민이 아 

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도 결국 그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무대 "(343)로서 감독과 배우가 한 옴에 모두 구현된 

그런 사람이 라고 결론 내 린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포민의 영 

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름의 색으로 아무리 알록달록하게 무지개처럼 치장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영혼 

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움 

직이는 극장이다， 감독과 모든 배우들이 한 사람에게 체현되어 있는 그런 극 

장. 아주 재미있지만 미립지 못한， 견실하지 못한 (343) 

작가 포민에 대한 ‘여인’의 판단에는 ‘여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더불어 ‘작 

가’라는 직업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함께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여인의 ‘판 

단’과 ‘생각’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다. 작가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 

가기보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작품에 창조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하듯이 ‘영혼’이 없는 존재는 아니다. 그 ‘영혼’은 그 

가 창조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작중의 특정 

인물 포민에 대한 ‘여인’의 평가지만 작가라는 직업의 애환에 대한 작가 고리 

끼의 간접적 평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작가 포민의 형상은 자신이 쓰다만 소설의 주인공 빠벨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포민은 나를 만들어놓고 내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느님도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래야만 했던 확실한 동기가 있었지요 

(…) 하지만 포민은， 내가 아는 한， 평범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 

지고 하는 장기판에서 어설프게 신을 모방하려고 하는 ... 내 생각에 분명 이 포 

민이란 사람은 미쳤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 

면 다 알 겁니다! 방에다 자기 상상의 산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말도 안 되는 

망상들，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요. 그것들에 빼곡히 둘러싸인 채 말이죠， 뭘 어 

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답니다. 터무니없는 사람이죠…) 포민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 비슷한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인생을 자 

기들이 고안해낸 것들로 가득 채워 혼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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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결국 그따위 고안물들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실제 현셀의 사람들 

과 사실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의 주관적 기호와 취향에 따라 왜곡되어 버리지 

요. 게다가 그들 모두는 자신이 진짜 실재하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 례 만들어진 

누군가의 고안물이면서도， 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른다 말입니다!(3Ei3) 

작가 포민은 자신 이 만들어 낸 미 완의 (HeCOBepmeHHbll1 혹은 I-I“써‘e3aKO아애H'맨H뻐n뻐H뻐i뻐뻐bl때a때 ) 

주인공 빠벨에 의해 ‘미친 사람’으로， ‘평범하고 오만불손하며 1l~1 설프게 신을 

모방하려는’ 사람으로 파악된다. 물론 우리는 여인의 말과 마친;까지로 이 빠 

벨의 말뚱 곧이곧대로 받아둡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고 1익끼나 포민을 

(작가， 혹은 ‘예술한다’는 사람들을) 그들의 내적 관점에서가 이 니라 그 바깥 

의 인물， 빠벨로부터， 즉 경계의 바깥에서 규정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앞서 작 

가 고리끼의 개입에 의한 서정적 일탈에서 말해지는 작가 내부익 관점과 대 

비된다. 싹가-고리끼는 이처럼 이 작품에서 다양한 경계를 형성하며 그 경계 

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을 구현하고 있다. 

결국 이런 대비는 작가가 더 이상 초월자로서 전능한 힘을 기진 자로 상정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 소설을 쓰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선개할 것인가 

망설이며， 자신의 망설임을 드러내며 상대화되는 작가， 혹은 제대로 소설을 

끝낼 수 없는 작가， 자신이 창조한 인물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사해지며 조롱 

받는 작기， 이제 이런 작가는 초월자로서의 전능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작품 

의 다른 인물들과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인 작가까. 그에게 정 

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동일성으로서의 분명한 경계를 가진 정체성이 아 

니라 공유된 정체성 14)일 것이고 타자와의 갱계에 섰을 때， 그리고 만남이 이 

루어졌을 때 성립되는 연접(JHjjHHe)으로서의 정체성， 여백으로서의 정체성일 

것이다. 이런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은 자신익 사상과 가치를 불뎌넣는 독점과 

