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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코프스키의 죽음과 복권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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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마야코프스키(В. Маяковский)는 흔히 ‘혁명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그렇게 평가되어 왔다. 마야코프

스키의 창작이 절정에 이르는 1910-20년 사이, 정치적 맥락으로서의 ‘혁명’이
라는 화관은 미래주의와 그 대표 시인이었던 마야코프스키에게 씌워졌으며, 
이는 시인에 대한 정치적 제 해석을 낳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당대 

유력한 정치권력이었던 트로츠키(Л. Троцкий) 역시 미래주의가 2월 혁명을 

준비하던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 탄생했으며, 그 역동적 행위, 공격과 파괴의 

혼란한 리듬, 행동주의적 현실 인식에서 이미 당대의 정치적 혁명세력으로부

터 향유될 가능성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 
혁명의 도래와 함께 문학사조로서 그 공식적 생을 마감했던 미래주의, 그

리고 스탈린 체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삶에 종지부를 찍었던 마야코프스키의 

비극적 운명은 이러한 시인과 권력 간의 긴장관계를 명시적으로 노출한 대표

적인 예이다. 일상의 틀과 전통적 가치체계의 전복이라는 혁명의 분위기 속

에서 새로운 형식의 창조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던 미래주의는, 역설

적이게도 혁명 이후 정권과의 불화로 인해 패주한 예술 사조로 자주 인식되

었고,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평가에서도 ‘시인과 권력’, ‘예술과 정치’식의 극

단적 이분법은 지속되었다.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재평가의 분위기는 1980년대 중후반 급변하는 사회·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년도 제2차 HK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러시아어과 강사.
1) Л. Троцкий(1991),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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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황 속에서 감지된다. 이 시기 소비에트 공식 모델에 대한 탈신화화

의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소비에트 작가에 고착화되었던 공식신화의 해체는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는 1935년, 사후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복권

된 후 수십 년간 소비에트 공식 시인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비평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카랍치예프스키(Ю. Карабчиевский)의 저서  

마야코프스키의 부활(Воскресение Маяковского)이 러시아에서 출간되고,2) 
1927년 첫 출판 이후 소비에트 시기 내내 빛을 보지 못했던 대표적인 반(反)
마야코프스키 시인이자 비평가인 셴겔리(Г. Шенгели)의 논문3) 또한 1990년 

문학의 제문제(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를 통해 출판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저작들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마야코프스키 비평의 ‘극단적 모델 

(крайние модели)’4)의 지속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혁, 개방 이후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재평가의 분위기, 즉 정치적 정전화

에 연유한 ‘명문집의 윤기(Хрестоматийный глянец)’를 제거하려는 시도와 

더불어,5) 수십 년간 비밀문서고(ЦК КПСС)에 소장됐던 수많은 기록들, 특히 

마야코프스키의 개인적 삶에 관한 릴리 브릭(Лили Брик)을 비롯한 동시대인

들의 회상록과 그의 죽음에 대한 형사기록이 공개되었으며,6) 시인의 비극적 

자살과 그 정황에 대한 연구7) 및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8)

2) 1985년 뮌헨에서 처음 출판된 카랍치예프스키의 저서는 1986년 파리에서 달리  
(Дал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야코프스키를 종교와 무신론의 경계에 위치한 ‘미
신의 시인’으로, 그 주된 모티브의 양극단을 ‘모욕에서 증오로, 불평에서 복수로, 
고통에서 폭력으로’ 규정하는 이 저서는 1990년 소련에서 출판된 후 커다란 파장
을 불러일으켰다.(Ю. А. Карабчиевский 2000: 7-190) 

3) Г. Шенгели(1990), 18-69.
4) 셴겔리와 호다세비치(В. Ходасевич)에서 연원한 마야코프스키 연구에 있어서의 ‘극

단적 모델’의 대표적 예로는 Ю. А. Карабчиевский(2000); А. К. Жолковский
(2005); Л. Аннинский(2004) 등이 있다.

5) 소비에트 비평가 미하일로프(А. Михайлов) 역시 20세기 문학사에 있어 수십 년간
의 공백을 메우고 마야코프스키로부터 ‘명문집의 윤기’를 제거할 가능성과 그 의
무를 제시한다. А. А. Михайлов(1990), 4-7 참조.

6) С. Е. Стрижнева(ред.)(2000/2005) 참조.
7) А. В. Маслов(2004); Б. Сарнов(2007); Ю. Семенов(2007), 437-478; С. В. Констан- 

тинов(2008), 77-83; В. Радзишевский(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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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지속된 미래주의와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그 

자체로 마야코프스키의 삶과 창작에 대한 재평가의 지속적 가능성을 의미하

는 것이며, 이 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있다. 2000년대 들어 마야코프스

키 연구는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상호텍스트적 대화라는 문화적 맥락으로 확

장되어 왔으며, 러시아 종교철학에서 1920년대 문학논쟁에 이르는 마야코프

스키 창작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문학적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마야코프스키 탄생 

12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소재 마야코프스키 국립 박물관(ГММ)과 소비에트 

문학 연구로 정평이 나 있는 고리키 세계문학 연구소(ИМЛИ)가 공동으로 

‘마야코프스키와 그의 시대(Маяковский и его время)’라는 주제의 국제학술

대회를 주최했으며, 여기에 참석한 세계 각지의 아방가르드 및 마야코프스키 

연구자들의 관심은 확장된 문화맥락에서의 최근 마야코프스키 연구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를 즈음하여 마야코프스키의 삶에서의 ‘마지막 

이틀’을 재구성한 8부작 드라마 ‘마야코프스키. 이틀’이 문화채널(ТВ-Культура)
을 통해 방영되었음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9)

미래주의의 문화적 가치와 마야코프스키의 문학적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야코프스키의 전기적 측면, 특히 죽음에 대한 

논의는 ‘삶의 시학화’ 또는 ‘문학적 사실’로서의 죽음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죽음 이후의 삶, 즉 복권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최근 러시아 내의 연

구에서 보듯 공식화된 ‘자살’의 이면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즉 마야코프

스키의 삶이라는 찻잔을 채운 ‘마지막 한 방울(последняя капля)’10)에 대한 수

많은 가설들이 생겨났다. 본 논문에서는 죽음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최근 러시아 내에서 개진된 시인의 죽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인의 존재론

적 위기’라는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스탈린 시기에 이루어진 

8) 마야코프스키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 저서로는 В. И. Скорятин(1998)
이 있으며, 2002년부터 기획된 ‘세기의 비밀들(Тайны века)’ 시리즈 중 하나인 다
큐멘터리 영화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시인의 죽음(Владимир Маяковский. Смерть 
поэта)’이 2004년 ‘1채널’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영화는 http://www.youtube.com/ 
watch?v= MzXFJcC1leg (검색일: 2013.10.15)에서 볼 수 있다. 

9) А. Инин, Н. Павловская(2011)을 시나리오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는 http://www. 
youtube.com/watch?v=FCsF99-INXE(검색일: 2013.10.9)에서 볼 수 있다. 

