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밀한 기억의 물질: 

플라토노프의 r귀향j과 솔로보프의 r아버지 j를 중섬으로 

1. 들어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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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잡지 『신세계 (HOB bl꺼 M“p) ~ 에 발표되었던 단편 r귀향(B03BpaU\eHlie) J 

은 플라토노프의 후기 창작사에서 전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이바노프 

가족(CeMbjj 뼈aHOBa)J 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이 단편은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의 반(反)플라토노프 캠페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혹독한 

비판을 야기한다. 1930년대 긴 침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2차 대전 종군기자 

로 복무한 후 집필한 이 소설은 작가 스스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에 부 

합한다고 어느 정도 확신했던 작품이었다. 그러나 당시 『문학신문(JIIiTepaTYP

Hajj ra3eTa) ~ 의 편집장이자 소비에트 비평계의 대부였던 B. 예르밀로프는 이 

소설을 ‘저주받을 단편 (KReBeTHliyeCK IiH paCCKa3)’1)이라 단언했으며， 소설가 파 

제예프는 플라토노프를 ‘거짓되고 더러운 이야기꾼(m<HBb때 Ii rpjj3HOBa Tblα 

paCCKa3eu) ’2)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3)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연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B. EpMHRoB(1947) 예르밀로프는 『젊은 근위대 (MOROllaJl rBapll뼈J (1 926-28) ， W붉은 처 

녀지 (KpaCHaJl HOBb)J (1932-38)의 편집장을 지낸， 스탈린 시기 관변 비평계의 대부 
였다 1946-50년 『문학신문』 편집장을 지낼 당시， 플라토노프의 r귀 향」에 대한 그 

의 날선 비판이 있었다. 그와 플라토노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H. B. KopHHeHKo (1994a) 
참조. 

2) A φalleeB (1947) 

3) 이러한 문단의 연이은 ‘저주’로 인하여， 플라토노프는 더 이상 창작을 지속하지 못 
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의혹을 품은 마카르 

(YCOMHHBWI깨CJI MaKap)J 나 「저장용으로(Bnpo l< )J 둥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만 해 

도 플라토노프는 창작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편지들을 

문단의 실력자들에게 끊임없이 보낼 정도의 적극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한 혹평으로 작가는 창작을 실질적으로 접게 되었으며， 평생 집중해왔던 소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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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이 작품에서 후기 플라토노프가 스탈린의 유토피아와， 또는 사회주 

의 리얼리즘의 창작 원칙과 화해했다는 단초들을 찾아내고 있다，4) 2007년 2 

차 대전 전승 기념일에 맞추어 이 소설을 「아버지 (OTe띠」라는 제목으로 영화 

화한 것 역시 어느 정도 통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5) 

소련 시대부터 플라토노프의 작품은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두 번에 걸친 「포투단 강(PeKa nOTYllaHb) J 의 영화화는 성공적인 것으로 꼽힌 

다. 알렉산드르 소쿠로프 감독의 영화 「인간의 고독한 목소리 (OllHHOKHll rOJIOC 

tleJIOBeKa) J (978)6)는 영상으로 옮기기 어려운 플라토노프의 ‘스카즈적’ 언어를 

충실하게 영화 서사의 형태로 재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7) 한편 미국의 

세르비아 출신 이민가정으로 무대를 옮기고， 나스타샤 킨스키를 여주인공으로 

하여 제작된 안드레이 펀찰롭스키 감독의 「마리야의 연인들(Maria ’ s Lovers; 

B03JUOÕJIeHHble Map씨) J (1984)은 원작 고유의 서사적 특성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섬세한 영상과 예각화된 주제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들이 이미 고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솔로보프 감독의 「아버 

지」는 스토리텔령의 방법을 달리했을 뿐 소설을 단순히 영상으로 옮긴 평이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런데 일견 평범한 전후 

영화로 보이는 이 작품은 플라토노프의 후기 시학， 특히 소설 서사의 변화 과 

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소쿠로프의 경우처럼 새로운 에 

피소드를 넣거나， 콘찰롭스키처럼 원작을 각색하지 않고서도 영화적 재서사가 

가능했다는 사실，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구시코프의 표현을 따르자변 ‘멜로드 

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몇 편의 동화와 희곡만을 남긴 채 생을 마치게 된 

다. 

4) 예 를 들면. T. Seifrid(1992) 참조. 

5) 물론，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러시아 및 소비에트의 고전적 문학 작품들을(예를 들 
면， 도스토엠스키의 『 백치 A.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A . 파스테르나크의 F닥 

터 지바고A. 고골의 「비이」 둥) 영화 또는 TV 드라마로 제작하는 붕이 일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귀향」은 1982년 예기자로프(r， ErH3apoB) 감독에 의 

해서 한 차례 영화화된 적이 있다 이 영화는 비평가나 관객에게 큰 호웅을 얻지 

못하고 잊혀졌다. 

6) 소쿠로프의 소련국립영화대학(Br씨K) 졸업 작품인 r 인간의 고독한 목소리」는 플라토 

노프의 소설 「포투단 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20년대의 소설 r장인의 기원(npOI!C

XO:l<lIe뻐e MaCTepa)J 의 모티프도 차용하고 있다. 

7) 여기에 대해서는 M, 51MlIOJJbC I<째 (1994:397-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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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의 법 칙’8)에 따라 영화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플라토노프의 후기 작품 

의 말하기 방식이 디에게시스적 서사에서 영화적 서사， 즉 미메시스적 서사로 

옮겨 갔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증거이다.9) 이는 일찍이 양폴스키가 언급한， 

플라토노프 작품을 영화로 옮기기 어렵게 만드는 제 요인들이 40년대 후반에 

와서는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단편의 장르 및 구조적 특수성을 플라토노프 시학의 진화 

또는 변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후기 플라토노프 특유의 

서사구조가 영화의 언어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해보고， 언어 서 

사의 영상화 과정이 주인공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귀향’의 과정 ， 과거의 현재 

화 과정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2. 열린 공간으로， 또는 집으로: 공간과 장르의 시학 

1920년대 및 1930년대 초반 플라토노프의 주인공들은 이야기의 시작과 더 

불어 늘 길을 떠났다. 단편 「의혹을 품은 마카르」 의 주인공은 전 세계 공산주 

의 의 수도를 눈으로 보고 ‘당의 노선’을 찾기 위 해 모스크바로 길을 나섰고， 

r코틀로반(KOTJIOBaH) J 의 보쉐프는 ‘생계 수단을 얻던 공장에서 해고된 후’， ‘진 

리 없는 육체의 연약함(cnaÕOC T b Tena Õe3 HC재HbJ)’을 감각하며 무작정 ‘열려 

진 대기로’ 나갔다 r체벤구르(4eBeHryp ) JJ 의 주인공 사샤는 혁명의 기사 코폰 

킨과 더불어 체벤구르라는 유토피아 공간에 도달하기까지 공산주의가 체현되 

는 다양한 가상과 현실의 공간들을 찾아서 떠돌게 된다. 이 렇듯， 플라토노프 

의 20년대 주인공들은 길을 떠나고， 그 길에서 만난 타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또는 현실화된 이념의 실체들을 탐구하면서 진리(공산주의)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소설의 끝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 어딘가 열려진 공 

간에 남아있거나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코틀로반」 의 노동자들은 사회 

주의의 살아있던 상징이자 미래 유토피아의 주인인 소녀 나스차의 죽음 이후 

8) A. r ycbKoB, "0 iþHJlbMe," httD ‘//www.otets.rulindexl .html 구시코프는 모스크바 예술 

극장(MXAT HM. 4exo Ba)에서 공연된 「귀향J (초연 2005년 5월)의 주인공 역을 맡으면 

서 이 작품에 매혹되었으며 솔로보프에게 이 를 영상화하자고 제안한다. 

