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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상정 주의 산문을 그 예 술적 완성 도의 절정 으로 이 끈 작가는 Andrej Belyj

(1 880"'-' 1934)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염두에 두는 것은 1911 년에 시작되
어 1913 년에 완결 펀 그의 소섣 「빼 쩨 르부료그」이 다. 그만큼 소섣
그」에 대한 이해는 상징주의에 대한 이해를

「빼 쩨 르부르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되고 있지만， 상정주의의 출말점이 라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와 인과율의 부정，

그리고 그 결과과 할 수 있는 동일된 철학사상체계의 부재는 상징주의블 명확
한 논리작 체계로서 재구성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따라서
상정주의에 가입한 內的 싸블에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상징주의를 자신의 내
적 체험으로 갖지 않는 독자나 평자들에게 있어 상정주의블 바로 이해하고 「빼

쩌l 르부르그」를 바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한계성을 가진 일이 아니될 수
없다. 예로서， 라시아시문학사에 銀의 시대를 가져왔다고 일컬어지는 상징주의
인 만큼 상정주의시의 여러 특성들을 소설 「빼쩨르부르그」에 전이시켜， 소리와
운율과 이미지에 있어 언어의 양식화로 얘기되어지는 “산문의 美化”라는 관점에

서 「빼쩨르부르그」를 읽는 것은 상징주의의 이해에도 상징주의산문 「빼쩨르부르
그」의 이해에도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는 Gor’ kij에 의해 대표되던 “자연

적 인과윷”의 폐위， 그려고 그것과 결부된 심령학적， 秘敎的 소재의 사용과 같은

패러다임의 확인에 의존하는 텍스트분석작엽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정주의 소설로서의 「빼쩨르부르그」의 특성과 상정주
의의 발전단계에서 「빼애르부르그」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에 앞서 러시아상

징주의의 보다 근본작언 이해플 위해

*이

펼수적인 서론적 과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논운은 서운대학교 소련 • 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융 받은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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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다.

1.

상징주의으I 3 단계 모델

20세기 이전의 서구둔화사적 시대구분에 있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흑은 낭

만주의와 사실주의의 대랩이 여러 운화사조의

혼란한 양상속에서도 하나의 보

펀적 구분원칙으로 작용해 왔다면， 20세기의 서구문화는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과 “非모더니즘”으로 양분되어 시대구분이 이루어져 왔다. 1890 년에서 1920년대
말에 이르는 메가급시대의 예술인

러시아모더니즘은 불연속과 단철의 사고블

그 득성으로 한다. 즉 “바깜”으로는 과격한 경계설정이 이루어져 非모던한 예
술은 非예술로 선언되었고， “안”으로는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입장들간에 내적
경겨l 가 설정되어 모더니즘내에 여러 파， 여러 그룹， 여러 스타일， 여러 장르들

이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었다. 그리하여 ‘겨F’에서

석”， “생소화마학”， “바동일성"

본 모다니즘의 모습이

“분

“비긍정성”의 문화라는 득성에 의해 비모더니

즘적 예술과 대립되었다면， “안”에서

본 모더니즘은 “통함”， “동질성"

성 ”의 긍정 적 미 학을 지 배 소로 가지 는- 상징 주의

(1890"'-' 1910/20) 와

“동일

분석 , 즉 파

괴와 생소화미학， 분열과 대립을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상징주의(역사적 아방가
르드)로 또 다시 구분되어 관찰되어 왔었다. 더 나아가
대의 초기상정주의 (“dekadenstvo") 가 보였던

이 상정주의는 1890 년

“분석적”

단계와

1900년 이후의

제 2 세대 상징주의자들에 의해 대표되던 “통합적， 합일적” 단계로 구분되는 것

이 일반적 인 문학사적 고찰경 향이 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분법적 대립에 의한 단계구분은 상정주의의 발전과정을 포
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장치이다. 득히 「빼쩨르부르그」와 같은 산문작
품은 l 단계 분석 적 상정 주의 의

èstetizm, dekadenstvo,

d’ javolizm이 나 2 단계 의

신화시학적 합일적 상징주의 그 어느 모델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정주의 산문의 봉우리라고 평가되는

「빼쩨르부르그」의 상징주의성을 설맹하

기 위해서는 제 3 의 상칭주의 모텔에 의한 상징주의 발전단계본의 세분화와 보
란이 펄요하다.