10) Г. Чхартишвили(200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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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천재적 개인으로서의 시인과 소비에트 정치권력 

사이에 내재했던 역학관계와 ‘복권의 정치성’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2.� 예술과 정치,� 그리고 시인과 정치권력의 대화

러시아 삶에 있어서 문학은 다분히 문학 이상의 가치를 지녀왔으며, 작가

의 지위 또한 특별한 정치·사회적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문학(작가)이 존재

하는 한 문학과 정치, 작가와 권력 간의 역학 관계는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

고, 이러한 경향에 있어 혁명 이후 소비에트만큼 작가와 정치, 인간의식의 

지배형태로서의 문학과 현실지배형태로서의 정치 간의 다층관계가 첨예하게 

노출된 시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 시기 작가들의 권력으로의 영합

과 그로부터의 독립은 작가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

고, 각 시기에 따른 소비에트 작가들의 작품과 그 삶에 대한 평가는 변형과 

신화화가 반복된 노정이었다. 
작가권력의 문제 뿐 아니라 예술과 삶, 작가와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삶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근원적 인식을 소유했던 미래주의로부터 그

것이 절대적으로 표면화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문화 

전체에서 전면화된 화두였다. 상징주의와는 달리 러시아 미래주의는 예술로

부터 기인된 자신들의 창조의지를 ‘이 세계’의 차원으로 전이하여 현실의 재

창조와 새로운 건설을 요구했으며, ‘2차 미래주의’라 불리는 ‘레프(ЛЕФ)’ 또

한 대중문화의 질료들을 예술작품으로 포섭하거나 특정 정치 프로그램에 개

입하고 앞장섬으로써 예술과 삶의 구분을 철폐하려 했다.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 또한 맑스주의적 ‘생산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미학 

사상이었던 아방가르드에 있어 예술은 ‘삶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삶의 창조

(жизнетворчество)’, ‘삶의 건설(жизнестроение)’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작용

했다. 이러한 토대 하에 20세기 초반 러시아 문화사에 있어서 독자적 흐름을 

형성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혁명과의 이념적 관계, 그 사회적 맥락이라는 

특성상 정치성을 배제하고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나마 

아방가르드의 방향은 기존 질서의 타파와 새로움의 창조라는 모토를 공산주

의적 혁명 분위기의 일환으로 끌어들이려던 당국의 의도에 부응하여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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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까닭이다. 즉, 독특한 형식미에 대한 예술적 지향으로서의 ‘순수예술’의 

영역에 삶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욕망의 반영으로서의 ‘정치적 급진주의’
가 교차하며 수많은 정치미학적 해석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아방가르드 예술에 있어서 질료의 점유의지와 그 예술가에 의해 확립된 

법칙에 따른 예술의 구조는 권력의지와의 직접적인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이

며, 이는 예술가와 사회의 갈등에 근원으로 작용했던 것”11)이라는 그로이스

(Б. Гройс)의 지적처럼, 예술로부터 유래한 이들의 아방가르드적 지향은 낡은 

현실과의 투쟁이자 세계에 대한 예술가의 질료적 인식이며, 예술 내의 독재

를 넘어 새로운 일상의 창조에 있어서의 무한권력에 대한 지향으로 비춰지기 

충분했던 것이다. 러시아 미래주의 시인 흘례브니코프(В. Хлебников)의 필명 

벨리미르(Велимир)의 의미에서 보듯,12) 아방가르드는 그 자체로 예술가의 세

계 권력에 대한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로이스를 비롯한 서

구 연구가들13)이 좌파 성향의 예술가들, 특히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유토피아 개념을 소유했던 미래주의

자들에게서 스탈린주의의 결정적 근원과 역할을 발견해 내고자 했던 것도 무

리는 아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파시즘과의 연관성 하에 미래주의를 비판

한 벤야민(W. Benjamin)의 견해에 전적으로 빚지고 있다. 아방가르드와 스탈

린주의의 계승 관계에 대한 이들의 관점에 있어서, 아방가르드가 ‘예술(미학)
의 정치화’라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정치의 미학화’이다.14) 세계 자체를 예

술적 질료로 인식했던 또 다른 이름의 예술가 스탈린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문학(특히 자신을 비호하는 소비에트 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15) 심지

11) Б. Гройс(1993), 14.
12) 1909년부터 사용된 흘례브니코프의 필명(Велимир)은 남슬라브어로 ‘거대한 세계

(большой мир)’를 의미한다. ‘미래인(будетлянин)’, ‘극장의 볼거리(зерцог)’, 그리
고 시 ｢웃음의 주문(Заклятие смехом)｣에서의 언어유희 등 어근을 통한 다양한 
‘신조어창조’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의 필명이 ‘세계의 통치자(Повелитель мира)’
로 해석될 근거는 충분하다.

13)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Б. Гройс(1993); Х. Гюн- 
тер(2000); Ф. Серс(2004); Б. Менцель(2000); М. Заламбани(2006)를 참조하라. 
이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변현태(2013)가 있다.

14) 서구연구자들이 아방가르드에 적용한 ‘미학의 정치화’는 벤야민의 ‘예술의 정치화’
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들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는 변현태(2013), 
7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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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젊은 시절 시를 쓰기도 했으며, 스스로 작가를 자처했음은 우연이 아니

다. 그는 언어와 문체라는 권력의 직접적 도구로써 ‘소비에트를 편집하고,’ 
‘자신의 국가를 위한 본질적인 텍스트를 창조’했다.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주의 시인으로서 혁명 이후 ‘공산주의적 미래주의

(콤푸트: Комфут)’,17) 그리고 20년대 ‘레프(ЛЕФ)’와 운명을 함께 했으며, 결

국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작가연합(라프: РАПП)’ 가입과 함께 생을 마감했던 

마야코프스키의 존재론적 측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미래주의와 마야코프스

키는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에 과도하게 이끌리기도, 철저하게 고립되기

도 했으며, ‘정권의 신임장’이라 할 수 있는 ‘라프’ 가입 이후에도 그룹의 내

부에서는 여전히 ‘은폐된 동반자(скрытый попутчик)’18)일 뿐 이었다. 이렇듯 

‘예술의 정치화’와 ‘정치의 미학화’의 의미적 영역은 미래주의에서 ‘레프’를 

거쳐 사후 복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야코프스키 삶과 창작의 전반을 관통

한다. 이에 혁명 이후 1920년대 마야코프스키와 정치권력(레닌, 스탈린) 간의 

관계와 상호대화는 마야코프스키 복권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다음은 마야코프스키가 레닌 생전에 쓴 그에 대한 유

일한 시 ｢블라디미르 일리치!(Владимир Ильич!)｣(1920)의 마지막 구절이다. 

Я / в Ленине / мира веру / славлю / и веру мою. // Поэтом не быть 
мне бы, / если б / не это пел ―/ в звездах пятиконечных небо / 

15) М. Вайскопф(2002: 17-23)에 따르면, 스탈린의 문학적 소양은 과대평가되었던 것과
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했다. 스탈린은 푸쉬킨, 레르몬토프,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등의 러시아 고전문학보다 당대 좌경급진적인 평론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고골과 살트이코프-시체드린 등 고전적 풍자가의 작품에 관심을 기울였
으며, 이는 초기 스탈린 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6) М. Вайскопф(2002), 7.
17) 1919년 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된 ‘콤푸트’는 공산주의와 미래주의의 합성어로 혁

명 이후 볼셰비키 문화정책의 ‘반혁명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이데
올로기’로서의 ‘영혼의 혁명(Революция Духа)’을 제시했던 미래주의 단체이다. 
‘국가의 공식예술’로서 ‘인민계몽위원회의 조형분과(Наркомпрос ИЗО)’에서 권력
을 행사하려 했으나, 바로 그해 반(反)미래주의의 비판에 직면했고, ‘새로운 것을 
가장하고,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문화를 빙자하여 초자연적이고 무의미한 무언가를 
늘어놓는 이들’로 규정한 레닌의 비판 이후 ‘인민계몽위원회’에서의 영향력은 완
전히 축소되었다.(Б. Янгфельдт 2009: 151-157) 

18) С. В. Константинов(200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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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езмерного свода РКП.(2: 34)19)

나는 / 레닌에게서 / 세계의 신념과 / 나의 신념을 / 찬양하노라. // 만일 / 
이에 대해 노래하지 않는다면 / 나는 시인이기를 멈춰야할 것이니. / 오각별
들 속에는 / 러시아 공산당의 무한한 아치의 창공이 있네.