9) 초기 플라토노프 소설의 디에게시스적(독백적) 서사의 경향에 대해서는 윤영순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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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w체벤구르』의 주인공 사샤는 호수에 빠져 죽은 생부를 

찾아 ‘물속으로’ 떠난다. 반(反)주인공 프로코피조차 사샤를 찾아오겠다며 길 

을 나서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주인공들은 어디로든 떠나고자하는 움 

직임 가운데 머물고， 시간은 처음으로， 길은 먼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 같 

은 1920년대 길의 흐로노토프는 ‘부유하는 시점 (r띠nlla떠aB없a’m때뻐0띠삐u띠la었jj 10α어‘\{)(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던 작가의 입장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리스터는 플라토노프의 주인공들이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바 

로 그 공간의 ‘무한함’이 상-하 또는 삶과 죽음 이라는 대립 개념올 ‘상대적인 

것’， 즉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육체와 영혼， 도시 

와 농촌， 유토피아와 안티유토피아 구원과 파멸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개념올 

제거하기 위한 열망이 활라토노프의 주인공들을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10) 

이와 더불어 길의 흐로노토프에 근거한 ‘열려진 결말’과 순환적 이야기 구 

조는 당시 작가가 추구하던 장르 자체의 유토피아성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연구자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고 20년대 플라토노프 창작 과정 자체가 보 

여주고 있듯이 당시 작가가 선택하고 지향했던 장르는 ‘장편소설 (pOMaH)’이었 

다.11 ) 20년대 중반의 실험적인 작품들의 시기를 지나서 고집스레 작가가 천착 

했던 ‘변함없는 이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장르가 바로 장편소설 

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르론적 관점에서 보자연 플라토노프 ‘소설의 이념 

(H.llejj pOMaHa)’적 지향에 가장 적합했던 형식 역시 장르로서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이념 (pOMaH없jj H.lleJl)’, 그 미완결성과 미결정성이었던 것이다 12) 

그런데， 스코벨레프가 언급하는 것처럼 플라토노프는 1930년대 중반 이후， 

10) 여기에 대해서는 v. Rister(1985) 참조. 

11) 예를 들면， H. B. KOpHHeHKO(1993) 참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플라토노프의 소설 

들을 소비에트 ‘철학 소설(φHJlOCOφCK때 pOI，jaH)’의 범주에 포함시킨 아게노소프도 

동의 하고 있다(B. AreHOCOB 1989). 

12) 사실 1920년대의 다양한 단편작품들의 모티프와 테마들은 장편 r체벤구르』에서 종 

합적으로 구현되고， 보다 더 완결되고 간결한 형태로 중편 r코틀로반」에서 반복된 

다. 즉 1920년대 상당수의 작품들을 이 두 작품을 위한 습작， 또는 연습의 개념으 

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예를 들면국가의 건설자J，노보호페르스크」 둥은 실 

제로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한편 「코틀로반」올 ‘장편소설’ 장르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코르니엔코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소셜 장르의 이념’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 B. KopHHeHKO 

(1993: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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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투단 강」 을 기점으로 노벨라 장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3) 이 

시기 그의 중단편들은 외적으로는 짧고 간결한 슈셋 전개와 내적으로는 구심 

적인 서사 구조를 지니는 전형적 노벨라의 형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초기 

플라토노프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포스트유토피아 시기의 주인공들은 어딘가 

로 돌아갈 곳을 두고 있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 구심점은 「포투단 강」의 주 

인공 니키타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프로(IþPO)J 의 여주인공 프로 

샤처럼 길 떠난 남편이 되기도 하며，14) r귀향」에서처럼 가족과 집， 평온한 일 

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인공들 움직임의 변화는 장르의 규범과 연관 

이 있는데， 플라토노프의 작품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주인공의 슈셋이 서술 

의(즉， 장르의) 슈셋애 종속되며’ 주인공의 동선은 장트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 

고 있기 때문이다 15) 더 정확하게는 플라토노프 주인공틀 특유의 움직임， 즉 

1920년대의 길 떠납， 목적지 없는 방랑이 1930년대의 회귀， 귀환의 움직임으 

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작가의 이념적 지향점이 새로운 규범의 장르를 요 

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0년대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자주 외모도， 과거 삶의 역사도， 때로는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었다코틀로반」의 주인공들， 보쉐프， 프루웹 

스키， 치클린， 사프로노프， 코즐로프 둥을 살펴보면， 이 들 가운데 그나마 과거 

삶의 역사가 몇 마디로나마 알려진 사람은 프루웹스키와 치클린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프루웹스키에게 누이가 있다는 것， 그가 이전에 한 부르주아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 등이 작가의 말로 제시될 뿐이지， 삶의 서사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제시되지는 않는다 r체벤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샤에게 가족 

은 세 명의 서로 다른 아버지들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그의 외모는 ‘공통의 

얼굴(o611(ee JUl110)’이라는 말로만 설명된다. 코폰킨과 체푸르늬 등 다른 주인공 

13) 예를 들어， 그는 「포투단 강J . 프로J . 귀향」 둥의 단편 작품군에서 노벨라나 민 

간 셜화의 구조에 특정적 인 여러 가지 디테일을 찾아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세히 B. CKo6eJles(2003:621-628) 참조 

14) r프로」의 경우는 반대로 여주인공 프로의 남편이 길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 

지만， 남편의 여정이 아니라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프로의 절망적 몽짓에 작가의 

시선이 집중된다. 1920년대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병적일 정도로 결벽중을 보이 

던 작가가 「포투단 강」과 「프로」를 통해서 여성성과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주제는 「귀향」에서는 정절의 문제와 

연관되어 새롭게 제기된다. 

15) B. CKo6eJles(2003).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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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예 삶의 전사(前史)조차 지니지 않는 인간들이다. 이들에게는 기억할 

과거도， 돌아갈 집도， 만나야할 가족도 없다. 

이들이 가족과 집을 가지지 못하는 것， ‘구체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주인공들이 작가가 만들어 

낸 분신 형상들로， 주로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 낸 장치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마치 종이 위에 그려진 인물들처럼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 

으며， 말하기 방식조차 작가의 화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 심지어 「코 

틀로반」의 치클린， 프루웹스키 ， 보쉐프가 그렇듯이 종종 ‘육체’， ‘지성’， ‘감성’ 

둥 하나의 단초만을 체현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서로 닮은 인물들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6) 도스토 

엠스키적 의미에서， 특히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인물군들과 비슷하게 나타 

나는 이와 같은 분신유형은 내적 분열을 모르는 ‘외적 분신’으로， ‘대화의 상 

대자’ 또는 이념의 체현자들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지니기에， 자기 삶의 이야 

기를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1920년대 플라토노프가 구현하는 

유토피아가 남성 중심적인， 말 그대로 남자들만의 ‘형제애’에 기반하고 있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하고 나서， 남성으 

로 구성된 주민들에게 아내가 되어줄 여자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체벤구르』 

의 에피소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1920년대 플라토노프의 대다 

수의 소설은 실제로도，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남자들의 유토피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인공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을 갖지 못했다. 

청년 플라토노프의 성과 가족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는 창작 초기부터 드러 

나는데프롤레타리아의 문화(rrpOJJeTapCKa.ll KYJJbTypa)J (920), r성과 의식 (rrOJJ 

H c03HaHHe)J 092이 동의 산문에 는 여 성 과 성 에 대 한 모순적 태 도가 도식 적 으 

로 나타나 있다. 여 기 서 그는 ‘성 (ceKC)’을 ‘부르주아의 혼’으로， 의 식 과 사유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혼’으로 대립지점에 두면서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한편 「안티섹수스(AHTHceKcyc) J (1926)와 같은 실험적인 단편에서는 이성을 방 

해하는 성적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판매하여， 인간을 성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하는 극단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20년대， 심지어 30 

년대 작품 「환(ll:t<aH) J 에서조차도 작품들에서 여자는 ‘시인들의 유령 (npH3paK 

n03TOB)’이 될 따릅인 죽은 존재로 주로 (죽은) 아이 이 거 나 아니 변 (죽은) 어 

16) 플라토노프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분신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뻐H ， IOH CyH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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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라는 형상으로 존재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포스트유토피아 시기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가족을 가진 인물로， 

‘주된 삶(r JJaBHa~ lI<H3Hb)’을 사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름과 전기를 지닌 사람들은 집 또는 고향이라는 공간에 존재하 

고， 떠난 자들이나 돌아올 자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다. 길을 떠난 자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과거의 그들 삶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17) 