이 제 3 의 단계를 우리는

A.A. Hansen-Löve의 저숨을 참고하

여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정주의라 부블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시작품들의 분석을 토대로 유미주의척

악마주의적

방대한 양의 상정

제 1 단계 상정주의와

신화시학적 제 2 단계 상정주의 모델의 패러다임제시에 성공하고 있는 그의 여

3
러 논문1)에서 Hansen-Löve는 비록 유감스렵게도

그로테스크-차니발적 상징주

의에 대해선 그다지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쿠하고 그의

一
。

탠

상정주의 3단계 발전흔은 상징주의 산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
E

(1)

초기상징주의

MereZ kovskij , Brjusov, Sologub , Gippius, Bal'mont 등에 의 해 대 표되 며 시 기
적으교는 189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상징주의의 모텔은 ëstetizm , dekadenstvo ,

d’ javolizm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부정적 미학의 돌진성을

득징으로 지난다.

문명과 문화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뚜렷한 말세지향적 역사의식 2) 을 지니고서

등장했던

초기상정주의는 예술과 문화에 주어져 있는 기존의 모든 것으로부터

의 전향을 시도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정되는 대상의 질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것을 계획에 따라， 즉 파괴와 변형의 의지에 따라 생소화시키는 근본적
으로 美的인

“ sdvig" ,

행 위 였으며 ,

“놓람"

“경 악”，

“충격 ”,

“새 로움”，

“규범 파괴

불연속성， 분해， 몽따쥬 등이 마적 범주로 선언되었다 3)

주의의 이본적 초석을 놓았던

Merezkovskij는

러시아상정

당시의 러시아문학을

지배하던

경향적 문학비평에 반기를 들고 善은 곧 美다라는 공식을 美는 곧 善이다라는
명제로 대체시켰고4)

이것은 문학과는 낯선 목적에 따라 문학을 평가하는 실증

1) A. A. Hansen-Löve , “‘ Erinnern - Vergessen-Gedächtnis’ als Paradigma des
russischen Symbolismus", in: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16 (1 985) , pp.111164 , 그의 Wien대 학 교수자격 취 득논문 Der russische Symbolismus. Diabolische
und mythopoetische Paradigmatik , 5Bde, 1984 와 그 중 제 1 켠으로 수정 • 보완，
출 판된 Der russische Symbolismus. System und Entwicklung des Systems der
Motive, Wien 1989, 그리 고 소논문 “ Weg und Zie l. Zum System der Bewegung
im russischen Symbolismus der Jahrhundertwende" , in: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23 (1 989) , pp.151-174 외 다수.
2) 상정 주의 의 역 사의 식 에 관해 서 는 J. Holthusen , “ Geschichte und Utopie im russischen Symbolismus , in: Rußland in Vers und Prosa , München 1973, PP.58-81
참조.

3) 마래파와 초기형식주의자들의 의도적 부인이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론과
미학은 초기 상징주의의 이러한 “기예주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방가르드의 反상징주의는 상징주의의 “기예주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S로

상정주의의

종교적

철학적

가치론과

미학에 대한

Manifesty
programmy russkich futuristoγ， hrsg.
Propyläen , Bd. 27) , München 1967, p.50 , 56 창조.

것이었다.
γ.

V l.

그

역사적

거의 전적
보기로는

Markoγ

(Slaγ.

4) “예울이 가지는 최고의 도덕적 의미는 감동과 교화가 아니라， 예술가의 비이기적인
불굴의 진실성， 진리애， 두려움을 모르는 그의 정직성에 있다. 예술적 형상의 아릎

4
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거부이자 詩는 무엇보다도

앞서 “언어”

이다라는 詩의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과거의 모든
詩的 창작곡f습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지녀왔던 고정된 지시대상성을

완화하고 해체하는 과정￡로 이어졌다. 그 결과 시의 모든 힘， 시적 가치와 아
룹다움은 “시적 최면”에 있다5) 고 보는 초기상징주의의 시텍스트들은

(문학)언어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말”의 지시대상부재， 결코 끝까지 말해질 수 없는 의

미의 모호성， 커뮤니케이션 불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텍스투들이었다.