강제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타자월과 만나는， 혹은 긴들을 엿보는， 

혹은 그들을 비판하고 그 자신도 비판받는 만남과 사건의 장소디 

2.2. 등장인물의 미완결성과 타자성 

작품의 등장인물이 작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단순한 매개물이 아니라 독립 

적인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주장은 싸니다. 바흐 

14) 폴 리콰르(1997) r서술적 정체성 J ， 주네트 외현대 서술이론의 흐룹 i. 솔，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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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의 주장대로 등장인물들에 대해 작가의 최종적인 말은 유보되고 따라서 모 

든 인물들은 미완결적이고 경계에 서 있다. 현대의 많은 서사이론들도 바흐젠 

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거기에 기초하여 작품의 양가성， 복수성 등의 개념을 

통해 텍스트의 열린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작품의 인물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모습을 「어떤 소설」만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드물 

것이다. 

주인공 빠벨은 작가 포민이 쓰다만 소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혀진 상태에서 더 이상 씌어지지 못한 채 이 년 동안 방치되었다. 작가 포 

민은 그를 더 이상 완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빠벨은 여름옷을 입은 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공원에서 지내야 했다. 

게다가 나는 완결된 인물도 아닙니다. 나는 좀 우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원 가로수 길 벤치에 이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년이나요! 너무나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 

밝아오거나 석양이 지거나 먼지가 일거나 가리지 않고 여름의 폭염 아래， 가을 

비를 맞기도 하고， 겨울의 눈과 눈보라 속에서 ... 그래요， 난 계속해서 그대로 

앉아서 기다린 겁니다.(349) 

그렇게 꼼짝없이 공원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찰에 따르면 실제 현실의 사람들은 작품 속 

인물틀에 비해 훨씬 따분하고 답답하다. 오히려 작가에 의해 고안된 자신과 

같은 작품 속 인물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흥미롭다.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따분하고 멍청하고 답답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고안되어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재있지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항상 

훨씬 더 엄청나게 집중화된 사람들이지요 우리들 속에는 시나 노래나 낭만주 

의 가 더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 까.(349) 

빠벨은 이에 따라 현실 자체보다 작품의 세계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재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포민이 나를 완성해 

서 어떤 일 속으로， 생활 속으로，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내보내주기만을 고 

대하면서 나는 밀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구 

조상으로는 말이죠， 실재 존재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난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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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름없어요. 정말로 ... (349) 

결국， 나는 거의 진짜가 된 것 같아요. 포민이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 

말하자변 그의 힘으로는 끝낼 수 없었던 소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직접 이어 

갈 만하게 된 겁니다. 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깐 하는 것 

싫어요 ( ... ) 포민은 나를 만들어놓고 내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페2) 

그의 뜯재의 비극은 그가 ‘포민이 원하는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포민이라는 작가로부터 판립해서 ‘존재’(349)하끄자 한다. 미 

완결 상태의 주인공이 작가로부터 부여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를 완성 

시키고자 소설 밖으로 ‘걸어’ 나온다(이 기발한 착상1). 그리고 자신이 창조되었 

던 소설 세계에서 만나도록 예정된 여인을 만나 자신의 운명을 띤식하고 그것 

을 스스로 완성해나가기 위해 공원에서 여인을 기다린다. 그러나 :1.가 만난 ‘여 

인’은 포민이라는 작가가 미완성 소설을 낭송해주었던 바로 그 센자로서 ‘실제 

현실의 진짜 사람’이다. 물론 ‘실제 현실의 전짜 사람’이라는 것은 파벨에게 그 

런 것이고 독자인 우리에게는 역시 소설의 닫장인물일 뿐이다. 

스스로흡 완성시키겠다고 나선 미완성 소설의 주인공 빠벨은 1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의지만으로는 확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계를 형성해 

줄 외부로서의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작가 포 

민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고자 한다.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일기 위해 끝없이 작가 포민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또 그의 정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빠벨은 작가와 분명한 경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 경계를 넘이서기를 갈망 

한다. 자기를 창조하다가 중단한 작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낀1-품 바깔으로 

나와 스스로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싼성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한다. 