주인공들은 공산주의라는 진리를 찾거나 유토피아 건설 등의 이유가 아니라， 

‘타자의 삶을 느끼 고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자 집으로 돌아 

오게 된다. 소설은 여전히 먼 곳에서， 길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주인공들 

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포투단 강」의 니키타는 아버지와 류바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고귀향」의 주인공 이바노프 대위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폼 

에 익숙해져버린 전쟁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3. 솔로보프의 플라토노프 읽기 

플라토노프의 작품을 영화화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양폴스키가 익히 언급한 

바 있다 18) 대화적 관계에 기초한 근대 장르로서의 소설을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화적 서사에 기대고 있는 영화로 재서사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 

다. 그러나 ‘인격화되거나 개별화된 화자’가 존재하는 스카즈는 잉여의 시선， 

매개자 목소리의 존재로 인해 영화 언어로 옮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 

가 플라토노프의 텍스트에 는 레스코프의 작품에서처럼 매개화된 화자가 실재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내적 구조와 언어 사용의 변에 스카즈적 요소가 숨 

겨져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그러나 후기 플라토노프의 작품에서는 

많이 약해진다귀향」의 서사는 이바노프 대위와 그의 아내 ， 그리고 아이들 

과의 일상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 「아버 지 」는 소설의 평이한 

17) 플라토노프의 작품에서 기억은 등장인물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말하 

자면， 누군가의 기 억 속에 존재 하는가 아니 면 누군가를 기 억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는 생의 동인이자 에너지가 된다. 보차로프는 유사한 맥락에서 플라토노프에게 있 

어서 기억을 ‘감추어진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삶의 가난한 떨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C, Eio4apoB (1994) 참조. 

18) M, HMnoJlbcKHlI (1994), 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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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사로 여겨질 정도로 소설 본연의 대화적 관계를 충실하게 재현한다.19) 이 

렇듯， 플라토노프 고유의 ‘수사(BHTHeBaTOCTb)’가 배우들의 대화에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원작 언어의 특수성 ’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힘들게 시나리 

오를 썼음을 솔로보프는 고백한다.20) 그렇다면， 솔로보프는 어떤 방식으로 플 

라토노프의 수사를 유지하면서 「귀향」을 영화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었는가? 

소설 r귀향」은 이바노프 대위가 군에서 제대하여 ， 집으로 떠나는 것에서 시작 

된다. 

AlJe l< ceα AJle l< CeeBH'l HBaHOB, rBaptlHH l<anHTaH, y6b1BaJl H3 apM싸i no tleM06H

J1H3aI.lHH. B 4aCTH, rtle OH npocJly ll<HJI BCIO BO씨iy， HBaHOBa npOBOtlHJlH, l< al< H 

6b1Tb tlOJlll<HO C COll<aJleHHeM, C JII060BblO, C yBall<eHHeM, C My3 b1l<olí H BHHOM.2j) 

공훈부대 대위인 알렉세이 알렉세예비치 이바노프는 제대 명령을 받고 군대 

를 떠나는 중이었다. 전쟁 내내 그가 복무했던 부대의 부대원들은 마땅히 그 

래야 하듯 아쉬웅과 사랑， 존경을 담아서 음악과 술과 더불어 그를 배웅했다.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귀향하는 것이 마땅한 이바노프는 그러나 전쟁 내내 

복무했던 부대를 떠나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 기차가 오지 않자 폐허가 된 역 

사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부대로 다시 돌아간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바노프와 같은 날짜에 귀향하는 마샤는 철도원 막사에서 밤 

을 새고 이틀을 꼬박 그곳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3TO nOCTOllHCTBO H TepneHHe 03Ha4aJlH BepHOCTb H HeH3MeHHOCTb lI<eHC l<OrO 

ceptll.la, - nO l<palíHelí Mepe, B OTHOWeHHH Be띠elí H CBOerO tlOMa, l<ytla 3Ta lI<eH-

19) 20년대의 작품， 예를 들면 『체벤구르』를 시나리오로 각색한다면， 대화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영화는 아니지만 연극으로 재서사된 『체벤구르』 

가 플라토노프의 작가일기에서 발웨한 내용들을 주인공들의 독백 형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20년대와 40년대 플라토노프 서사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 

준다.(도진， 세나토프 연출， 페테르부르크 말르이 극장체벤구르J. 초연 - 1999년 

2월 11 일) 

20) 감독은 두 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최소한 스무 번은 시나리오를 고쳐 썼다고 말한 

다. E. CaJITbll<OBa, ’써a rpaHH nJla TOHOBa," 'Æww.kultura-oortal.ru/tree/cultDaoerlartic 

le.iSD?number=647&rubric id=208&crubric id=1002618&Dub id=752115 

21) A. n. 따aToHoB(1985) "Bo3BpallleHHe," Co6paHHe CO IfHHeHHß B Tpex TOMax, T. 3. M., 

COBeTC l< all POCCHlI . c. 207. 이하， 본 논문에서 「귀향」의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페이 

지만 팔호 안에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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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Ha ， BepOJl THO, B03Bpa띠aJ1ac b.(207-8) 

이러한 항상성과 참을성은 여자 마음의 정절과 변치 않음을 의미했다. 최소 

한， 사물과 아마도 그녀가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 집에 있어서만은. 

111 

과거에 속하고 있는 사물과 집，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바노프보다 

마샤가 더 친밀하고 충실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여기서 언급된다. 이러한 

마샤의 성격은 이바노프의 아내 류바가 보여주는 모습과도 상응하는 것으로， 

플라토노프가 후기 작품에서 가족과 집이라는 대상에 대한 여성의 관계를 남 

성들의 그에 대한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표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바노프는 몇 년을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곳을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r코틀로반」의 보쉐프와 나스차가 

스탈린의 유토피아에서 살아남았더라면， 바로 그렇게 나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바노프와 마샤는 군대가 없는 지금 마치 자기들이 고아가 된 것처럼 느껴 

졌다.(HBaHOB H Mawa Yy BcTBoBanH ce6J1 ceAyac oc“pOTeB뻐뻐 6e3 apM씨.)"(208) 

20년대 말， 새로운 유토피아를 위해서 가족도 집도 없이 고아로 살 수밖에 없 

었던 그들은 어렵게 형성된 가족이 전쟁으로 인하여 와해되고， 군대라는 유사 

가족 집단을 떠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금 ‘고아감각’을 느낀다.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일한 과거의 체험을 공유한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바노프가 마샤에게 키스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다음 장 

면은 둘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22) 

OH npHllBIIHy J1CJI K Mawe 11 nOnpOCIIJI, YT06μ 。Ha nO- TOBapllweCK“ n03B0J1I1J1a 

eMy nOueJ10BaTb ee B weKy. 

- ~ YYTb- YYTb, - CKa3aJ1 I1BaHoB, - a TO nOe311 Ona311μsaeT ， CKy4HO e r。

。:I<IIllaTb .

(...) - ~ OCTOPO*HO, JI nOBepXHOCTHO, Mawa ... Booõpa3 I1Te , 4TO JI Ba~’ llJIllJI . 

- ~ BOOÕpa 311J1 a y*e ... JI BOOÕpa311J1a, 4TO BbI MHe nana, a He II꺼llJI. 

BOH KaK ... TaK B버 n03B0J1I1Te . 

- OTUbI Y 1l04epell He CnpaWIIBaIOT, - 3aCMeJlJ1aCb Mawa.(209) 

그는 마샤에게 다가가 그녀의 볼에 입 맞출 것을 허락하도록 동지 애를 발휘 

해달라고 부탁했다. 

22) 플라토노프의 작품에서 키스의 의미는 주로 누군가를 알기 위한 행위이다. 예를 

들면 r코틀로반」에 서 치콜린은 죽은 여인이 예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가 

를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나서 확인한다. 



112 러시아연구 재 18권 제 1 호 

“그냥 살짝만 할게요. 기차도 안 오고， 기다리기는 것도 지루하니까” 이바노 

프가 말했다. 

(...) “조심해서， 뺨 위에다 살짝 할 테니， 마샤 ... 그냥 내가 당신 아저씨라고 

상상해 봐요 

“벌써 상상해 본걸요. 난 당신이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빠라고 상상해봤어 

요” 

“그래요 ... 그러 니 허락한다는 말이죠 

“아버지들은 딸에게 물어보고 키스하진 않죠 마샤는 웃기 시작했다. 