(2) 신화시 학적 상징주의
Vj. Ivanov, A. Blok, A. Belyj 등의 이 른바 제 2 세 대 상징 주의 자들에 의 해
대표되고 시기적으로는 1900년에서 1906/7년까지 가장 우세했던 신화시학적 단

계는 동일성과 동질성을 내세웠던 합일적 상정주의 모델을 발전시컸다. 유머주
의적，

악마주의적， 퇴폐주의적 상징주의가 美的인 것으로 하여금 모든 美外的

안 문화기능과 자연현상을 부정하고 지양하게끔 하고， 존재를 파괴하고 가치블

절하 • 파기시키게끔 하는 시의

자율권

주장을 절대화시킴으로써 시와 시어를

털의미화와 무대상성 3로 끌어갔던 것과는 달리， 신화시학적 상정주의는 초기
상정주의가 내세웠던

삶과 예술의 그같은 염격한 분리를 비판하면서 “ slovo-

mifo-ziznetvorcestvo" 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지 딴해질 수 없는 그 무엇”이
로 그러한

성질의

것일

필요가 전혀

해방이 초기상징주의가 추구했던

“결코 끝까
없었고 바

바로서

1890 년대의

Brjusov는 상징과 상정주의의 결합은 부차적인 것이며 상징주의는

상정없이도

얼마든지

종교로부터의

초월척

초기상정주의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데 반해， 이제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에서

상징은 秘敎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 창조적인 드러냄이자 변용이다.

“예술은 예술이라기 보다

삶의 형식

( ... ) 예술은 종교적 의미 외에 다른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미학의 경계내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형식
다웅이란 참되지
적인

것이 란

upadka
p.29.
5)

Brjusov 는

않을 수가 없으며 따과시 비도덕적인 수가 없다. 예술에서 비도덕

요로지

추함， 진부함 밖에 없다" D. Mcrdkovskij , 0 pricinach
novych tccenijach sovremennoj russkoj literatury Peterburg 1893 ,

“ Russkie simvolisty"

제

1 권 (1 894) 의

시 문에 서

“상정 주의 의 목적 은 맹

렬적인 엘련의 이미지를 통해 독자릎 이른마 쇠면이1 빠뜨리고 독자에게 어떤
윤 붕라 일으키는 데 있다”라고 적고 있다.

기분

V.]a. Brjusoγ ， SoCi nenija, t. 2, Moskva
1987, p.29. 1. Anncnskij도 그의 소논운 “Ct o takoe poëzija?" (1 911) (i n: I ,
Annenskij, Izbrannoe, Moskva 1987, pp.42:\-43 1) 에 서 유시 한 주장플 펴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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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예술에서 종교적

의미를

앗아버린다면 그로써

우리는 예술의 모든 의미플 다 Bl 워버리게 된다. 그럴 경우 예술의 운명이란

사라져 버리든가 아니면 과학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으로 이해된 예
술이란 역사상 존재했고 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과학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익
한 것얼게다이

상징은 이제

이질적

존재총사이， 즉 이

세계의 realia와 “다픈 세계"(“mir

inoj") 의 “ realiora" 사이에 대응과 소통관계플

이룩해가는 매체의 역할을 부여

받는다. 자신의 것， 주어진 것， “byt" 의 realia와 기호를 통해 다른 것， 초현실

적인 것， 보다 홍풍한 현실의 것을 대신 표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
강”과 “감수성”과 “기대”가 극도로 민감해진
연간은 realiora로의 상승과 realiora와의 합일을

의식상태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정신적， 심리적 현실로 체험하

게 되며， 이려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관습적 언어기호의 realia 옷을 입
고서 그 realia의 옷을 통하여 보다 홀륭한 초현실적 세계， 본체적 세계 realiora
를 투명하게 바쳐보이게 하는7) 상정의 매체기능， 중개커능이다.