포민은 나에게 심리적인 것을 채워 넣었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아 이렇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과는 다 

른 잉여의 자질과 생각들이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 

다. 그것이 나를 더욱 기형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삶에 1꺼한 내 의 

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밀쳐낼 수가 없습니다. 포민은 아주 빽빽하면서도 

활발하깨 움직이는 자신의 심리적 투사물들 속에， 마치 구름에 휩싸낀 듯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건 나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나는 거기깨 파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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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포민의 의식까지 침투해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358) 

피조물인 주인공이 거꾸로 작가의 의식으로 침투해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말은 단순한 환상 장치가 아니라 작가와 동장인물의 경계를， 그 분명하고도 

어쩔 수 없는 운명적 경계블 넘어서려는 혹은 넘어서야 한다는 작가 고리끼 

의 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작가 고리끼가 내부적 시점으로(다소 조롱기 어린 

시선으로，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작가의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다면 빠벨은 

작가 바깥에서 작가를 비난하면서도 작가의 내부로 파고들기 위해 작가의 작 

품 바깥으로까지 나와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의 운명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현재가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듯이. 그는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 

확하게 알아야 했다. 이 미완의 빠벨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자 

신의 경계에서 다시 작가를 불러내야만 했던 것이다. ‘바깥에서 주어진 것’같 

은 미소를 지으며 빠벨은 이렇게 말한다. 

모릅니다， 정말 난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름이 빠벨 볼꼬프고， 머리는 금발 

이고 둥둥을 그저 한번에 알고 느꼈을 뿐이지요. 내가 나오는 소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분석적이며 특히 내 자신에게 너무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나머지 모든 소위 외부세계라고 불리는 것은 나 

에게 그저 대상이거나 내 생각들의 원천이지요.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 

를 내 자신 속으로 밀어 넣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요. 난 아주 불안하고 어수선한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틀림없이 나 

의 궁극적인 목적은 혼란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내， 뭔가 총체적인 것으로， 비 

밀의 심연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날카로운 것으로 모아내는 겁니다. 이제 

나는 포민이 나를 만들기 이전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럽 여겨져요， 흩 

어진 형태로， 마치 구름조각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신 앞에 서있 

는 이 불확실한 몽에도 다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요. 내 목적을 지시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으로도 묶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요.(355-356) 

빠벨은 포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판적 사고 끝에 작가 포민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인공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게 만드 

는 것이 바로 작가의 뜻이라고 판단한다. 즉 다시 말하면 창조된 주인공과 창 

조된 세계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작가의 창작 의 

도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 포민은 마치 하나의 길과도 같은 존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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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싹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서로 부정하는 나양한 생각들 

이 흘러 다니는 그런 길’과도 같은 존재다. 

이제 난 나를 창조한 포민에게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의해 

창조되어 나와 연루된 다른 등장인물들로부터는 또 무엇이 내게 묶어지는 건 

지 알 수 없습니다 난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소설 전체에 대해 아푸 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이 포민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포민은 하나의 

작은 정신병원이거나， 아니변， 예， 좋아요， 길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 길을 따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서로서로를 부정하는 다양딴 생각들이 

흘러 다니지요. 나는 조물주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꽉데 자기가 

뭘 원하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형적이고 잉여적인 것블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포민의 아포리즘이지， 내게는 전 ，;i! 불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아포리즘들이 내 속에는 적지 않습내다. 아니， 

어쩌띤 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내도록 창조된 게 아닐까갔.? 냐는 제 

일 중요한 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좋판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358) 

빠벨은 자신이 왜 그렇게 미완결로 창조돼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노한다. 극 

적 갈둥이라든지， 독자의 재미를 위해서 그랜 것 아니냐는 ‘여인펴 대답’에 빠 

벨은 더더욱 분노를 표한다. 

그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1:-<에게 수없 

이 불꽤한 일을 겪게 만들고， 서로 싸웅질을 하게 만들고， 이런 제 실 ... 죄송합 

니다. 그게 다 극적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하고， 그것도 모까라 장난감 

망가뜨리듯이 하면서 그 모든 게 그 독자라는， 따분해서 어쩔 줄 ~;~르는 사람 

의 재띠를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다른 시-람의 재미를 위해서 이떤 사람을 

고통 딴게 하다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야닙니까? 어쩌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포민의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올바른 생각입니다! 포민은 사성은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게 괜찮은 사람의 믿을 만한 특정이지요. 어떤 때 그 사람은 펜필- 내던지고 