자신을 ‘아저씨’로 상상해보라는 이바노프의 말이나 그를 ‘아빠’라고 상상해 

봤다는 마샤의 언급을 똥해서도 알 수 있듯， 이 들은 군대에서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가족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미 너무나 먼 과거에 

속해버린 진짜 가족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두려운 두 사람의 짧은 일탈 

은 이 렇게 시작되었다.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마샤를 따라 그녀의 고향 도시 

에 내린 이바노프의 행위는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익 

숙한 시간을 좀 더 영위하고자 하는 그의 내 적 욕망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바노프의 시각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소설 도입부는 솔로보프의 영화에서 

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띈다. 솔로보프는 작가 특유의 언어적 속성으로 인해 

플라토노프의 작품을 영화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반면 작품들이 

“너무나 영화적이고 너우나 내용이 풍부하기에 (HaCTOJIbKO KHHeMaTOrpa빼'IHbl ， 

HaCTOJIbKO rJIyGoKH no cBoeMy COnep)I<aHHIO)" “그야말로 영 상을 위 해 창조되 었 

다(npOCTO npOC~TC~ Ha 3KpaH )"고 언급한다.징) 이 는 ‘정말 내가 제대로 텍스트 

를 이해한 것인가?’영)라는 질문을 영화를 찍는 내내 던져야 될 만큼 「귀향」의 

언어가 함축적이고 다의적이며， 반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 종류의 

영화적 이미지를 상상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바노프를 기다리는 그의 어린 딸 나스차의 시선으로 

처리된다. 나스차는 마을 회관에서 여인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3) na띠a napBHHa. CaH I<T-neTep6ypr.py. saint-petersburg .ru/rrν207120/kak_otetsjwana 

_solowowa_domoy _ wozwraschalsya.html 플라토노프의 작품을 영화로 재서사하기 
어 려운 동시에 너무나 영화적이라는 감독의 말은 플라토노프의 후기 소설시학의 

특수성을 설명해주는 동시에 소쿠로프의 영화시학에 대해 언급했던 양폴스키의 

견해와도 유사하다. 

24) EJJeHa CaJJTblKOBa, ’ Ha rpaHH nJJaTOHOBa ," yf..wW.kultura-nortal.ru/tree/cultpaner/arti 
cle. i sp ?num ber=647 &rubricid =208&crubric id = 1 002618&nub_id =7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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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버리고 여인들만 남은 마을 회관 무대에서 그들은 구슬 

픈 노래를 부른다. 무대의 뒤쪽 벽에는 마을에 남은 유일한 남편이자 아버지 

인 스탈린의 초상이 걸려 있다. 이 장면은 바로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으로 바 

뀐다. 영화 내내 감독이 보여주는 전쟁터의 영상에는 양떼가 동장한다. 탱크 

와 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앞으로 양떼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장변은 영화의 

시작부에서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바노프의 꿈속에서도 반복된다. 이후 

카메라는 제대 명령 서류를 받는 이바노프 대위의 모습과， 함께 차를 타고 가 

면서 그를 떠들썩하게 배웅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바노프는 수첩 

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고， 카메라는 같은 사진이 

걸린 고향 집의 벽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이 이바노프만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우울한 ‘귀향’의 과정을 보여주는 

단선적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영화는 이바노프와 가족을 교차하여 보여 

주면서，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고향에서도 전쟁이 치러지고 

있음을， 그리고 고요한 그들의 전쟁이야 말로 더 참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바노프 아내， 류바의 텅 빈 눈동자와 여윈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마샤와의 만남을 묘사할 때 소설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세계，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동지애적 사랑이 강조되고 있었다면， 솔로보프는 여기에 성 

적인 뉘앙스를 가미한다. “어떻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야 할지” 잊어버린 소 

녀 마샤는 전선에서 동료 병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기차를 기다리기 지 

루해서” 뺨에 살짝 키스하도록 동지애를 발휘해 달라는 이바노프의 말은 영 

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HBaHOB: MameHbKa, MOll<HO $1 BaC nOueJ1y lO? 4yTb-4yTb. ~ 6b1 nall<e CKaJaJ1 no-

BepXHOCTHO ••• A? OOeJll OnaJllblBaeT . 

Mama: TOJ1bKO nOToMy 4TO nOeJll OnaJllblBaeT? 

HBaHOB: OOeJll OnaJllblBaeT paJ , X0J1011HO llBa, rpycTHylO Bbl MHe TyT HCTOpHIO 

paCCKaJblBaJ1H, a $1 rpycTHTb He X04y. fl106J11O 6b1Tb C4aC TJ1HBμM ! 

이바노프. 마센카， 당신께 키스해도 될까요? 살짝요. 그냥 뺨 위에만， 네? 기 

차도 오질 않고 .... 

마샤: 그냥 기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바노프: 첫째는 기차가 안와서이고， 둘째는 추워서요. 당신이 내게 슬픈 이 

야기를 해줬는데， 우울해지긴 싫어요 난 행복한 게 좋아요’ 

플라토노프의 언어를 영화로 옮긴 이 부분은 슬프고도 진지하지만， 마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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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노프도， 그리고 ‘화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웃는다.엉) 무작정 그녀를 따 

라 기차를 내렸던 소설에서와 달리 이바노프는 그녀를 위해 뱃속 아이 아버 

지의 역할을 해주기로 자처하면서 마샤의 고향 마을에서 기차를 내린다. 감독 

의 상상력 과잉여나 대중적 재미를 위한 영화적 각색이라 볼 수도 있는 이 

장면은， 그러나 플라토노프가 원작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정절 (BepHOCTb)’과 ‘변치 않는 마음(He Il 3MeHHOCTb)’을 강조하기 위 

한 것으로， 전체적 논리의 구조에서도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플라토 

노프가 「이바노프 가족」이라는 가제로 쓰고자 했던 시나리오 메모에서 나타 

나듯， 원래 작가는 이 단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건들을 포함시 

키려 했다.26) 메모에는 후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부정과 역시 야전병 

원에서 간호사와 또 다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바노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귀향 이후 알게 된 아내의 짧은 부정을 용서할 수 없는 이바노프도 전선에서 

역시 아내를 배반했던 것이다.인)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공고해진 

가족이 ‘생산된다’는 것， 즉 ‘가족의 파멸과 구원’이 시나리오의 주된 테마였 

다. 시나리오에서 플라토노프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배우자의 배신과 

같은 외적 사건을 극복 가능하게 하는 내적 ‘정절’의 의미에 대한 것인데， 플 

라토노프가 소설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잃어버린 이틀’을 

솔로보프는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복원하고 있다. 

25) nama napBIIHa. CaHKT-neTep6ypr .py. saint-petersburg.ru/m/20712αkaLotets_iwana 

_solowowa_domoy _ wozwraschalsya.html 

26) 솔로보프 감독이나， 이 단편을 영상화하고자 제안한 구시코프가 플라토노프의 메 
모 r“이바노프 가족”이라는 가제의 시나리오 요약문(KpaTKoe 1I3no*eHHe TeM비 때HO 

cueHapH$I c ycnoBHblM Ha3 BaHHeM "CeMb$l HBaHOBa")J 을 읽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감독은 이 메모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이바노프가 마샤와 보낸 이틀 

의 복원은 순수하게 자신의 해석이라 말하고 있다(ConOBO B 0 빼nbMe 파파갚 

wwW.otets.rulhtml.1) 

27) 영화 시작부분 이바노프가 제대할 때， 그가 한 동료 여군과 힘들게 이별하는 장연 

이 나온다. 이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마샤 이외에도 그에게 ‘전선의 여자친구(lþpo

HTOBa$l no매yra)’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결국， 영화의 말미에 아내의 부정 

을 비난하는 이바노프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감독은 미리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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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밀한 기억의 물질: 이바노프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베르그송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억이 살아있는 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다. 다만 인간의 “감각 