초기상징주의

에서 예술이 종교의 대체물로서 스스로 藝術敎가 되었다면， 이제 예솔을 통해
realiora와의 합일과 황금시대로의 회귀를 믿는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에게 있
어 예숭은 종교예술로서 하나의 대체종교， 대체신화가 되고 있 a며， 이 종교예
숭속에서 상정주의 시인-주인공은 마치 구셰주처럼 대중 (tolpa) 과

세상을 구원

하는 신화를 재건한다.

(3) 그로테스크 카니발적 상징주의
앞서 존재했던 상정주의 모델을을 재평가， 재이용하고 그 기능플 변화시키는

제 3 단계의 상정주의는 상정주의를 이마 종컬된， 그리하여 이제 회상의-대상이
펀 시나라오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제 1 ， 2단계의 상정주의는 메타상정주의속에

6) Andrcì Belyj , “ Smysl iskusstva" , in: A. Belyj , Simvolizm , Kniga Statej (Moskγa
1910) , Slavistische Propyläen. 62 , München 1969, pp.222-223.
7) 언어의 투영성， 튜과성에 대해 Merezkovskij 는 “상정주의는 스다엔자체， 시의 에
숲작 성체플 靈化시키고 마치 얀에서 볼꽃이 다요프고 있는 션화석고항아리의 않은
가장자리차련 밝고 투영하게 만든다”라고 적고 있다.
니즌에서의

생소화와

투명성의

문제에

대한

Op. ci t., p.42.

뛰어난

논문으로는

머시아 모더

J. Striedter ,

“ Transparcnz und Vcrfremdung. Zur Thcorie dcs poetischen Bildcs in dcr
russischcn Moderne" , in: Immancntc Ästhetik , München 1966, pp.263-296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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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해석렌다 8) 제 3 단계 상징주의의 그로테스크한 세계상속에서 제 1 ， 2단계의
상징주의 모델들은 위-아래， 존재-무， 선-악， 천상-지상， 정신-물질 등을

두 대극으로 가지는 수직직 가치의 사닥다리 위에서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

면서 끊임없이 위치를 맞바꾸고 그러면서 서로를 역동화， 활성화시킨다. 유미
주의적 상징주의가 이 세계에 대한 부정이었고， 신화시학적 상정주의가 예술의

마법적

힘에 대한 긍정이었고 황금시대로의

회귀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그로

테스크-카니발적 상징주의는 realia와 realiora , 상정의 옷과

상정의 내용， 전조

와 출현， 기대와 만남， 공허와 충만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적인 해석이다.

ul 극적이고 희극

상징은 신화적인 것， realiora의 부재를 대신할 뿐 realiora로의

상승과 합일이란 불가능하며 그 불가능은 다름 아닌 “자신의 것"

“현세의 것"

“realia"의 결점， 무가치， 공혀함 때문이라는 이 해석은 비극적이다. 또 앞의 모
텔들에서 시가 이 세계의 푼른 감옥의 문을 부수고 “자유의 영원한 하늘로 가는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 "9) 였음에

반해 제 3 의

모렐에서의 상정은 “감방의 창같

은 것으로 !지A은 그 창을 통해 지루하고 제한관 풍경을 보는 데에도 지쳐 이
젠 시션을 그의 출구없는 절망적인 검은 감방안으로 되몰리고 있다"1이는

점에

서도 제 3 의 모텔은 비극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이 비극성은 “다른 세계”의 도

달불능성은 “다른 세계"

라는 희극적 평가에

즉 realiora 자체가 결점 투성이이며 공허하기

때문이

의해 곧 상대화된다. “다른 세계”는 이 희극성 속에서 비

현실화， ul 설재화되며， 그 촌재 자체가 의문시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희비극적 ambivalentnost’를 원칙으로 하는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정주의는
신화시학적 상칭주의와 그 진지함에 대한패러다，