자문하곤 한답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뭐 하러 쓰고 있는 거지? 그 자신은 

고통을 싫어하지요. 생래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깎스럽게도 

작가들에게 불행을 빼놓고는 별 재료가 없어서 ... (359) 

빠벨은 현실의 여자와 소통할 수 없는 존재적 경계에 서있다. 분명 그에게 

이 여자는 독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녀는 빠벨이 여러모로 거듭 확인해 

도 소설 속에서 자신과 만나키로 예정된 등장인물로서의 그 여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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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벨은 여인이 자신보다 부주의하게 창조된 인물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완 

결된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아닌지 거듭 의심하지만 결국 이 여인의 분명한 

정체를 알아내지 못한다. 소설의 주인공이， 그것도 미완의 주인공이 어떻게 

바깥 세계의 실제 인간을 알 수 있겠는가. 

빠벨은 작가 포민과의 경계， 그리고 현실과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직접 소설 

바깥으로 나서지만 결국 경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 경계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는 화를 내며 그녀로부터 떠난다. 그 

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찾아 자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의 내부에 이미 누군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누군가와 

의 만남의 경계에서 완성을 지향할 뿐이라는 점 뿐이다. 빠벨의 이려한 존재 

성은 앞서 논한 바 있는 작가의 존재성과 마찬가지로 공유된 정체성， 연접， 

공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계에서의 소통을 향한 새로운 서사 구조 

웨인 부스의 개념에 따라 이 작품의 복잡한 서술구조를 잠시 정리해보자. 

실재 작가 막섬 고리끼는 어찌 됐든 이 작품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자로서 ‘내 

포작가’(제2의 자아)의 형상을 형성한다. 이 ‘내포작가’의 형상은 작품 전체의 

슈제트와 구성， 작가 고리끼의 집필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 

으로 쉽게 확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작품에서 스스로 ‘나’라고 지칭하면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이야기 도중에 독백하듯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극화된 화자(1)’가 있다. 이 ‘극화된 화자’는 ‘내포작가’나 실 

재 작가 고리끼로 동일시되거나 환원되지 않는다. 실재 작가를 연상시키는 요 

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인에 대해 조롱하고， 냉담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독자와 비평가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가진 그러면서 자신의 글 쓰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는 자는 나름대로 일정한 자기 형상을 지닌 ‘극화된 화자’다. 그러 

나 이 ‘극화된 화자(1)’은 자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시공간에는 직 

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인’의 시점에서 전개되 

는 또 하나의 소설 이 다. 이 ‘소설 속 소설’의 ‘극화된 화자(2)’는 바로 ‘여 인’이 

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극화된 화자(2)’의 시점에서 여인과 빠벨의 만남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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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변서 앞서의 ‘극화된 화자(1)’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소 없다. 따라 

서 ‘극화된 화자(1)’은 ‘극화된 화자(2)’가 선하는 이야기 속에치는 ‘극화되지 

않은 화자’로 존재 한다 15) 이 작품의 화자는 ‘극화된 화자’에 서 ‘ 팍화되 지 않은 

화자’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화자를 도입 ~:)l'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극화된 화자(2) ’ 즉 여인은 ‘극화펀 화자(1)’과 기능이 좀 다르다. 여 

인과 빠벨의 만남이라는 사건은 철저히 여인의 시각에서 제시된냐. 이 사건에 

서 여인븐 등장인물이자 일종의 화자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잎죄 생각하고 

느끼는 내면까지 우리의 시야에 노출되는 띤물은 오직 이 여인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뚱장인물-화자’의 역할을 한다. 아마 이런 화자양상을 웨낀 부스는 ‘특 

권’이나 ‘내부관찰’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이 화자의 일핀펀 기능을 제 

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슈단첼의 ‘등장인물 화자’ 개념이 필요힐 것이다 16) 

그리 짙지 않은 단편에서 왜 이 렇게 복잡한 서술구조가 필요힌가. 

여기서 우리는 소통에 관련하여 두 측면떼 주목할 필요가 있따. 하나는 텍 

스트 내에서 주체들 간의 소통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소통모델파서의 텍스트 

서술구조싹 그 의미다. 