이 그를 되찾지 않는 한 어떠한 내부 공간에 갇혀 있을 따름”이다.쟁) 이를 프 

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의 주인공 마르셀의 언어로 옮긴다면， 기 

억을 매개로 하여 찾는 과거의 진실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진실을 

눈뜨게’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29) 이와 같은 과거와 기억에 

대한 표상은 플라토노프에게 있어서도 낯선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코툴 

로반」 의 소녀 나스차는 죽어가는 엄마를 “머리 속에 기억할 것 (nOMHHTb B 

rOJlOBe )"라고 말하는데， 이는 추상과 구체를 변별하지 못하는 유아기적 사유 

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플라토노프에게 있어서 기억의 ‘물질성 (Be띠eCT

BeHHOCTb )’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기억하다(nOMHHTb )’라는 표 

현에 필요 없는 ‘머리 속에 (B rOJlOBe)'라는 잉여의 말을 부가한 것은 플라토노 

프 특유의 추상과 구체에 대한 경계이 월적 표상을 드러낸다.30) 이와 같은 표 

현은 비단 기억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유명한 ‘존재의 물질 (Be1UeCTBO 

CY1UeCTBOBaHHJJ)’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플라토노프의 주인공들은 자주 

같은 층위에 올 수 없는 말들을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 결합시 켰다. 예를 들 

면， ‘의혹을 품은 마카르’가 ‘당의 노선’을 찾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것， 또 

는 「코틀로반」에서 사프로노프가 나스차를 ‘실질적 사회주의 (iþaKT깨eCKHA co

때aJlH3M ) ’， 혹은 ‘창조의 물질 (Be1UeCTBO C03naHHJJ)’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사물 인식방법인 동시에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적 경 

계를 넘나드는 플라토노프 초기 철학적 사유법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 

러므로 플라토노프에게 ‘은유(MeTaiþopa) ’는 용어의 본래 의미 그대로 ‘변신 

(MeTaMopiþo3a )’의 원칙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유의 대상이 ‘현실에서 

28) 앙리 베르그송(2005) 

29) 마르겔 프루스트(998) ， 67 

30) ‘머리 속에서 생각하다(.UYMaTb B rOJIOBe )', ‘생각 속에서 알다(3HaTb B YMe )’와 같은 

표현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두 번씩 강조해주는 잉여적 말하기， 또는 강박적 말 

하기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생각하다’나 ‘알다’와 같은 추 

상적 단어들올 구체적 인 것으로 ‘변신’시키 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도 연관이 있 

다. 강박적 말하기에 대해서는 윤영순(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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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하는 것을 기대하는 고대적 사유 방식이 바로 플라토노프 작품에서 기억 

이나 삶， 존재 둥이 ‘물젤 (BemeCTBO) ’로 또는 ‘재료(MaTep“jj)’로 표현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31) 

이와 같은 추상과 구체， 물질과 정신에 대한 경계이월적 사유는 「귀향」에서 

이바노프가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가족들이 존재하 

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판 이바노프는 낯선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여위고 

늙어버린 아내와 겨우 열두 살 나이에 애늙은이가 되어버린 아들 페트루쉬카， 

그리고 너무 어릴 때 떠나버린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는 시선 

으로 바라보는 딸 나스차，32) 이 들은 이 바노프에 게 군 동료들보다 더 먼 존재 

들이고， 이바노프 역시 씨들에게 낯설긴 마찬가지이다. “정신 차려，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룹 낳아준 사람이야!(OnOMH뻐b ， KOMy jj rOBOplO! 3TO 

。TeI.t HaW, OH HaM POIlHjj!)"라며 나스차를 꾸짖는 페트루쉬카의 말은 바로 어머 

니와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기도 하다. 

육체적 귀향은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의 만남과 화해는 쉽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화에서 이 는 엄마를 포옹하는 아버지를 때리면서 도 

망 다니는 딸의 모습과 아버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의 역할 

을 하고 있는 페트루쉬카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톰속에 살고 

있는’ 공통의 삶에 대한 과거를 현재화해주는 매개체， 기억의 물질화를 촉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 나오 

는 유명한 장면，33) 프티트 마들렌과 홍차의 맛이 주인공을 콩프레로 데려다 

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되는 단초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보자. 이와 같은 

매개물을 통하여 하여 찾는 기억， 진실은 ‘자신 속에’ 있으며， ‘진실을 눈뜨 

31) 자세한 것은 C. EioQapos(1994:18) 참조， 

32) 이 장면은 일리야 레핀의 그림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He :l<llaJlH)J 의 20세기적 

변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사하다. 러시아에서 ‘결절의 역사’는 20세기에도 

계속 반복된다， 

33) r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 드러나고 있는 기억에 대한 프루스트의 표상은 베르 

그송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의 과거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환기는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요， 지성의 옹갖 노력도 소용없다. 과거는 지성의 영 

역 밖，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대상 안에(또는 물질적인 대상이 우리 에게 주는 감각 안에) 숨어있다. 이러한 대상 

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있다."(마 

르셀 프루스트 1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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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34)할 수 있는 것은 미각이나 후각，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이다. 

소설에서 이바노프가 고향 집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살려내는 단초가 되는 

것 역시 감각과 연관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특히 후각적인 것이 강조된다. 예 

를 들변 다음과 같은 장면이다. 

OH IIμwaR yCTO~BWHMC~ pOllH잉M 3anaXOM 1l0Ma, TReHHeM llepeBa, TenROM OT Te

Ra CBOHX lleTeR, rapb~ Ha ne4HOR 3arHeTKe. 3TOT 3anax 6μR TaKHM *e H npe*

lle, 4eTμpe rOlla TOMy Ha3all, H OH He pacce꺼RC~ H He H3MeHHRC꺼 6e3 Hero. 

HHrlle HBaHOB He OIllYlllaR 3Toro 3anaxa, XOT~ OH 6b1BaR 3a BoRHy no pa3HbIM 

CTpaHaM B COTH~X *HR뻐 TaM naXRO HHblM llyXOM, B KOTOpOM, ollHaKo, He 6ωI。

cBoRcTBa pOllHoro lloMa.(212) 

그는 변함없는 집안의 냄새들인 회미한 나무 냄새， 아이들 봄의 온기， 페치 

카의 재 냄새 등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들은 4년 전과 마찬가지였고， 그가 없 

는 사이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았다. 다른 어디서도 이바노프는 이 냄새들을 

느껴보지 못했다. 비록 그가 전시에 여러 나라， 수많은 장소들을 졸아다녔음에 

도 그곳들에서는 고향집과는 다른 냉새가 났다. 

귀향의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설의 첫 부분에서부터 플라 

토노프는 이 와 같은 ‘감각의 물질’에 주목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이 바노프가 

우연히 만난 마샤에게 끌렸던 것도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 때문이었다. 

n03*e HBaHOB npH3HaBaRC~ ce6e, 4TO BOROCμ MaWH naxHyT, KaK oceHHHe 

naBWHe nHCTb~ B Recy, H OH He Mor HX H싸<orlla 3a6b1Tb .... (209) 

이후 이바노프는 마샤의 머리카락에서 가을 숲의 낙엽 냉새기 난다고， 영원 

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마샤를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는 이바노프의 내적 독백은 영화에서 두 사람 

이 이별할 때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HBaHOB: 51, Mawa, Be4HO 6YllY nOMHHTb Bac! 

Mawa: 3a4eM Bμ MeH~ nOMHHTe Be4Ho, 3Toro He HallO. BbI Bce paBHO MeH~ 3a-

6YlleTe! 

HBaHOB: nopora~ Mawa! Hy rlle BbI paHb미e 6b1RH, n04eMy ~ Bac He BCTpeTHR 

llaBHblM llaBHO 110 BoRHbI? 

이바노프 마샤， 난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거요! 

마샤: 랫 때문에 저를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저를 

34) 마르셀 프루스트(998)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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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으실 거예요! 

이바노프: 마샤， 이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왜 나는 오래 전， 전쟁이 있 

기 전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마샤의 머리카락에서 자연， 열린 공간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를 영원히 잊 

지 못하리라는 이바노프의 고백은 그의 귀향이 쉽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가 전쟁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샤에게서 나는 ‘가을 숲의 

냄새’는 돌아가야 할 집의 안정된 공기와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서늘한 전쟁 

터의 냉새이면서 자유의 냄새이다. 그와 더불어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노라 

는 이바노프의 말은 타자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플라토노프 특유의 수사법이 

기도 하다.35) 그런데 마샤가 이바노프로부터 맡는 냉새는 그와는 다른 따스 

함， 불과 연관된 것이다. 