다분히 정치적인 볼셰비즘적 찬양에도 불구하고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레닌

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혹독했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수많은 당대 권력자들의 

회상에 따르면,20) 레닌에게 있어 마야코프스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열광

적으로 스며들었지만 혁명과 진정 화합하지 못한 ‘혁명적 개인주의’의 무례

한 미래주의 시인일 뿐이었으며,21) 이에 미래주의의 징후가 남아있던 1918년

의 시들은 응당 레닌의 혹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레닌에 비해 마야

코프스키와 미래주의에 호의적이었던 트로츠키 역시 10월 혁명에 대한 마야

코프스키의 몰이해를 비판하면서 혁명의 광장과 거리를 자기 자신으로 채우

는 ‘마야코프스키 동형론(Маяко-морфизм)’적 작가인식, 그리고 ‘역사를 허물

없이 대하고 혁명을 ‘너’로 지칭하는’ ‘개인주의적이며 보헤미안적 오만’의 

위험성을 지적한다.22) ‘블라디미르 일리치 동지에게. 콤푸트의 인사를 보내

며.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Товарищу Владимиру Ильичу. С комфутским 
приветом. Владимир Маяковский)’라는 서명과 함께 레닌에게 헌사됐던 마

야코프스키의 ｢1억 5천만(150000000)｣(1919-1920)에 대해 ‘무뢰한적 공산주

의(хулиганский коммунизм)’라고 답했던 레닌의 평가는 미래주의와 마야코

프스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명징한 예이다.23) 
미래주의에 대한 레닌의 확고부동한 부정적 태도와는 달리, 마야코프스키

가 미래주의적 외피에서 탈피하던 1922년 이후 레닌의 유화적 태도 또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시 ｢회의광들(Прозаседавшиеся)｣에 대

해 레닌은 이렇게 쓴다.

19) 마야코프스키의 작품 인용은 В. В. Маяковский(1955-1961)를 따르며 본문 속 괄
호 안에 권수와 쪽수로 표기함. 

20) 마야코프스키를 향한 레닌의 비판에 대한 유력인사들의 회상에 대해서는 С. Констан-
тинов(2008), 78-80 참조. 

21) Л. Троцкий(1991), 118-119.
22) Л. Троцкий(1991), 120.
23) ｢1억 5천만｣에 대한 루나차르스키와 레닌의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는 Е. И. Наумов

(1958), 210-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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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나는 우연히 이즈베스티야에서 정치테마에 대한 마야코프스키의 
시를 읽었다.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의 시적 재능의 숭배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행정적 견지에서 이
토록 만족감을 느껴본 지 오래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회의(會議)를 모
조리 비웃고 줄곧 회의(會議)만 지속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조롱한다. 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보증한다.24) 

레닌은 이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를 통해 당면한 과제와 정치적 반

향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의미의 단편적 평가일 뿐, 그는 여전히 

마야코프스키의 ‘시적 재능의 숭배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마야코프스키로 대

표되던 미래주의 시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럼에도 레

닌의 임박한 죽음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1923년 마야코프스키는 레닌의 

‘의지’, ‘언어’ 그리고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의 ｢우리는 믿지 

않는다(Мы не верим)｣를, 레닌 사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사시 ｢블라

디미르 일리치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1924)과 ｢레닌 동지와의 대화

(Разговор с товарищем Лениным)｣(1930)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레닌과 마야코프스키 간의 명료한 관계와는 달리, 스탈린과 마야코프스키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둘의 개인적 만남, 마야코프스키에 대

한 스탈린의 태도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증언, 또는 개인적 서신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미래주의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판, 즉 미래주의의 오만함을 

니힐리즘적 반미학이나 정치적 해악으로 간주했던 볼셰비키적 관점, 그리고 

‘좌파적’ 성향에 대한 원천적 거부라는 스탈린주의의 예술정책을 고려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마야코프스키

는 과거 ‘콤푸트’의 지지자였고, 당시 ‘레프’의 창시자이자 리더였던 터이다. 
둘의 조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1930년 1월 21일 볼쇼이 극장에서 개최된 

레닌 추모행사에서 마야코프스키가 자신의 서사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의 일부를 낭송했고, 스탈린은 이에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는 사실 뿐이다.25) 
레닌에게 그러했듯 마야코프스키가 스탈린에 대한 시를 쓴 것도 아니었다. 이 

둘의 대화는 일종의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레

닌에 대한 마야코프스키의 서사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 시에서 각운에 의해 ‘스탈린’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

24) Е. И. Наумов(1958), 213에서 재인용.
25) Б. Сарнов(2010), 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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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ас / вызывает / товарищ Сталин. / Направо / третья, / он / там. ― / ― 
Товарищи, /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 Чего стали? / В броневики / и на 
почтамт! ― / ― По приказу / товарища Троцкого! ― / ― Есть!(6: 281-282)

스탈린 동지가 / 그대들을 / 호출한다. / 오른쪽 / 세 번째, / 그곳에 / 그가 있
어. ― / ― 동지들, / 멈추지 마시오! / 무엇하고 있소? / 장갑차를 타고 / 중앙
우체국으로! ― / ― 트로츠키 동지의 명(命)에 / 따르시오! ― / ― 알겠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정치인들과 저명인사들의 성을 통한 각운은 마야코프스키의 

작품, 특히 1920년대 그의 정치선동시에서 볼 수 있는 주된 특징이다. 다만 스

탈린이나 레닌 뿐 아니라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인사들까지도 각운을 통해 나

열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러시아 시적 전통에서 향유되는 각운을 통한 각 

대상들의 의미화라기보다 사실에 대한 세부적 나열에 가까워 보인다. 사르노프

(Б. Сарнов)는 스탈린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음을 지적한다. 시에 자신의 성

이 언급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거니와, 수많은 정적들(위의 시에서는 트로츠

키)과 동일선상에서 자신의 성이 언급된다는 점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

다. 여기서 우리는 1924년에서 스탈린 시기 전반에 이르는 이 시의 출판 과정

에서 특정 시구의 부분(‘트로츠키 동지의 명(命)에 / 따르시오!’)이 검열에 의

해 삭제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혁명 당일 볼셰비키 혁명

의 참모부인 ‘스몰느이(Смольный)’의 긴박함을 묘사한 이 시에서 혁명의 주인

공은 오직 한 명으로 제시된다(사르노프에 따르면 혁명 당일 스탈린은 스몰느

이에 머물지도 않았다).26) 호출을 하는 이도, ‘장갑차를 타고 중앙우체국으로’ 
갈 것을 명령하는 이도 다름 아닌 스탈린이며, 결국 ‘스탈린 동지가 그대들을 