아이러니로서 그 속에서 “ mir

inoj"의 패러다엄은 가치결손적 변태를 겪게 완다. 소피아가 저급한 동물의 모
습으로， 천상의 동정녁가 지상의 음탕한 요녀로， 메시아가 과대망상가로， 예언

가가 광대로， 플라토넉라브가충동적 성애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보기이다. “다

8)

1910년에 들어 편-발히 전개펀 상징주의논의 (예를들어 A. Blok의 “ o soγremennom
sostojanii russkogo simvolizma", in: A. Blok, Sobranie Socinenij , Leningrad
1982, t.4 , pp.141-152) 와 1920, 30년 대 에 쓴 Belyj의 회 고록에 서 상정 주의 의 自 티
歷史化는 분명 히 나타난다.

9) Vj. Ivanov, “ Klju Ci tajn" (1 904) , in: Vj. Ja. Brjusov, Socinenija , t.2, Moskva
1987, p.87. 이 글에서 Brjusov는 이미 유미주의적 모델을 넘어서서 예숭의 인식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0)

이 것은 원 래

Chronika

Vj.

1γanov 가

“ o poezii

I. F. Annenskogo" (Apollon 4,

1910,

p.18) 에서 Mallarmé 와 Annenskij 에 있어서의 상징에 대해 말한 귀정이

지만 제 3 단계 상깅주의의 성격윤 말하는 데에도 적절한 귀정이다.

?
픔 세계”의 도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상살은 한펀으로 죠l 책강으로 체험되나
또 다른 한펀으온 “다른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마한다. “다

른 세겨11" 의 理想、↑生 앞에서 가졌던 “자신의 세계”의 열등함에 대한 비극적 느낌
은 상대화되고， 자신의

삶， 자신의 세계에 대한 저 작권의 요구와 자아의식의

새로운 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realiora가 realia의 우가치 한 차원 으로

r덜 어 지 고

동시 에

냐의 세 계 가 “다른

세계”의 위치로 격상되는 가운데 상정주의자는 그들 세계의 한 측면은 다른 측
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두 측면은 그 가치와 질에 있어 동등성과 동시성
을

갓는다는 그로테스크-카니말적

(“balagan끼에서

세계통찰에

모든 대상， 현상” 가치，

이르게

상황이

된다.

지닌

카니발적

세계

가치， 고유성은 반대

가치와 다른 성질에 의해 끊임없이 대체되며 極의 위치교대가 일어난다.

balagan

의 소우주에선 대우주의 구세본적 사건이 위치와 차원이 뒤바뀐 뒤접어진 모습
으로 공연된다.

초개체적 영웅이나 神人구세주가 “놀이”에 참가한 저속하고 개

체적인 byt세계의 인물들(광대)에 의해 대체되며， 신화적 쫓式은 연극， 가면극
으로 대체되고 우주의 대드라마는 인간희극으로 私化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정주의 모텔의 말전단계는 상정주의 예술텍스트의

sintag-

matika 구조에 서 도 각기 독특한 유형 의 sjuzet 움직 엄 을 확인하게 해 준다.
Lotman은 그의 유명 한 저 서
서 계봉주의척

sjuzet 가

“ analiz

po송ticeskogo

teksta" (Leningrad 1972) 에

한 상태 (부정적， 예속적 상태)에서 다른

영역)로의 이행으로서 하나의 출말점과 하나의 목표점， 종점을
라면，

닝만주의적 sjuzet는

이행이

아니라

갖는 융직임이

출발점으로부터의 떠나강이며

주의 적 sjuzet와는 달리 하나의 종접 대 신 하나의 방향을
적한 바 있다 (pp. 103-106).

상태 (자유의

계몽

갖는 융직 임 이 라고 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앞에서 다푼 상징주의의 세

모텔에 대해서도 각기 특징적인 sjuzet의 움직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

초기상징주의의

유미주의적 모델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의 자기인식，

자기의식과 함께 시어의 탈의미화와 무대상성으로 나아간다.
predmetnost’)은 초기상징주의 모텔의 텍스트에서

이 무대상성 (bes

일정한 방향을 갖는 걸의 부

재플 션명해 준다. 감과 분류적 경계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황야와 안개의 무

경계성 (bespredel’ nost’)이며 목적지도 끝도 없고 시 작과 끔이 동일한 이 걸 위

11)

이 문제 와 연관펀 Belyj의 글로는

i dni 4"'-'5 (1 912)

13~22 가 있다.