OT HerO CHnbHO naxno Ta6aKOM, CyXHM nO~apeHH~M Xne60M, HeMHOrO BHHOM, -
TeMH l.fHCT~MH Be띠eCTBaMH， KOTOpble npOH3。띠nH H3 OrH~ HnH CaMH MoryT pOAHTb 

orOHb. nOXOll<e 6‘~no ， '110 HBa HOB TOnbKO H nHTanC꺼 Ta6aKOM, cyxapb~MH ， nHBOM 

H BHHOM.(209) 

그(이바노프)에게서는 담배， 구운 마른 빵，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 즉 불이 

만들어 내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순수한 물 
질들의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마치 이바노프가 담배와 마른 빵， 맥주와 포도 

주만 먹고 사는 것 같았다. 

이바노프에게서 느껴지는 ‘불’의 이미지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연상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상을 제시해준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마샤는 이 냄새 

를 통하여 본능적으로 이바노프가 가정， 따스함， 불을 의미하는 존재임을 알 

아차리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옹 이바노프는 가정의 따스함을 감각하면서도， 

그리고 집의 냉새를 통하여 과거를 현재로 살려내고자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마샤의 향기를 기억해 내려 애쓴다. 그렇지만 이제 마샤의 머리카락 냄새를 

기억하는 과정은 이미 감각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비자발적인 기억’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지각의 노력이다.36) 

35) 예를 들면 50 l.fapoB (l994)를 보라. 

36) 질 들뢰즈(1997) ， 88. ‘비자발적 기 억’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들뢰즈의 다음의 말을 

참조. “‘비자발적인 기억’은 어떤 층위에서 도입되는가? 이 기억은 아주 특별한 종 

류의 기호들， 곧 감각적 기호들과 관련해서만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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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HOB BCnOMHHn eme 3anaX MaWH , KaK naXnH ee BOnOChl; HO OHH naXnH nec

HOIO nHcTBoll, He3HaKoMoll 3apocwell IlOporoll, He IlOMOM, a CHOBa TpeBo*Holl *H3-

HblO.(212) 

이바노프는 다시 마샤의 냉새를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냄새를 떠올렸 

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숲의 나뭇잎의 냄새가， 풀이 무성한 낯선 길의 냉새가， 

집이 아니라， 불안한 삶의 냉새가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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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플라토노프는 잠재적 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로 보존된 ‘순수기억’을 

깨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를 채택하여 현재에 포착되도록 하는 매개체로 

후각을 선택한다. 순수기억은 현재적 표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 

치 ‘빛 아래서 어둠을 찾으러 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현재 속에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37) 그리하여 감각(여기서는 후각)을 매개로 한 삶의 

기억은 점차로 선별된 형태로 주인공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편， 소설에서 주로 후각에 기대고 있는 과거로의 연결 고리， 기억을 이끌 

어내는 매개체는 영화에서는 이미지로 대체된다. 영화의 이미지는 시간의 지 

속 속에 안주하려는 ‘현재적 주체에게 ‘현재’라는 고정점으로만 수렴되지 않는 

‘시간과 더불어 사유하는 의식’， 시간-이미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바로 이러 

한 시간-이미지야말로 주체의 안과 밖 과거와 미래 삶과 죽음을 서로 섞이 

게 하면서 삶 전체를 사유하게 하는 힘으로 드러난다.38) 

소설에서 묘사된 후각을 매개로 한 귀향의 과정， 즉 고향집과 과거의 삶에 

익숙해지는 과정，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잠시 마샤의 

냄새를 되새김으로 ‘낯선 길’과 ‘불안한 삶’을 떠올리려던 이바노프의 시도는 

영화언어로 번역된다. 솔로보프는 익숙해진 것들을 감각하려고 하는 이바노프 

의 시선을 따라다니면서 가족사진과 시계 벽난로 등을 보여주거나 짧은 꿈과 

리는 어떤 감각적 성질을 기호로서 이해한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그 기호가 숨기 

고 있는 의미를 찾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영령을 느낀다. 이때 그 기호는 비자발적 

인 기억이 활동하도록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비자발적인 기억은 우리를 그 기호의 

의미로 인도해 준다 

37) ‘과거는 본질적으로 잠재적이어서 그것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솟아나오면서 현재 
적 이미지로 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따르고 채택할 때’만 우리에게 포착될 수 있 

다 앙리 베르그송(2005:150， 278) 참조.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순수 기억’은 프루스 
트에게 있어서의 ‘비자발적 기억’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8) 김 명 주(2007) ， 24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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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라는 형태로 이 할 제시해 준다. 이바노프가 눈을 감자， 젊은 날의 아름 

다운 아내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그에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현 

실의 아내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늙고 여윈 모습이다. 아내가 파이를 만들고 

있는 사이， 이바노프는 꿈속에서 아내 대신 젊은 마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현 

실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아내를 마샤라고 부른다. 이렇듯 이바노프의 ‘기억의 

물질’들은 관객들이 함께 감각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의 힘겨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바노 

프의 두려움은 얼음 속에서 눈을 깜빡이는 물고기의 형상， 폭격으로 텅 빈 집 

과 그 속에서 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와 양 

떼에 대한 꿈과 같은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미래의 뒤섞임， 전쟁 

에서 접했던 죽음의 공포와 가족과의 삶에 대한 이바노프의 두려움은 이와 

같은 ‘시간-이미지’를 통해 관객과 공유된다. 

전쟁으로 인해 기형화된 가족들의 관계를 되돌리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향은 이바노프 혼자만의 몫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에게 ‘아버지’라 

는 존재가 부재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바노프 

의 ‘귀향’이 우선되어야 할 따름이다. 이바노프의 과제는 혼자서 ‘비자발적 기 

억’을 통해 과거를 되살리는 수동적 작업을 넘어서서 아내의 부정을 극복하는 

것，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 

지만 “이바노프는 자신이 없는 동안 그의 가족이 살아냈던 그 삶을 정확하게 

는 알 수 없었다.(I1BaHOB He 3 HaJJ B TOl{HOCTH TOß lI<H3HH, KOTOpOß Õe3 HerO 

ero CeMbjl.)" 이바노프에게 남은 몫은 자신이 부재했던 시간 동안의 가족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 

뿐만 아니라 타자의 ‘삶 전체를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상력의 복원은 기 

억을 찾는 혼자만의 과정보다도 더 힘든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아내에 

게 다른 남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이바노프는 모든 것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그녀를 비난한다. 아이들을 찾아와서 몸만 녹이고 

갔다는 가족을 잃은 상이군인 세몬과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그 

에게 아내는 말한다 

nyma μ。j! nOTj!Hyna K HeMY, nOToMy 'ITO OHa YMHpana, a KOfDa OH CTan ÕnH3-

K싸~， COBCeM ÕnH3K씨~， j! õblJIa paBHonymHol!, j! DyMana B Ty MHHyTy 0 CBOHX 

DOMamHHX 3aÕOTaX H nO:l<anena, l{TO n03BOnHna eMy ÕblTb ÕnH3KHM. ~ nOHj!na, l{T。



내밀한 기억의 물질 

TOJlb l<O C T06αo ~ Mory 6b1Tb CnO I<OIlHOII , C4aCTJlHBOII,(H C T06010 OTJlOXHy, 1<0rJla 

TbI 6YJleßlb 6J1H3 1< 0 ,) (223)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기에 그에게 끌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깝게 

되었을 때， 아주 가까워졌을 땐 난 냉담했죠. 나는 그 순간 집안일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가 가까워지도록 허락한 걸 후회했어요. 당신과 함께만이 난 편안 

하고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 함께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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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류바의 말은 영화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진 

다. 

JI106a: )f(HBH C HaMH, AJJëßla ,‘, y Hac XOpOßlO 6YJleT 

HBaHOB: CI<OJlb l<O pa3 Tbl C HHI-I BCTpe4aJlaCb, 1<0rJla B버 6b1J1H 6J1H3 1<0? 