호출한다’는 구절은 혁명의 주인공으로서, 레닌의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정당성

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4년은 마야코프스키와 스탈린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으로는 레닌 사후 후계에 대한 권력 

다툼이 절정에 달했으며,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완성된 시기와도 일치

한다. 레닌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탈린은 스스로가 10월 혁명의 주도

자가 되어야했으며,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트로츠키의 역할을 

축소하고 혁명에 있어서의 트로츠키 신화를 거부하고 해체해야만 했다. 사르

노프에 따르면 이 시에 대한 스탈린의 관심은 1919년 미국의 공산주의 성향

26) Б. Сарнов(2010), 193-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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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널리스트 존 리드(J. Reed)의 러시아 혁명에 관한 저서 세계를 뒤흔든 

열흘(Десять  дней, которые потрясли ми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27) 레

닌 스스로가 서문을 통해 ‘10월 혁명에 대한 진정한 묘사’라고 인정했던 이 

저작에서 트로츠키는 혁명의 주요인사로 등장함에도 정작 스탈린 자신은 언

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마야코프스키의 시를 대하는 스탈

린의 관점과 정치적 의도는 명확해진다.
사실 묘사에 입각한 각운으로서 ‘스탈린’이 명시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

닌｣에 비해 1925년의 시 ｢집으로!(Домой!)｣와 1930년 ｢레닌 동지와의 대화｣
에서 스탈린에 대한 마야코프스키의 태도는 더욱 분명하게 표출된다. 시 ｢집

으로!｣에서 역시 ‘스탈린’ 각운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Я хочу, / чтоб к штыку / приравняли перо. / С чугуном чтоб / и с 
выделкой стали / о работе стихов, / от Политбюро, / чтобы делал / 
доклады Сталин.(7: 94)

나는 원한다. / 펜이 / 총검에 필적하기를. / 시 작업이 / 주철의 생산과 함께 
/ 정치국에서 / 다루어지기를. / 스탈린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 작성하기를.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다분히 비판적인 어조를 띠는 이 시의 전체적인 맥

락을 고려할 때, 공업화와 시의 생산이 동일시되기를 바라는 마야코프스키의 

언급의 이면에는 예술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차원의 스탈린 정책과 

함께 시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는 스탈린 개인에 대한 우회적 조롱이 놓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레닌 동지와의 대화｣에서 시적 화자는 스탈린 시기에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속될’ ‘끔찍한 과업’에 대한 ‘사적’ 보고 형식을 

통해 스탈린 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28)

이렇듯 스탈린과 마야코프스키의 관계에 있어서 둘 간의 대화는 적극적이

지 못했으며, 서로에 대한 관점은 매개체로서의 레닌에 관한 시를 통해 짐작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야코프스키의 죽음 이후 스탈린은 마야코프스

키의 시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스탈린의 일방향적인 말

이었으며, 둘 사이에는 또 하나의 ‘매개적 존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27) Б. Сарнов(2010), 185-187 참조.
28) “Товарищ Ленин, / я вам докладываю / не по службе, / а по душе. / Товарищ 

Ленин, / работа адовая / будет / сделана / и делается уже...”(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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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인의 죽음.� 우연성과 합법성의 경계에서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이 러시아 문화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시인으로서의 존재론적 가치와 정권의 하수로서의 시인의 실존 사이에서 결

국 자신의 재능을 재물로 하여 국가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천재적 시

인의 비극적 운명, 그리고 그가 속했던 암울한 소비에트 시대상에 대한 확인

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는 1930년 4월 이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아방가르드

는 종언의 길로 접어들었고, 러시아 문화사에 있어 공백이자 오명으로 자주 

평가받아왔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도래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이 

지니는 문화사적 함의를 뒷받침한다.
마야코프스키 사후 공식화된 자살의 원인은 연인과의 불화, 창작적 실패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정신병적 요소 등 시인의 개인적인 측면과 결부되어졌

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1929년 파리행 비자 거부, 그와 동시에 접하

게 된 프랑스 이민자 타티아나 야코블례바(Т. Яковлева)의 결혼 소식, 그의 

마지막 희곡 ｢목욕탕(Баня)｣(1930)에 대한 혹독한 비평, 그리고 죽음 직전까

지 함께 했던 베로니카 폴론스카야(В. Полонская)와의 불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마야코프스키 작품에서 끊임없이 제시되었던 자살에 대한 예언적 시구

들과 함께 마야코프스키의 유서(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

다)는 그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짓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야코프스키의 창작, 특히 미래주의 시기의 작품에서 죽음의 모티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현된다. 첫 번째는 시인으로서의 죽음, 즉 메타적 자아의 

죽음이며(이는 다분히 종교적, 제의적 성격을 띤다), 두 번째는 실존적 죽음

의 직접적인 암시로 제시된다.

А сердце рвется к выстрелу, / а горло бредит бритвою.(1: 255)
심장은 총알을 향해 달려 나가고, / 목구멍은 면도날에 몰두한다. 

«Она — Маяковского тысячи лет: / он здесь застрелился у двери лю-
бимой». / Кто, / я застрелился? / Такое загнут!(1: 269)

“천여 년 간 마야코프스키 거리였습니다. 그는 연인의 문 앞에서 권총
으로 자살했어요.” 누가? 내가 권총자살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마야코프스키의 삶과 창작에서 ‘죽음’이라는 테마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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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시학’으로 점철된 초기(혁명 이전) 창작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초기 창작에서 극대화된 서정적 ‘나’는 진정한 대화상대를 상실한 채 

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타의 미래주의자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했던 시인은 진정한 대화상대로서의 ‘당신들’을 갈구하

지만, 이는 호소가 아닌 창조적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인인 ‘나’
와 무능력한 ‘당신들’에 대한 자기규정일 뿐이다. 러시아의 ‘차라투스트라’를 

자처하는 시인은 기존의 예술형식과 가치에 익숙해진 대중에게 무례하리만큼 

새로운 가치를 강요하면서도, 결국 그리스도 신화를 찬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짓밟힌 자신의 영혼을 세인들에게 깃발처럼 건네주는 희생자가 되기

를 마다치 않는다. 이렇듯 혁명 이전 작품에서 주가 되는 모티브는 실제적 

자살이 아닌 ‘제의적, 희생적’ 죽음이다. 그럼에도 창조주-시인으로서의 자신

을 이해 못하는 대중들과의 화해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중으로

부터 유리된 ‘나’의 분신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비대해진 ‘나’에게 있어 현

실에 대한 아이러니는 극대화된다. 미래주의 시인으로서 ‘나’와 대중, 예술과 

삶의 경계에서 여일하게 지속되는 아이러니적 유희, 그리고 자살에 대한 사

유는 어찌 보면 시인의 존재와 시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도구였다. 
“한계에 다다른 주체의 자기 파괴이자, 신을 상실한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자유”29)로서의 극단적 아이러니는 시인을 ‘삶의 시학화’ 과정, 즉 자발적 죽

음으로 이끈다. 이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있어 작품의 영원성을 위해 자신

의 작가를 살해할 권리를 획득하는 창작물30)과 새로운 독자의 탄생을 위해 

“마땅히 저자의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했던”31) 예술가와 창작에 관한 포스