“ Linija , krug , spiral’ -Simγolizma" ， in: Tr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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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움직임은 선회적 방황이며 영원한 맴돌기이다. 천국과 지옥이 동가체로
중립화된

세계에서 삶은 곧 그럼자이며

꿈이며 변복한 無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서 목적없는 영원한 선회에 지친 나그네에게 결코 변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화시학적 단계에서의 걷은 지상의 중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세계”를 향하는 추구이며 상승이다. 보다 나은 현실， 질체와의 만냥， 합
일을 목표로 하는 견에서 영흔은 여러 단계의 경계와 준령을 념는 변용을 체험
한다. 황야와 안개 대신 우주의 별이 영혼을 이닫고， 이 우주의 빚， 별과 그것

에 따프는 가슴속의 별， 사다리와 날개가 영혼의 상승과 변용운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로테스크-카니발적 모텔에 오면 결의 목적론은 믿을 수 없게 펀다.
도달불가능한 것으로 증명펀 걸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화적 모델에
서의 상승운동은 자기 자신을 축으로 도는 공전으로 바렌다. 직선적 목적론이
상승과 추락의 나선 운동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영흔의 상승체험이

갖는 직접성이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에서 서정시장르의 지배에 동기를 부여해주
던 것과는 달리， 이제 나선운동에서 상승시도에 이어지는 하강과 추락은 체험
을

간접 성 으로， 회 상으로 만옮으로써 그로테 스크-카니 발적

상징 주의 모텔에 선

담화적， 산문적 소성장르가 서정시대신 지배장르가 되게끔 하고 있다. 물폰 이
소설들은 전통적인 직선적 sjuzet가 아니라 무대상성과 무목적성의 결과로서 이
른바 bessjuzetnost’를 대부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유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n.

A.

Belyj와 상징주의 모델

앞에서 다푼 상정주의의 세모렐중 A. Belyj는 의심할 바 없이 두번째의 것，
즉 신화시학척

모델의 대표자이다

Belyj에게

있어

예술의 의미란 인간개성의

본질을 변형， 개조시키고 삶을 변용시키는 종교적 성질의 것이었으며， 예술의

고유한 이 의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마학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이고 변함없는 생각이었다. “마학속에서 초
미학적 시금석이 모습을 나타낸다. 예술은 예술이라기 보다 삶의 형식의 창조적
인 드러냄이며 변용이다" 12) “‘다른’ 삶，

아직 알지 뭇하는 삶，

당위로서 존재

해야할 삶이 예술과 삶의 새로운 대상으로 예술가 앞에 아직 말없이 서있다 "13)

12) A. Belyj, “ Smysl iskusstva", in: A. Belyj, Simvolizm, p.222.
13) A. Be!yj , “ Émblematika smys!a", op. cit. p.84.

9
이 귀절들에서

알 수 있듯

Belyj의 미학은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과 가치에 대

한 단호한 긍정이며 실천이성에 대한 긍정으로서 141

단순한 마학을

넘어서서

문화의 혁신이라고 하는 보다 큰 틀 속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Belyj의 이같은 예술철학은 형식미학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었다. “어
떤 예술적 형상의 의마가 우리 의식속에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예숭적 형
상이 일련의 기술적 기볍과 장치로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15) 하며， 예술의 종교적 의마블 구속력 있는 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

치척도는 형식 바깐에서는 발견될 수 없으마 “형식 바 7깥에 존재하는 내용이란
없기 때문"161 이다.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어
떻게” 표현하느냐이며