JI106a: OJlHH TOJlb l<O pa3 , 60Jlb미e HH I<OrJla He 6b1J10 , CI<OJlb l<O Hyll<HO? 

류바: 우리랑 함께 살아요， 알료사'" 우린 잘 살 거예요. 

이바노프: 가까워지고 나서 몇 번이나 그자와 만났소? 

류바: 한 번 밖에요 그리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만났겠어요? 

함께할 미래에 대한 류바의 닥관적 전망(‘우린 잘살 거예요’)은 「포투단 장」 

의 말미에 집으로 돌아온 니키타가 “나는 이미 당신과 함께 행복한 것에 익 

숙해 졌소，(J1 y*e npHBblK 6bITb CyaCTJlHBblM C T06oß ， )"39)라고 아내 에 게 하는 말 

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타자와 함께 행복한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니키타에게 자신을 버리는 과정， 그 자리를 타자로 대체하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면， 이바노프가 아내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A TO, 4TO JI lO6a CTaJla 6J1H3 1<01l 1< cBoeMy CeMeHy HJlH EBce lO nOTO l-ly, 4TO *HTb 

39) A, n , 마aTOHOB (l985) "Pe I< a nOTynaHb," Co6pllHHe co t{μ'HeHHR B Tpex TOMllX, T, 3, M,: 
COBeTC I<a~ Pocc때， c , 204 , 니 키 타가 아내 류바에 게 되 돌아가고 그녀 와 함께 있는 

것， 또는 그녀와의 육체적 사랑이 가능케 되는 것을 ‘참아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포투단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말을 잃어버리는 죽음에 가까운 고 

통의 과정이 선행했었음을 상기해보자. 실제 보로네쉬 유역에 포투단 강이 존재하 

지만， nO-Ty-naHb이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저쪽， 또 다른 세상(nOTYCTOPOHHOCTb) ， 

죽음의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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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6b1J1o TpynHo, 4TO Hyll<na H TOCKa My4HJla ee , TaK 3TO He OnpaBnaHHe, 3TO 

nOnTBepll<neHHe ee 4yBcTBa, Bc~ Jl~60Bb npOHCXOnHT H3 HYlI<Dhl H TOCKH; eCJlH 6M 

4eJlOBeK HH B 4eM He HYlI<naJlC~ H He TOCKOBaJl, OH HHKOrna He nOJl~6HJl 6M npy

roro 4eJlOBeKa , (228) 
류바가 자신의 세용인지 예브세인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녀가 살기 힘들 

었고， 필요와 그리움에 그녀가 괴로워했다는 것이 다. 사실 이것은 변명이 아니 

라 그녀의 감정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사랑은 필요와 그리움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바노프는 아내의 부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 

다. 왜냐하면， 아내가 푸언가에 대한 ‘필요와 그리움(HY){(}la H TocKa) ’ 때문에 

아파했기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바노프 자신의 부재 때문이었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세용이 그녀를 사랑했느냐는 이바노프 

의 질문에 “아마도 사랑한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했으니 

까요，(HaBepHoe J1뼈HJ1".，eMY Koro-HH6ynb HallO J110띠Tb.)"라는 류바의 대 답 역 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1920년대 남자들만의 반쪽의 유토피아와 

1930년대 r포투단 강」에서 의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결렬에 대해 고뇌 

하던 시기를 거쳐 플라토노프의 사랑에 대한 표상은 이 작품에 와서야 온전 

한 것 이 된다 나의 ‘필요와 그리 움’을 타자에 대 한 사랑의 ‘기 원’으로 보는 이 

바노프의 표상은 ‘자기애의 울타리’를 벗겨내고 그 곳에 타자를 자리 잡게 하 

기 위한 필연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혹한 전쟁의 체험이후 과거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자신에게만 유독 힘 

든 것이라고 생각한 이바노프가 아내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아픔을 자기의 것 

으로 느끼는 것은 소설과 영화 모두 마지막 순간에 발생한다 그것은 ‘자연의 

냄새가 났던 머리카락’을 지닌 마샤에게 돌아가려고 기차를 탔던 그가 넘어지 

면서도 기차를 따라 뛰어오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애처 

로워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히-고 눈을 감는 순간， 그는 ‘뜨거운 감각’을 느낀 

다. 

H caM n04yBcTBOBaJl, KaK lI<apKO y Hero CTaJlO B rpynH, 6ynTo cepnue, 3aKJl~ -
4eHHoe H TOMHBmeec~ B HeM, 6HJlOCb nOJlro H HanpaCHO BC~ ero lI<H3Hb H JlHmb 

Tenepb OHO npH6HJlOCb I!a cB060ny, 3anOJlHHB Bce ero cymecTBo TenJlOM H con

poraHHeM , (229) 



내밀한 기억의 물질 

그리고 그는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를 느꼈다. 마치 평생 그의 가슴 속 

에 갇혀서 지친 채 오랫동안 헛되이 뛰고 있던 심장이 지금에 와서야 따스함 

과 전율로 그의 모든 존재를 채우고 자유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오는 듯했다. 

123 

혼자만의 세계에 침잠되어 자신의 아픔만을 감각하던 이바노프의 수동성은 

이 순간에 극복된다.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 - 즉 가족이 공유했던 시간과 

과거의 삶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힘겨 

운 것임을， 그리고 아픔의 감각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의 

‘자기애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던 ‘타자의 삶’이 자유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온 

그의 ‘헐벗은 심장’과 접촉함으로써 말이다. 

OH y3HaJJ Bllpyr BCe , 4TO 3HaJJ npe ll<lle, ropa311o T04Hee 11 lleJlcTBIITeJJbHeJl. 

npe ll<lle OH 4yBcTBOBaJJ llpyry~ 1I<1I3Hb 4epe3 nperpallY caMoJJ~611 꺼 11 C06CTBeH 

Horo IIHTepeCa, a Tenepb BHe3anHO KOCHyJJC~ ee 06Hall<IIBWIIMC~ CepllueM.(229) 

그는 갑자기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훨씬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알아차 

렸다. 이전에 그는 타자의 삶을 자기애와 자신의 이익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만 느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헐벗은 심장으로 그것을(타자의 삶을) 접촉했 

다. 

여기에서 ‘자기애와 자신의 이익이라는 울타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플라토 

노프 특유의 메타포라 할 수 있다. 이바노프가 기억을 되찾고 타자에게 다가 

가는 것을 막고 있던 ‘물질’로서 ‘울타리 (nperpa.lla)'가 언급됨으로써 기억이라 

는 추상명사의 ‘물질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은 위에서 

언급했던 ‘변신’으로서의 플라토노프의 메타포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물리적인 장애물이 제거된 이후의 ‘헐벗은 심장’이라는 표현 역시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적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때) 

기억을 되찾는 과정， 존재하고 있는 과거를 되살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목 

적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프루스트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플라토노프에 

게 있어서도 과거를 되살리는 과정이 바로 ‘배웅’의 과정이며 ， 이 잃어버린 시 

간을 찾는 과정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41) 이다. 플라토노프에게 있어 미 

래는 전후 소비에트 사회에서 평범한 가족이 영위하는 일상적 삶의 모습이다. 