트모던적 함의와도 맞닿아있다. 또한 이는 “삶의 종결이 시적 전통의 발단을 

의미하는”,32) 작가의 죽음을 대하는 ‘문학적 사실’로서의 러시아적 인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33) 
시와 일상의 경계를 제거하여 자신의 삶을 시화하고 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기념비를 남기려했던 시인에게 있어서 극단적 서정성과, 그로 인한 ‘비
극성’, ‘자살’ 자체는 근본적인 시적 도구이자 유희의 대상이었다. 삶이라는 

29) С. Зенкин(1994), 16. 
30) 미셸 푸코(1997), 163 참조.
31) 롤랑 바르트(1997), 145.
32) Ю. Лотман(1998), 195.
33) ‘문학적 사실’로서의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에 대해서는 김진영(2013), 3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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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비극 속에서 마야코프스키의 초기 창작은 향후 자신의 삶에 부과될 

슈젯을 예견하며 자신의 운명적 결말을 규정하는 ‘프롤로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 말’에 대한 끊임없는 지향과,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죽음이

라는 사건에 대한 시인의 자기인식은 ‘자신의 척추 플룻’을 연주하는 예술적 

행위와 실존적 죽음의 합일을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Все чаще думаю ― / не поставить ли лучше / точку пули в своем 
конце. / Сегодня я /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 даю прощальный концерт. // 
<...> / Я сегодня буду играть на флейте. /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озвоночнике. 
(1: 199) 

거듭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나의 말년에 총알의 마침표를 / 찍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오늘 나는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 고별 연주회
를 열 것이다. // [...] / 나는 금일 나의 척추로 / 플룻을 연주할 것이다.

‘자살의 유희’는 마야코프스키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

했다. 릴리 브릭은 마야코프스키가 자신의 삶에서 두 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

한 적이 있으며, 그의 자살을 “가장 좋지 못한 조건 하에 닥쳐온 만성병”34)

이라 회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현대 작가 아쿠닌(Б. Акунин)은 

1930년 4월의 총성은 진지한 자살의 시도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자살 

놀이(игра в самоубийство)’중 하나로 규정하기도 한다.35) 
결국 마야코프스키의 삶은 실존적 ‘나’와 메타적 ‘나’사이의 격렬한 투쟁 

과정으로 수렴된다. 초기 창작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와 죽음의 모티브에서 

보듯 혁명 이전 미래주의 시기에 메타적 ‘시인’이 우세했다면, 혁명 이후 이 

‘시인’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혁명 이후 12년간의 마야코프스키 창작과 삶에 

주목하고 그의 자살을 메타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츠베타예바(М. Цветаева)의 

다음의 지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2년간 지속적으로 인간 마야코프스키는 시인 마야코프스키를 죽여 
왔고, 13년 째 되던 해 시인이 일어나 인간 역시 죽였다. 만일 이러한 
삶에 자살을 말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며, 단발
의 방아쇠의 결과가 아닌 12년간의 삶에서 지속된 것이다. [...] 그는 인
간으로 살았고 시인으로 죽었다.36)

34) Л. Брик(2003), 134.
35) Г. Чхартишвили(2006), 319-320 참조.



러시아연구 제23권 제2호172

시적 분기점으로서의 혁명 이후 마야코프스키의 창작은 정치적 색채와 더

불어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레프’적 반(反)서정성과 반(反)
시학성, 저널리즘적 지향에서 기인한 선동, 사회·정치 평론으로 일별되는 ‘사
실의 문학(Литература факта)’은 흘례브니코프와 크루쵸늬흐(А. Крученых)등 

미래주의자들이 진지한 시학적 의미로 간주했던 ‘그 자체로서의 말(Слово как 
таковое)’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이 시기 선동시, 포스터와 광고

작업은 동시대인들 뿐 아니라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시학적 변질이라 비판받

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혁명 이후, 특히 1920년대 마야코프스키 창작의 또 다른 형식은 바로 풍자

였다. 소시민과 관료주의라는 소비에트의 견고한 일상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풍자, 그리고 그에 대한 ‘라프’의 비판은 마야코프스키와 당국 간의 불화와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마야코프스키의 1930년 풍자극 ｢목욕탕｣ 상연의 

실패는 마야코프스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

다. 풍자의 대상이 모호하면서도 소시민들의 부르주아적 근성에 대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던 풍자극 ｢빈대(Клоп)｣(1929)와는 달리, ｢목욕탕｣에

서의 관료주의에 대한 조롱은 현정부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었고 그 

풍자의 대상이 너무도 명백했기에 관객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던 것이

다. 거센 비판의 목소리 역시 ‘라프’의 몫이었으며, 그 리더였던 리베진스키

(Ю. Либединский)는 당기관의 관료주의에 대한 과장의 극단성과 그것이 초

래할 위험성을 언급했다.37) 결국 마야코프스키의 ‘라프’ 가입은 미래주의적 

보헤미안 시인과 ‘정권의 신임장’을 소유한 소비에트 시인 사이의 존재론적 

본질에서 오는 극단적 딜레마의 결과였다. 마야코프스키의 오랜 지인인 예술

가 안넨코프(Ю. Анненков)는 1929년 파리 여행길에서 있었던 그와의 마지

막 대화를 이렇게 회상한다38).

마야코프스키는 내게 언제 모스크바로 돌아갈 것인지를 물었다. 난 예술
가로 남고 싶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
다. 마야코프스키는 내 어깨를 툭 쳤고, 갑자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쉰 목소

36) М. Цветаева(1932а).
37) Edward J. Brown(1982), 42 참조.
38) 1929년 이미 소비에트 문학의 헤게모니는 ‘라프’에게 있었고, 이러한 문학의 종속

적 상황에서 마야코프스키가 해외여행을 자주 했음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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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말했다. “나는 돌아갈 거야... 난 이미 시인이기를 포기했으니까.” 그리
고 나서 실로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마야코프스키는 울음을 터뜨리고 겨
우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난⋯⋯ 관리일 뿐.”39)

마야코프스키의 자살은 그 자체로 기념비주의, 정신병리학적 현상, 문학적 

사실로서의 죽음, 포스트모던적 사유 등과 관련된 수많은 해석들을 낳았다. 
‘자살’로 인해 마야코프스키의 삶과 창작의 경계는 소멸되고 그의 삶은 그야

말로 ‘시학화’되고 그의 창작은 ‘신화화’되었다. 
첨언하자면, 이러한 시인의 죽음에 대한 논의의 일반화 경향과 더불어 ‘소

비에트 공식신화의 해체와 재평가’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에 대한 의혹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타살’로 규정하는 스코랴틴(В. Скорятин)의 1998년 저

서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죽음의 비밀(Тайна  гибели Владимира Мая- 
ковского)은 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저자가 마야코프

스키의 죽음과 관련하여 타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40) 주목하

는 부분은 마야코프스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릴리 브릭의 특

별한 역할과 그녀가 추구했던 목적에 대한 해명이다. 비록 범인에 대한 지목

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음에도, 저자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마야코프스키 

죽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으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했고, 결국 그

의 복권이 누구의 이익이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시인의 자살에 대한 

소비에트 공식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복권.� 릴리 브릭과 스탈린

마야코프스키의 삶과 창작에 있어서 ‘사랑’의 테마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의 작품의 상당부분은 특정 ‘여인’에 헌사되었다. 동시대의 문학가이자 회