“이 어떻게는

말과 소리의

보는 Belyj는 극단적 형 식 주의 를 대 표하고 있다

예술가란 결코 예슐의

질료속에 주어져 있다"171 고

Belyj의 이 같은 관점 에 따르면

질료적 基體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형식의

강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진정한 초월이란 예술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
솔한 점들에서 Belyj는 초기상징주의가 내세웠던 시의 자기인식， 장인주의를 철
저히 계승하고

있으며， 말의 혁신적 의미콘과 운율， 리듬，

소리의 연상력，

소

리의 제스츄어 등 유미주의적 상징주의의 원척들을 모든 생의 과정과 세계단펀
들을 하나의 “전체”로 융합시키는 리듬의 생명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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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화시

학적 상징주의의 장치로서 이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 논문에서 다룰 문제는 Belyj의 이같은 상징주의가 그의 소섣 “빼
쩨르부르그”에서 어떤 모습￡로 변형되어 나다나고

있나 하는 것이다.

시기적

으로 이 소설은 상징주의가 전성기를 지난지도 이미 오래되어 벨써 역사화되고
있던 때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설에서 다분히 그로테스크-카니말

신 칸트주의 와 Belyj의 관계 에 대 해 서 는 M. Deppermann , Andrej Belyj ästhetische
Theorie des schöpferischen Bewußtseins , München 1982, pp.114-127.
15) A. Belyj , “ Smysl iskusstva" , op. cit. pp.223-224.
16) Op. cit. p.222.
17) A. Belyj, “Li rika êksperiment ," op. ci t. p.244.
18) Belyj 에게 있어 미적 기능은 가지는 말은 그 자치1 임종의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관

14)

통해 창조적 말은 마술적， 항마적 떤플 상설한 채 추상적 개념으로 굳어버련

말과

구분된다. “무의식의 섬저애 가라앉았던 말의 씨앗이 싹트면서 자선의 애마른 깎천
(개념)윤 찢고 새로운 유기적 문화시대판 향해 새롭게 자1'1 난다. ( ... ) 소리의 유악
적 힘이

말속에시 새꽁게 자마난다. 새침개 우리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에 애 흑펀다"

말의 원r 럼

A. Bclyj , “ Magija slov" , op. cit. , p.434.
상정 주의 의 언 어 에 대 해 서 는 1. Dukor, “ Problemy jazyka simvolistov ," in: Li teraturnoc Nasledstvo 27~28 (1 937) , Vaduz 1963, pp.54-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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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징주의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냐 연역적 독서를 피하기 위
해， 그리고 국내에 아직 그다지 알라져 있지 않은 이 소섣의 소개플 위해 줄거
리 소개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페스트로 쓰인 것은 Sirin版 (1913"-' 1914) 에 정

서법상의 교정을 거쳐 Nauka출판사에서 1981 년에 펴낸 「빼찌l 르부르그」이다 19)

ß[. iPeterburgJ 으| 줄거 리
사건의 시간은 1905년 9월 30 일부터

10 월 초까지의

빼 쩨 르부르그시 , 원 로원 의 원 Ableuchov의 집 ,

약

엘주일동안， 장소는

Lichutin, Cukatov, Lippancenko,

Dudkin의 집， 레스토랑， 거리.
원로원의원

Apollon Apollonovic Ableuchov (따따르부족 Ab-Laj-Uchov의 후

예 )의 가정 생 활은 그다지 순조롭지 옷하다.

아내

Anna Petrovna는 이 년반전 이

탈리 아 가수와 함께 스페 인으로 달아났고 성 격 이 비 풀어 진

아들 Nikolaj는 칸

트철학과 허무주의를 숭상하며 테러리스트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순여닮
살의 정 치 가

Apollon Apollonovic는 갈수록 노쇠 해 져 망상과 환각 (“ mozgovaja

igra") 에 시 달린다.

이 망상과 환각들은

그가 작동， 조종하는 관료주의적
안정시켜주는

빼쩨르부르그시의

위배된다.