40) C. 504apoB (1994), 18 

41) 질 들뢰즈(1997) ， 2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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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플라토노프는 그것이 “단순 

한 전쟁의 결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 심장의 고뇌와 노력 

으로 획득된 것 (Ho 3TO He npOCTO 06peTeHO B pe3yJlbTaTe BOßHbl, 3TO 3aBOe

BaHO MyqeHHeM H Hanp~*eHHeM nOCTOηHblX qeJlOBeqeCKHX cepneu."42)이 라고 말하 

고 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의 주인공들이 이러한 형태의 가족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43) 

5. r아버지」의 오랜 r귀향』어| 대한 에필로그 

1940년대 중반 플라토노프는 「귀향」의 표현대로 ‘헐벗은 심장’으로 타자의 

삶을 감각하는 방식으로서의 소통을 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언어는 

그렇지만 ‘위대한 조국 전쟁’의 영웅적인 군인들이 ‘벨라루스 역으로 당당하게 

귀향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급급했던 당시의 문학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바노프의 모습 

은 반동적인 주인공들보다도 더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으며， 갈둥하는 아버지 

의 형상은 전후 소비에트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예르밀로프는 소설을 ‘저주받을 단편’으로， 이바노프를 ‘후안무치한 아버지’로 

맹렬히 비난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다음 비평가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거두어들인다. 1964년 “당신의 비평 중에서 실수라고 여 

겨지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레빈의 질문에 예르밀로프 

는 ‘플라토노프의 저주 받을 단편’이라고 답한다. “나는 플라토노프의 독특한 

예술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의 남다른 시적 언어를 듣고， 인간에 

대한 그의 슬픔， 그의 기쁨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삶과 예술이 지니는 현실 

적 복잡성과는 거리가 먼 잣대로 나는 그의 작품에 접근했던 겁니다."4이라고 

42) A. n. nJlaToHoB (1994), 455. 

43) 이것은 기형적이고 온진하지 못했던 플라토노프의 주인공들이 평범한 생활인으로 
태어나는데 걸린 시간이다. 한편 소셜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족 화해의 시간은 “나 

는 4년이 걸려서 당신에게 왔소. (~ weJl 'IeTblpe rO.lla 1< Teôe)" , “나는 전쟁 내내 당 
신을 기다렸어요. (.11 TeÕ5I lI<.llaJla BCIO BO싸iY.)"라는 이바노프와 류바의 연극 대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와 그녀의 긴 귀향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출 

처: 모스크바 예술극장 홈페이지 (www.mxat.ru/oerformance/ivanovfamil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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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비판했다. 

러시아에서 2차 대 전은 그야말로 세계 구원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해석된다. 

해마다 5월이면 영웅적 숭리， 비 극적 희생 둥을 낭만적 주조로 그려낸 영화들 

로 이를 회고해 왔다. 그러 나 2007년 5월 솔로보프는 평범한 인간이 전쟁에서 

겪은 영혼의 상처와 그를 치유하고 극복하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가로서 플라토노프에 주목하며 그를 포스트 소비에트 독자들과 조우 

하게 했다. 왜 이 작품이 여 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감독은 스스로 독자의 입 

장에서 말하고 있다. 바로 플라토노프는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 

로를 획득하는 결절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역사는 현대사를 

포함해서， 그 자체로， 결절의 역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쩌) 말하자연， 소설 

은 2차 대전 당시 한 군인의 단순한 귀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의 복원을 통한 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과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극복하며 타자의 삶으로 다가가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은 상 

황을 강제하는 ‘결절의 순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44) H. B. KopHHeHKo(1994ð), 475. 

45) "COJlOBOB 0 빼lIbMe"(httu씨!ww.otets .ru까1tm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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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e 

COKpOBeHHoe Be.eCTBO naN~TH: 

Ha NaTepHaRe paCCKa3a ßnaTOHOBa ~B03Bpa.eHHe~ 

H φHRbNa COROBOBa ~OTeQ~ 

IOH , IOH-CyH 

φHJlbM no pacCKa3y A. ll.JIaToHoBa ~B03BpameHHe :t> (l946) 6blJl CH.lIT B 2007 

ro.llY no.ll Ha3BaHHeM ~OTeu :t> pell<“ccepOM 11. COJlOBOBbIM. B npe.llnpHH.lI TOM HC-

CJle.llOBaHHH Mbl nblTaJlHC b npOaHaJlH3씨)OBaTb .llBa THna HappaTHBa, y KOTOpblX 

cymecTByeT O.llHa HappaT찌BHa.ll Jl“HH.lI . 

PaCCKa3 .lI BJl.lleTOI OL1IH!M H3 nOJleMH'IeCKHX npOH3Be.lleHH인 B n03 L1HeM TBOP

'1eCTBe n JlaTOHOBa. B 1920 - e rOLlbI nJlaTOHOBCKHe repOH He HMeJlH 6Horpa빼H， 

nOToMy ‘no He 6blJl0 y 바1X HH npell<HHX lI<H3He꺼HbIX HCTOpl깨， HH KOHKpeTHoro 

06pa3a BHeWHOCTH. OHH BCerL1a HaXO.llHJlHCb Ha L10pore, B npouecce nOHCKa '1ero

HH6YL1b. OL1HaKO B TaK Ha3bIBaeMOM TBOp'leCTBe nepHO.lla nOCT-YTonHH omymaeTc.lI 

HeKoe H3MeHeHHe: n JlaTOHOB COCpeL10TO'lHJlC.lI Ha lI<aHpe HOBeJlbI, H repOH npeL1-

CTa~T y*e B 06pa3e Jl~L1e때 nOJlHOueHHbIX, lI<HBbIX, KOTopble lI<HByT HOpMaJlbHoß ce 

MeßHofi lI<H3Hb~: y HHX e CTb L10M, KOTOPbIß .lI BJl.lleTC.lI opHeHTHpOM HX cy띠eCTBO

BaHH.lI. Tenepb OHH 60JlbWe He CKHTa~TC .lI， a B03Bpa띠a~TC.lI L10MOß. 

I1BaHOB .lI BJl.lIeTC .lI OL1HHM H3 TaKHX repoeB . nOCJle BOßHbl OH B03BpamaeTC.lI 

L10MOß, HO He cpa3y . 3TOT L10Jlr때 H T.lIlI<eJlblìí npouecc B03Bpa띠eHH.lI .lI BJl.lIeTC.lI 

npoueCCOM “nOHCKOB yTpa'leHHoro BpeMeHH " H Jle 'leHH.lI .llyXOBH。꺼 paHbI He TOJlb

KO I1BaHoBa, HO H I1BaHOBbIX. OnHpa.llCb Ha 5eprCOHa H npycTa, Mμ paCCMaTpH

BaJlH npouecc BOCCTaHOBJleHH.lI nOTep.llHHOìí naM.lITH KaK npouecc nOHCKa HCTHHbI 

H npeO.llOJleHH.lI caMoJl~6H.lI . ECJlH B paCCKa3e nOCpeL1HH'IeCKHM ‘BemeCTBOM’ TaKO

ro nOHCKa I1BaHOBa .lIBJl.lI eTC.lI 3anax , TO ‘BemeCTBO naM.lI TH’ B 빼JlbMe nOKa3μ

BaeTC.lI nO-L1pyrOMY. B OCHOBHOM '1epe3 L1BHlI<eHHe B3rJl.llL1a I1BaHoBa H ero COH, 

TO eCTb '1epe3 KHHeMaTora$H'IeCKHe HMHL1l1<H BOnJlOmaeTC.lI nOHCK repoeM npo띠

Jloro H BnOCJle .llCTBHH HCTHHbI. r JlaBHOe , 3TOT npouecc , KOTOpbIß , KaK Kall<eTC.lI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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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BblA B3rJB1ll , npHHaJl1le ll<HT npOWJJOMy , Ha CaMOM lleJJe HanpaBJJj!eTC j! B 6YllY

띠ee. KaK CKa3aJJ CaM ITJJaToHoB, TOJJbKO nOCJJe TaKOrO lloJJroro npo~ecca My4e 

HH j! H Hanp j!lI<eHH j! B03MO ll<HO CnaCeHHe OT paCnalla CeMbH. 

npo~ecc B03Bpa띠eHH j! HBaHOBa nOll06eH npo~eccy B03Bpa~eHHj! nHCaTeJJj! 

ITJJaToHoBa K 4HTaTeJJIO. He KaK HlleOJJOrH4eCKoro nHCaTeJJ j! , a KaK nHCaTeJJ j!, 

KOToporo BOJJHyeT TeMa llyXOBHblX My4eHHìí 4eJJOBeKa. B OTJ띠4He OT HlleOJJOrH-

4eCKHX , 3Ta TeMa He yXOllHT B 3a6BeHHe CO BpeMeHeM. PaCCKa3 nJJaTOHOBa 

B03Bpa~aeTC j! K 4HTaTeJJIO nOCTCOBeTCKOrO nep“。lla y ll<e B HOBOìí HnOCTaCH, B 

KHHeMaTorpa~H4eCKoìí ~Op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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