39) С. Константинов(2008), 83에서 재인용. 
40) 스코랴틴이 제시하는 타살의 증거는 릴리 브릭의 측근이자 국가보안부(ОГПУ)의 

핵심간부 아그라노프(Я. Агранов)의 사건당일 행적, 1989년 공개된 마야코프스키
의 데드마스크의 부러진 ‘코’ 부분, 시신 부검 기록, 즉 셔츠의 총상의 방향 그리
고 유일한 목격자인 책 대출원의 증언 등이 있다. В. И. Скорятин(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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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작가인 긴즈부르그(Л. Гинзбург)는 심지어 마야코프스키에게 ‘사랑을 

제외한 그 어떤 외적인 전기가 없음’41)을 지적한 바 있다. 작품 속에서도 연

인과의 ‘이별’은 시적 화자에게 극대화된 고통이 되며, 나아가 이는 우주적 

세계인식으로 확장되어 세계의 파멸과 동일시되고, 현실의 부조리와 혁명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근원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1915년 ｢바지입은 구름(Облако в штанах)｣이 릴리 브릭에게 헌사되고 브

릭 부부의 후원으로 출판된 이래 마야코프스키의 평생의 연인이자 뮤즈로 공

식화된 릴리 브릭은 마야코프스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1925
년 둘의 공식적인 결별 이후 마야코프스키는 국립출판사(ГИЗ)의 편집위원이

었던 브류하넨코(Н. Брюханенко)를 만나게 되지만 릴리 브릭은 둘의 결혼에 

대해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힌다. 1927년 마야코프스키는 릴리 브릭의 동생이

자 후에 루이 아라공의 아내가 된 엘자(Эльза Триоле)로부터 프랑스 이민자 

타티야나 야코블레바를 소개받지만, 둘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모스크

바 예술극장(МХАТ)의 여배우 베로니카 폴론스카야를 그에게 소개한 이 또

한 바로 릴리 브릭이었다(타티야나는 릴리 브릭을 제외하고 마야코프스키가 

시를 헌사했던 유일한 여인임을 상기하자). 폴론스카야는 릴리 브릭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그녀는 마야코프스키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영원히 남고 싶어 했다. [...]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발로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귀국한 후 주변인들에게 내게 헌사하지도 않은 새로운 시를 낭송해주기 시작
했지요. 내게 보고도 없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내가 
있는데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옆에만 앉아 당신을 만지려고만 했지요.”42)

릴리 브릭은 마야코프스키의 주변과 그의 삶의 중심에 끊임없이 가담하며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권력’43)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마야코프스키의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릴리 브릭에 대한 논의에 앞서 마야코프스키 사후 몇 년간 지속됐던 그에 

대한 소비에트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마야코프스키의 

41) Л. Гинзбург(2002), 127.
42) В. Полонская(1993).
43) Г. Катанян(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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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이었던 갈리나 카타냔(Г. Катанян)은 시인의 ‘자살’ 이후 5년간 지속됐던 

마야코프스키에 대한 소비에트 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생전 그를 증오

했던 이들은 이전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시인에 대한 기억 상실을 

종용하는 듯했음”44)을 말한다. 네프 체제의 종식과 함께 모든 출판 기획은 

국가정책에 종속되었고, 그 내부에는 마야코프스키 생전 그에게 반대하던 인

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마야코프스키는 정치, 
문학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의 작품 및 그에 대한 논문 

또한 출판에서 배재되었다. 물론 이는 상당부분 공식적 사실로서의 ‘자살’에 

대한 스탈린의 부정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45) 비록 스탈린 자신

의 자의적 해석이었지만, 자살의 주인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혁명의 역할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와 레닌의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마야코프스키였던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탈린의 최측근이자 내무 인

민위원장 내정자였던 예조프(Н. Ежов)에게 보내는 스탈린의 서한이 1935년 

12월 17일자 프라브다(Правда)지에 발표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스탈린 서

한의 전문을 인용한다.

Тов. Ежов, очень прошу вас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письмо Брик. 
Маяковский был и остается лучшим, талантливейшим поэтом нашей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Безразлич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его памяти и 
произведениям ― преступление. Жалобы Брик, по-моему, правильны. 
Свяжитесь с ней или вызовите ее в Москву. Привлеките к делу Таль и 
Мехлиса и сделайте, пожалуйства, все, что упущено нами. Если моя 
помощь понадобится, я готов.46)

예조프 동지, 브릭의 편지에 주목해주길 진심으로 바라오. 마야코프스키는 우
리 소비에트 시기의 최고의 시인이며 가장 재능있는 시인이었으며 또 그렇게 남
을 것이다. 그에 대한 기억과 그의 작품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냉담한 태도는 
죄악이다. 내 생각에 브릭의 탄원은 옳소. 그녀와 연락을 취하거나 그녀를 모스
크바로 부르시오. 탈리와 메흘리스를 소환하고 우리가 놓친 모든 것을 해결하시
오. 만일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난 준비가 되어 있소. (밑줄은 필자 강조)

44) Г. Катанян(1993).
45) 스탈린의 부인(Н. Аллилуева)은 남편에 대한 혹독한 비판(개인적, 정치적)으로 일관

한 글을 남기고 자살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스탈린의 당대 자살에 대한 비판적 시
각, 나아가 그의 정치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Б. Сарнов(2010), 206-218 참조.

46) Б. Сарнов(2007),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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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서한을 계기로 마야코프스키는 ‘소비에트 시기의 최고의 시인이

며 가장 재능있는 시인’으로 공식화되며, 같은 날 모스크바 소재 ‘승리 광장’ 
또한 ‘마야코프스키 광장’으로 명명된다. 흥미로운 점은 마야코프스키의 복권

과 그의 사후 운명의 중심에 바로 릴리 브릭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릴리 브릭은 1935년 11월, 당시 페테르부르크 군 사령관이자 자신의 남편

인 프리마코프(В. Примаков)의 도움으로 스탈린에게 탄원서를 전달한다. 마

야코프스키의 시가 결코 진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무기로서 

독창적이며, 그 관심이 매년 증대되고 있음을 피력하는47) 릴리 브릭의 탄원

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야코프스키 책의 출판 허용, 둘

째는 마야코프스키 도서관 개장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승리 광장  

(Триумфальная площадь)’의 ‘마야코프스키 광장(Площадь Маяковского)’으
로의 개명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인용된 스탈린의 서한이 바로 릴리 브릭의 

탄원서에 대한 응답이었다. 
스탈린에게 보내는 릴리 브릭의 탄원 의도를 밝히기 전에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릴리 브릭의 편지는 출판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 둔다. 이는 

단순히 당대 정권의 정치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르노프는 브레

즈네프 시기 릴리 브릭의 편지를 문학의 제문제에 스탈린의 편지와 함께 

출판할 것을 그녀에게 제안하지만, 그녀는 모호한 태도로써 이를 거절한다.

나는 스탈린의 도움을 빌어 정당함을 해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
고 마야코프스키의 도움으로 스탈린을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48)

릴리 브릭의 의미심장한 답변에서 스탈린과 자신, 그리고 마야코프스키 사

이에 존재하는 내밀한 개인적, 정치적 맥락을 감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야코프스키의 복권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릴리 브릭은 탄원서의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다.