빠벨과 여인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들의 대화는 엇잭린다. 빠벨은 

미완결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작가 포민에 의해 외부적으로 형섣된 인물이며 

그 내부에 타자로서의 작가 포민을 품고 있는 존재다. 여인은 칙가 포민의 연 

모의 대상이며 포민의 소설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파. 그녀 역시 

포민이라는 작가와 갚게 연관되어 있고 포민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17)는 

점에서 자신의 내부에 타자로서의 포민을 퓨고 있다. 이들 둘의 우연한 만남 

은 그래서 어떤 펼연처럼 보이기도 한다. 포민이 소설을 계속해 써나갔다면 

빠벨이 만나야할 여인의 모델이 바로 그녀썼올지도 모르기 때놈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포 ‘종이처럼 평면’이고 ‘그림자도 없으며’ ‘천처럼 흐트슛 바람에 흔 

15) ‘내포작가’와 ‘극화된 화자’， ‘극화되지 않은 따자’ 등의 개념은 웨인 c. 부스(999) 

의 『소설의 수사학~(최상규 역， 예림기획)을 관련 항목을 참조. 

16) 이 ‘등장인물-화자’는 왜인 부스의 개념에서는 ‘특권’， ‘내부 관찰’ 똥으로 이해될 
수 있닫 것이지만 왜인 부스는 일관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입다. 이 개념은 

슈탄첼에게서 보다 정확하게 가공되었다(F. 슈탄첼(1982) ~소설형식꾀 기본 유형~， 

안삼환 역 , 탐구당 창조). 
17) 포민이 떠난 뒤 그녀는 포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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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존재인 빠벨과， 현실에서 자신의 다리를 살짝 들어올리며 빠벨이 진 

짜 남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는 ‘여인’은 그 존재적 위치가 심연을 사이에 

둔 양쪽 벼랑만큼이나 절대적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둘의 만남은 여인이 계속 

해서 자신이 환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할 만큼 비현실적인 것이다. 결국 

둘의 대화는 초점이 맞지 않고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은 그러한 

방식으로 소통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18) 이들은 엇갈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빠벨은 그녀의 현실성을 이해하고， 

그녀는 ‘완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세계와 삶’도 ‘재미있을 것’이라며 (356) 

관심을 표한다. 심지어 본질적으로는 어쩌면 그녀 자신이 미완의 인물이고 오 

히려 빠벨이 완결된 인물인지도 모른다. 빠벨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 알고 

있고 자신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도대체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벼랑과도 같은 존재의 비대칭성 속에서 이들은 서로 비켜가는 대화를 통해 

미세하나마 서로의 소통의 거미줄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소통의 거미 

줄은 물론， 작가 고리끼나， 작가 포민， 혹은 빠벨과 여인이라는 두 주인공 각 

각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기 어려운 절대적 

입장 차이를 가진 두 인물의 대화와 엇갈림의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 

는 공간(혹은 장)이 다. 

두 인물의 창조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로서의 포민에 대한 공동의 토대다. 절대적인 존재적 비대칭성을 가진 그 

들에게 포민은 하나의 맥락이며 이들을 통합해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설의 선험적 공동체 개념이 “역사 문화적 제약을 초월한 

보편적 의사소통과 이에 상응한 하나의 ‘총체적 보편적 인류 공동체’의 가능 

성을 선험적으로 규명 "19)하는 것으로 소통의 지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두 주인공에게 포민은 그들 사이의 소통의 출발점으로서의 공동체일 뿐이다. 

18) 현대의 소통이론 말전을 설명하면서 소통이 발생하는 장소는 기존의 전동적인 장소 
가 아니라， “실재적인 장소이지만 위치하기 힘든(TPYaHOHaXODHMoe) 장소”로서 “그 장 

소가 보이는 것은 만남을 지향하는 자에 달려 있다라는 스미로노바의 언급을 여기 

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H. H. CMHpHoBa(2003) "Pa3BHTHe HDeH KO뻐yHHKaTHBHOCTH 

B XX B.," TeOpeTHKO • JlHTepélTypHble HTOrH XX BeKél. T. 1, M.: Hay l<a, c. 124). 