시인 마야코프스키 사후 시의 출판과 그에 대한 기억의 영속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문서, 초고와 수고, 기록수
첩, 그의 모든 물건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의 출판물을 편집하고 있습니

47) Б. Сарнов(2007), 14 참조.
48) В. Катанян(1999), 3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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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 사진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곤 합니다.49)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어떻게 릴리 브릭이 마야코프스키의 

유품 및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답

은 마야코프스키가 사망하기 이틀 전(1930년 4월 12일)에 쓰인 유서 ｢모든 

이들에게(Всем)｣에 있다.

Лиля ― люби меня. Товарищ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я семья ― это Лиля 
Брик, мама, сестры и Вероника Витольдовна Полонская. Если ты 
устроишь им сносную жизнь ― спасибо. Начатые стихи отдайте Брикам, 
они разберутся.(13: 168)

릴랴, 나를 사랑해주오. 정부 동지여, 나의 가족은 릴랴 브릭, 엄마, 누이
들, 그리고 베로니카 비톨도브나 폴론스카야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변변찮은 삶이나마 제공해준다면 감사할 따름이요. 이미 집필을 시작한 시
는 브릭 부부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요.(밑줄은 
필자 강조)

주목할 부분은 마야코프스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언급한 가족구성원의 

목록이다. 릴리 브릭은 마야코프스키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기는 했지만 

공식적 가족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녀가 가족 목록에서 맨 앞자리

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마야코프스키의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ВЦИК)와 소비에트 인

민위원회(СНК)의 유산상속법에 의거 릴리 브릭에게는 마야코프스키 유산의 

1/2이, 가족에게는 1/6이 할당되었다.50) 폴론스카야는 유서에서 가족의 일원

으로 포함되었으나 마야코프스키를 죽음으로 이끈 ‘유일한 당사자’이라는 이

유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그녀에게 상속포기를 종용한 

이도 다름 아닌 릴리 브릭이었다.51) 스코랴틴은 이 부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유서는 시신 발견 즉시 브릭 부부의 측근이자 정치국 서기국장인 아

그라노프(Я. Агранов)의 손에 넘어가고 이는 이튿날 프라브다지에 게재될 

뿐 1958년까지 국가보안부 정치국의 극비문서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49) Б. Сарнов(2007), 13-14에서 재인용.
50) В. Скорятин(1998), 109. 
51) 유산분배에 대한 릴리 브릭과 폴론스카야의 논쟁에 대해서는 С. Е. Стрижнева(ред.) 

(2000/2005), 7-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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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이 스코랴틴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유서의 진위, 그리고 위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차적인 부분이다. 
2000년대 들어 출판된 마야코프스키 죽음에 대한 공개문건 ‘사건번호 50

호’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마야코프스키의 유서는 

1958년 예조프로부터 마야코프스키 박물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며, ‘사건번호

50호’는 마야코프스키 박물관의 오랜 기간의 요청 끝에 1995년 4월 14일 마

야코프스키 서거 65주년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국으로부터 

마야코프스키 박물관으로 이관된다. 이 기록물에는 필적 대조를 위해 제작된 

원본의 흑백 사진 복사본 외에 또 하나의 타자 인쇄본이 첨부되어 있다. 문

제는 이 두 판본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인데, 이는 바로 타자 

인쇄본에서 ‘릴랴’와 ‘브릭’ 사이에 표기된 쉼표이다.52) 마야코프스키 박물관

장인 스트리쥬네바(С. Стрижнева)는 이 ‘쉼표’가 릴리 브릭 외에 또 한 명의 

인물, 즉 오십 브릭이 마야코프스키의 공식 가족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을 의

미하며, 이것이 결국 유산 할당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

적한다.53) 바로 이 인쇄본이 마야코프스키가 사망한 이튿날 ‘블라디미르 마

야코프스키의 자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프라브다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유서이다.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유서를 최초로 발견하고 손에 

넣은 인물이 아그라노프였다는 사실 또한 유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위조 가

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브릭 부부가 당대 유력한 정재계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

실이나, 릴리 브릭과 스탈린 간의 개인적 교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마야코프스키의 복권에 대한 탄원서 외에도, 혁명 이후 10여 년간 소비에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레닌의 후계자로도 지목됐던 카메네프(Л. Каменев)
에게 부쳐진 릴리 브릭의 서한에서 당시 그녀가 지닌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

해 볼 뿐이다. 사적 만남을 청하는 단순한 형식의 이 서한은 당시 정황상 그

녀와 공공연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크라스노쇼코프(А. Краснощеков)의 

석방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그해 12월 지병을 이유로 석방되지만, 1937년 

결국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카메네프, 당시 릴리 브릭의 남편인 프리마코프 

등과 함께 스탈린에 의해 숙청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 또한 당

52) С. Е. Стрижнева(2000, 2005), 36.
53) С. Е. Стрижнева(2000,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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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증명하는 단편적 예이다.54) 
스탈린은 1937년 릴리 브릭의 남편 프리마코프를 비롯한 정치범들의 숙청

과 그 가족들의 체포과정에서, 마치 마야코프스키의 유언55)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마야코프스키의 미망인은 건드리지 않겠다”56)는 말로써 릴리 브릭을 

체포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스탈린이 마야코프스키의 복권을 공

식화함과 동시에 릴리 브릭을 숙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정황을 어떻

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르노프는 복권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소비에

트 시인 고르눈그(Л. Горнунг)의 언급에서 발견한다.

윗선에선 ｢좋아｣와 ｢블라디미르 레닌｣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고, 블라디
미르 블라디미로비치가 주인에 대한 그러한 형식의 찬양을 쓸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페르시아 왕들의 궁중에서 궁정시
인들이 과장된 찬사로 그들의 위엄을 찬양해야했던 시기에 동방에서 수용
되었다.57)

이는 마야코프스키가 1924년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을 썼을 당시, 스탈

린이 이미 자신의 ‘궁정시인’으로서 마야코프스키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후대에 자신을 ‘영
원불멸의 형상’으로 각인시켜 줄 예술가를 끊임없이 물색하던 터였다. 이 정

치적 역할을 마야코프스키에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스탈

린에 대한 어떤 찬양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레닌의 전례로 비추어 스탈린이 

기대했을 법한 ‘요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이라는 제목의 서사시 또한 

쓰지 않았다. 어쩌면 스탈린에게 있어 1930년대 현존했던 시인들에게 ‘사회

54) 1917년 극동외무부수상이었던 크라스노쇼코프는 1922년부터 모스크바 산업은행 
(Промбанк) 의장직을 수행했다. 1922년 여름 푸슈키노 별장에서 릴리 브릭과 마야
코프스키를 알게 된 이후 릴리 브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1923년 공금유용
의 혐의로 체포되고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크라스노쇼코프와 릴리 브릭의 관계에 대
한 자세한 내용과 카메네프에게 보낸 릴리 브릭의 서한에 대해서는 Б. Фрезинский
(2008), 20-23; Б. Янгфельдт(2009), 288-293 참조. 