19) 박인철(2001) r후설의 의사소통이론-역사적 제약과 선험적 보편성 J，현상학연구~ . 

Vol. 17, 한국현상학회，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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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대화적 소동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여전히 절머의 양극에 놓 

여있다20) ， 심지어 그녀는 “빠벨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강렬한 꽉망을 느끼면 

서 “그런 존재가 반쯤 유령처럼 세상당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 

다"(363)고 포민에게 충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빠벨과 소퉁한 그녀가 이 

제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한다는 알레고리로 받아들일 수 있따. 그리고 작 

가 포민판 “원고를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는- 부끄러움에 조각조삭 찢어버렸습 

니다. 이제 빠벨이 당신을 찾아가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365)라고 답장 

을 보낸다. 포민은 할 일을 다 한， 그리고 역시 만남을 기다리는 작가이지 결 

코 미완의 두 인물의 지양으로서의 선험적 공동체는 아닌 것이 q- ， 결국 이 소 

설의 소황은 일정한 공동의 토대에 기초하지만 돌아갈 곳도， 니아갈 곳도 없 

는， 즉 선험적 공동체가 없는 존재의 비대챙성이 만들어내는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소통-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와 나 사이의 매개의 궁극적 부재， 어떤 공 

통의 관념의 지배와， 그에 따른， 전체성으화의 종속의 궁극적 찰가능성 "21)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 ‘돌이킬 수 없이 분리된’ 나와 타자의 소동공간으로서 

‘공동체 없는 공동체’， ‘이름 없는 공동체’를 제기하는 레비나스외 블랑쇼의 개 

념이 고리끼의 이 소설의 소통 상황에 보다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소 

설의 소통은 누구 한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로 환원되거나 유도되지 않는， 그 

들 사이의 섬연에 걸린 유일한 거미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통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폭은 ‘이름 없는 공동체’는 보 

이지 않는 개입자인 작가와 독자에 의해서 중층화된다. 앞서 딴했듯이 작가 

고리끼는 ‘내포작가’의 형상으로， ‘극화된 화자(1)’로， 혹은 작품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밀어 넣는 작가 고리끼로， 그리고 포민과 빠벨과의 경계세서 중층적으 

로 소설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띤 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독자의 팽상은 ‘여인’의 형상”세서， 혹은 대 

화 속에서 ‘독자’에 대한 판단과 조롱어린 평가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독자의 형상은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수동성을 탐지하고 있을 

뿐이다. 능동적인 독자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꽉잡한 서술구 

조를 다시 언급해야 한다. 극화된 화자(1)과 그의 극화되지 않은 화자로의 변 

화와 공존， ‘등장인물 화자’로서의 ‘극화된 화자(2)’의 도입은 이인과 빠벨의 

20) 그는 화를 내며 떠나고 그녀는 이 우스운 이상한 사건에 대해 포민에꺼 편지를 쓴다. 

21) 박준상(2002) r 이름 없는 공동체: 레비나스와 블랑쇼에 대해 J，철학파현상학연구~， 

Vol. 18, 한국현상학회，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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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제트와 독자 사이에 이중 삼중의 프리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프리즘 

은 빛과 사물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각도로 비쳐주는， 따라서 절 

대적 사물의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상 속에， 그 틈 사이로 독 

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프리즘이다. 독자는 어떤 충실하고도 믿을 만한 화자의 

안내를 받고 있지 않다.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이야기의 진행을 놓치거나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 극화된 화자(1)을 작가로 오인하고 따라가지만， 웬지 

이 화자의 어투에서 냉소적이고 조롱기 어린 모습을 느끼면서 이 화자가 반 

드시 작가 고리끼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다시 ‘극화된 

화자(2)’로 시선을 옮겨보지만 이 극화된 화자(2)는 등장인물-화자로서 독자 

가 동일시를 느끼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여인’이다. ‘극화된 화자(1)’에 의 

해 이 ‘여인’은 이미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여자’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빠벨과의 대화에서도 이 ‘여인’의 생각이나 말은 일정하게 대상화되고 

있다. 독자가 그녀의 고민과 아픔을 내적으로 동일시하여 느낄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아마도 빠벨이라는 인물에게 흥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인물에게도 전적인 공감을 보내기는 힘들다. 빠벨에 대해서는 ‘여인-화자’ 