55) “정부 동지여, 나의 가족은 릴랴 브릭, 엄마, 누이들, 그리고 베로니카 비톨도브나 
폴론스카야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변변찮은 삶이나마 제공해준다면 감사할 
따름이요.”(13: 168)

56) Б. Сарнов(2007), 9.
57) Б. Сарнов(2007),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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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에 대한 수행을 강요하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보다 

한때 레닌을 찬양했던, ‘소비에트 여권(советский паспорт)’(10: 70)과 ‘수백 

권의 당의 책(сто томов партийных книжек)’(10: 285)을 소유했던 ‘이미 죽

은’ 마야코프스키를 ‘소비에트 최고의 시인이자 재능 있는 시인’으로 만드는 

편이 나았을 지도 모른다. 마야코프스키의 기존 작품에서나마 현재적 권력인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 했고, 자신의 이름이 상기된 마야코프스키의 시는 

스탈린 우상화에 대한 ‘법적승인’의 형식 중 하나가 된 것이다.58) 
마야코프스키는 푸쉬킨에 바치는 시 ｢기념시(Юбилейное)｣(1924)에서 이렇

게 쓴다. 

Я люблю вас, / но живого, / а не мумию. / Навели / хрестоматийный 
глянец.(6: 54)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명문집의 윤기가 / 나는 / 미이라가 아닌 / 
살아있는 당신을. 

결국 스탈린과 릴리 브릭에 의한 마야코프스키의 복권과 소비에트 정전화

는 마야코프스키를 그 스스로가 가장 경계하던 ‘명문집의 윤기’로 만들어버

렸다. 바로 여기에 마야코프스키의 또 다른 비극이 있다. 혁명 이후 12년간 

정치적 향유에 이끌려 인간 마야코프스키에 의해 살해되어 온 시인 마야코프

스키는 적어도 시인으로서의 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낼 수 

있었다. 예컨대, 10월 혁명에 관한 시 ｢좋아!(Хорошо!)｣(1927)를 통해 당시 

격렬해지던 ‘라프’, ‘문학구성주의(ЛЦК)’와의 논쟁에서 그들을 우회적으로 조

롱하고 소비에트 현실의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었으며, 실

현되지는 못했으나 ｢나빠(Плохо)｣를 기획했던 사실 또한 정치권력에 대항한 

시인의 나지막한 비판적 목소리를 증명한다. 그러나 1935년 스탈린에 의한 

복권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혁명 이후 12년간의 삶보

다 더욱 비극적이다. ‘인간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을 통해 온전히 공명하길 바

랐던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목소리는 스탈린의 정치적 의도와 강요에 의해 

그 힘을 잃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치 예카테리나 시대의 감자처럼 

마야코프스키를 강제적으로 끌어오기 시작했던” 스탈린의 복권은 시인의 ‘두 

번째 죽음’에 다름 아니었다.59)  

58) Б. Сарнов(2007), 17-27 참조.



시인과 스탈린: 마야코프스키의 죽음과 복권에 대한 재조명 181

� 5.� 나가며

마야코프스키에게 있어서 미래주의는 시인의 존재론적 가치를 확인하는, 
혁명 이후에도 결코 단절할 수 없는 시적 삶의 전형과도 같은 것이었다. 마

야코프스키와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야콥슨(Р. Якобсон) 또한 마야코프스키

의 죽음에 바친 논문에서 그는 온전히 미래주의자였으며 그의 혁명 이후 창

작과정 또한 미래주의라는 ‘단일한 주제의 변증법적 발전’60)이라 지적했다. 
트로츠키 역시 마야코프스키의 잠재의식의 근원으로 보헤미안적 세계 인식을 

규정한 바 있다.61) 마야코프스키는 정권의 충복도 아니었으며, 흔히 ‘혁명의 

고수(鼓手)’로 알려진 그였지만 볼셰비즘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

었다. 미래주의자들을 비롯한 ‘혁명적 시인’으로서 마야코프스키의 혁명은 예

술의 혁명, 문학의 혁명, 즉 ‘나의 혁명’이었다. 

Принимать или не принимать? Такого вопроса для меня (и для других 
москвичей-футуристов) не было. Моя революция.(1: 25)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런 질문은 내겐(모스크바 미래주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혁명일 뿐이다.

이와 관련, 1930년대 츠베타예바의 지적은 특수한 개성으로서의 마야코프

스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

루나차르스키가 혁명가였던 까닭에 그는 혁명적 시인이 되지 못했고, 나
는 혁명가가 아닌 까닭에 복고주의 시인이 될 수 없었다. 혁명의 시인과 혁
명적 시인은 다르다. 마야코프스키에게서만 합치되었다. 혁명가-시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고로 그는 우리시대의 경이로움이자 두 개성의 
조화로운 최대치이다.62) 

츠베타예바에 의하면 ‘혁명’과 ‘시인’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마야코프

스키의 작품에서는(그 제목에 있어서도) 모순어법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는 

59) Б. Пастернак(1991), 338.
60) Р. Якобсон(1979), 359. 
61) Л. Троцкий(1991), 119.
62) М. Цветаева(1932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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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분열적 이중 자아의 극단적인 형상화로서 비극성과 혁명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혁명적 시인’과 ‘혁명의 시인’의 

조합이라는 마야코프스키의 독특한 개성 내부에는 ‘예술의 혁명’이 ‘정치적 

혁명’에 의해 타성적으로 폐기되고, 정권과의 대화에 익숙하지 못했던 시인 

자신도 혁명이라는 정치적 배역에 과도하게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비

극성이 오롯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야코프스키의 복권과정에서

도 다시금 반복되었다. 자신의 삶을 시화하고 후세에 자신의 기념비를 남기

고자 했던 마야코프스키의 바람은 결국 스탈린 시기의 복권에 의해 지체되었

고, 그에게서 소비에트 공식 신화의 막을 벗겨내는 후대의 작업은 결국 반세

기가 지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복권의 과정

과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자살 또는 타살 여부를 떠나 

시대의 징후로서 ‘시인의 죽음’을 인식하며, 시인을 ‘소비해 버린’ 세대와 국

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야콥슨의 견해는 시인과 국가

권력 간의 첨예한 긴장관계를 노출했던 1920년대 소비에트라는 시공간적 특

수성에 대한 역설이기도 하다.6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과 예술의 투쟁을 여

일하게 지속했던 미래주의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죽음과 복권을 둘러싼 정황

과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적 심리의 차원에서 사회·정치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마야코프스키의 죽음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가 

‘삶의 시학화’ 또는 ‘창작의 신화화’로 귀결되었다면, 죽음의 구체적 원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측면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서는 특히 2000년대 들어 양산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설과 이

설의 간극을 메우는 치밀한 자료 선별 작업과 사회·정치와 결부된 폭넓은 연

구가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향

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63) Р. Якобсон(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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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Поэт и Сталин: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смерт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Маяковского

Чо, Кю Ю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особенностей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оэт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ью в сталинский период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В 
ней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проблему 
онтолог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и смерти Маяковск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его посмер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яду с атмосферой общественно- 
культурной переоценки,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мемуары современников о Маяковском и круге Бриков, а 
также подлинные материалы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о самоубийстве поэта. В то 
же время споры о причинах смерти поэта не утихают до сих пор. Сред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а к себе 
работа В. Скорятина о возможном убийстве Маяковского. Автор этой книги 
подвергает переоценке образ и роль Лили Брик, которая оказал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на судьбу Маяковского при его жизни, но и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поэта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В 1935 г. Маяковский, фактически 
преданный забвению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ой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неожиданно 
становится «лучшим, талантливейшим поэтом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о Маяковском стало ответом Сталина на письмо Лили Брик.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а советская канонизац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я покрыли образ 
поэта ‘хрестоматийным глянцем’. И это,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стало его 
‘второй смерть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