가 긍정과 부정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자 

는 복잡한 서술구조를 경과하면서 스스로 각성되어갈 뿐이다. 이게 뭐지， 뭐 

야?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력을 세우도록 독촉 당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능 

동적인 독자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작품 자체에는 부재하지만 서술구조 사이 

로 끌어들여지는 형상이다. 서술구조의 여백으로 독자를 일깨우고， 동일시를 

차단하면서， 작품 속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어떤 소설」에서 소통 주체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스스로 ‘말’하지만 무엇보 

다도 다른 주체와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고자 다른 주체에게 ‘말’을 건 

넨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 사이의 경계의 담장을 쉽게 넘나들 수 없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말의 한계 소통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소통 

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어떤 소설」은 매우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아마 

도 우리는 이런 실험적 문제제기를 통해 소설의 숨은 소통의 경로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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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화에 보다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주체로부터 일방적쓰로 가해지는 

소통방향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소장의 장을 창출 

해나가는 구조， 그 틈새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모든 주체의 움끽임과 상호적 

의미화는 단순히 예술 텍스트의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써로운 소통모 

델을 인식하고 창출하는 데에도 깊은 시사접을 던져준다. 

특히 능동적인 독자의 형상은 20년대 러시아 소설의 새로운 장르화의 중요 

한 모티프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소통 상황에 부응하는 새펴운 서사문법 

의 모색 속에서 능동적 독자의 발견 및 구성은 매우 중요한 씩미를 지니고 

있다. 독자는 완결되지 못한 빠벨에게 몸과 그림자와 영혼을 뒀어넣어줄 또 

다른 타자인 셈이다. 작가 고리끼가 스스로를 대상화시키면서 뒷러나고 주인 

공들(빠벨， 포민， 여인) 모두 경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대상화되는 이유는 결국 

독자를 그들의 소통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 

다면， 이렐의 공동체는 독자의 참여에 의해 새로운 존재적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 아닌가. 독자는 시공간적 현실에서 역시·적 체험과 미래를 1J지한 자로서， 

작품과 겸계를 이루며， 대화하며 새로운 삶의 서사를 창출하는 존재다. 그의 

개입은 작품 내 소통의 거미줄을 역사 속으로 넓혀가는 계기이고 현대 소설 

의 새로운- 장르화를 추동하는 핵심 요소 증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많은 20년대 실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써로운 서사에 

대한 자의식으로 충만할 뿐 새로운 서사 장르를 완성한 것은 아니다. 빠벨이 

만나야할 여인을 만나 보다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 

삶의 서사는 러시아 문학에서 좀더 기다려야 했다. 그것은 진정 딴 삶의 서사 

로서 20년대 소설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 파 새로운 독 

자가 필요.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설은 언어의 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서사로 나아깔 때 비로소 

소설이다. 꼬지노프(B. Ko째HOB)는 1920, 30년대 러시아 문학이론이 언어에 대 

한 새로운 발견과 현실의 새로운 변화를 접목시키지 못하고 형삭주의적 경향 

과 속류 사회학주의 이론의 극단적 대립으로 나아감으로써 생산적인 접점을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22) 이런 지적은 언어의 서사와 삶의 서사에 대해서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0년대 언어에 대한 자의식괴 언어로 구성 

되는 서시· 자체에 대한 풍부한 실험은 급박한 이 데올로기 투쟁 속에서 진정 

22) B. KO:l<HHOB(200S) "XYJ:10 :l<eCTBeHHa51 pe'lb ," TeOpHJI .llHreparypbl. T. 1: IIHTepaTypa, M.: 

씨JJJ1 PAH, c.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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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서사로 나아갈 여유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서사를 향 

한 방법적 모색 자체가 혁명과 좌절이라는 격렬한 역사과정의 틈새에서 이루 

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놀랄만한 문학적 성취였고 오늘날에도 여전 

히 생동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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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JOMe 

rpaHHlllL KONMYHHKallHH H nOHCKH HOBOA nOBeCTBOBaTeJlhHO암 1þ0pw 

- <<PaCCKa3 06 O/.{HON: pON:aHe>> M. rOphK()J['O 

}lH , KaH-~H 

3Ta CTaTb.ll rrOCB.lImeHa aHaJUl3y rrpOlf3BelleHIf.ll <<PaCC l< a3 06 ClIHOM pOMaHe>> 

M. rOpbl<Oro. EJlarollap.ll 3ToMy rrpolf3BelleHIfIO , MO)i(HO yBlflleTb nOIfCl<1f HOBO잉 

rrOBeCTBOBaTeJlbHO인 !þOP뻐，1 B HOBOH l<oMMyHlf l<a TIfBHOH clfTyal./1f1f 19낀O-X rOIlOB B 

POCCIfIf. 

Pac CI<a :s M. rOpbl<OrO rrO l<a3aJl a l<TIfBHylO If yHlf l< aJlbHylO rrpo l'íJleMaTIfI<Y, rro 

1<0TOpOH COBpeMeHHa.ll 1<0MMyHlfl< aTlfBHa.ll CHTyal./If.ll B Ha'laJle 20-ro Be l<a 

Tpe6yeT 06HOBJleHIf.ll !þOpM“, rpaHIfl./bl Me)i(IlY aBTopOM, repoeM(TBopHMblM MlfpOM) If 

'IIfTaTeJleM. 

Cy6bel<Tbl 1<0MMYHlf l<al./1f1f B paCC I<a3e M. rOpb l<OrO , rrpe)!(,[le Bcero , rrp060BaJllf 

BXOlllfTb IB Mlfp 'I~IfX HerrpepblBHO, r JI.lIIl.ll 21Pyr Ilpyry B r JIa3a , If rreper JI.lI

IlbIBa.ll '1앙pe3 cymeCTBylOmylO rpaHIfl./y , HO OHIf He MoryT ‘)I<OH'IaTeJIbHO 

nepecTynl1 Tb Mlfp 'Iy )i(IfX, If, 1<0He'lHO , He MoryT IflleHTIf!þIfl./lfpOBaTbC.lI C 'Iy )i(IfMIf, 

'ITO 03Ha'l aeT CTaTb COBepmeHHbIMIf, 3aI<OH'IeHHbIMIf cy6be I<TaM“-

nOnblTI<H npeOIlOJleTb onpelleJl성HHylO rpaHllI~y， HaBepHoe, CB.lI 3aJ-lbl C rrOIfCI< OM 

HOBoro I<OMMyHlf l<aTIfBHoro rryTli B COl./lfaJIbHO-IfHIlIfBlfllyaJlbHOM, H:lOJllfpOBaHHOM 

。6meCTBe ， rrOXO)i(eM Ha Tyrrlf l<, B Ha'laJle 20-ro Be l<a. AETOP, aBTOp

nOBeCTBOBaTeJlb , paCC l<a3 '11f1<, ')i(eHmIfHa ’ (paCCKa3 '1IfI< -nepCOHa)i(), nμCaTeJIb φOMIfH 

B paCC l<a3e , naBeJl B He3aI<OH'IeHHOM pOMaHe φOMIfHa - Bce OHIf Tl<yT CJlO)i(Hyt。

rrOBeCTBOBaTeJlbHylO rrayTIfHy, Ila)i(e 때aHTaCTlf'leC l<1f HepeaJIbHylO, rro 1<0TOpOH 

c031laëTC.lI HOBoe npOCTpaHCTBO 1<0MMyHlfl<al./lflf. 

B 'IaCTHOCTIf, B Ta l<Oe CJlO)i(HOe, Heonpelle.JJëHHOe If rrJlblBy'loe npOCTpaHCTBO 

nplfrJlamaeTC.lI ’'IIfTaTeJlb' , OT 1<0TOpOro Tpe6yeTc.lI y 'laCTBOBan, B HëM If 

caMoMy 3tLBepmlfTb He3aI<OH'IeHHbIH Mlfp pOMaHa. C031laëTC.lI Brre'l3.TJleHlfe , 'ITO 

‘I1fTaTeJlb B npOlf3BelleHIflf <<PaCC l< a3 06 OllHOM pOMaHe>> M. rOpb l<ON CTaHOBIfT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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