원로원의원

물로 다른

모든

Apollon Apollonovic 자신이 속히1 있고

국가기계의 법칙성에 모순되며， 그의 신경을
직선도로들과 그의 원직인

“먼호매기기”에도

Apollon Apollonovic는 빼쩨르부르그시가 만들어낸 피조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빼쩌l 르부르그의 정신적， 도덕적 몰락에

감염되어 있으며， 자신의 그럼자와 싸우고 스스로 그림자로 변하도록 저주받은

운명이다.

Apollon Apollonovic의 아들 Nikolaj는 두달반전쯤 자신의 아바지플 폭력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데 협략할 용의가 있다는 뜻의 약속을 어띤 비밀테러조직에
게 한 바 있다. 그 약속을 했던 장소는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푸르스름한 네
바강의 다리 • 그로부터 두달 반이 지 난 어 느날， 평 멤 그 자체 인 장교 Li chutin
의 아내 Sof’ ja Petrovna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Nikolaj는 다시 그 다리 외에 서
서 자신의 삶에 대 한 절 망에 사로 잡힌 다. 사람들로부터

19)

소션 “ Peterburg"의 텍스트벚에 관해서는

525-640) 과

“못된 출생 물”이 라고

Nauka 版 “ Peterburg" 에

섣련 부콕 (pp.

J. Holthusen , Studicn zur Asthctik und Poctik des russischen

Symbolismus , Göttingen , 1957, pp.

109-115 에 자세 히 소개 되 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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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조롱당해 왔던 Nikolaj는 Sof’ ja에 게 서 거 절 당한 그의 욕망을 모든 불행 의
원언제공자인 아머지에 대한 더욱 강한 증오를 통해 충족시키게 된다.
9월의 마지 막날， 테 러 단체 단원 인

Aleksandr 1vanovic Dudkin이 Nikolaj플 찾 아

와서 꾸러 미 하나플 맡긴다. 그러 나 이 꾸러 미 속에 든 폭단을 사용하여 Apollon
Apollonovic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펀지는 Dudkin의 병적인 부주의함

때문에 Sof’ ja의 수중에 들어가게 띈다. 펀지를

열어본 Sof’ ja는 펀지내용윤 장

난이라 여기지만， 며칠동안 “붉은 도미노”로 변장하고 자신을 뒤쫓고 엿보았던
Nikolaj에 게 복수할 셈 으로 Cukatov가의

게 펀지 를 건네 준다.

가장무도회 에 서 붉은도미 노 Nikolaj에

가면을 들어 올리 고 펀지 를 읽 던 Nikolaj는 소스라치 게 놀

라며 언젠가 네바강 다리 위에서 했던 자신의 약속을 상기한다. 사람들은 붉은

도미 노 스켄들의 주인공이 Nikolaj 염 을 알게 되 고 Nikolaj는 황급히 무도회 장을
빠져나와 도망친다.
무도회 밤의 불안한 사건들에 Sof’ ja와

남펀 Li chutin 사이에 벨어지는 희 III

극이 덧붙여진다. Nikolaj 가 참석하는 무도회에 가지 말 것을 장교의 명예를 결
고 명 령 했지 만， 그 명 령 을 무시 하고 Sof’ ja가

무도회 에 간 후， Lichnutin은 훼

손당한 장교의 명예 때문에 천장에 목매달아 죽으려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예
상밖으로 이 른 Sof’ ja의 귀 가로 창피 스럽 게
르고

Sof’ ja는

담펀에 게

Nikolaj의

중단된다. 눈물속의

화해 가 잇 따

Apollon Apollonovic 잘해 계 획 에 대 해 알

련다.

가장무도회 가 끝나고

다들 떠 날 때

Voronkov(일명 Morkovin) 가 모습을

는 Dudkin의 교사자이며， 꽉단이

테 러 그룹의

두 조종자

나다낸다. 크고

비만한

Lippancenko와

Li ppancenko , 그

든 꾸려마와 편지를 Dudkin에게 맡긴 것도

바로 그다. 그는 Helsingfors에 서 의 지 하정 치 활동때 에 Dudkin과 접 촉하게 되 었
으며 Dudkin을 온순한 도구로 이용할 줄 알고 있다. 또 한 인물은 테러리스트
그룹과 국가정보기관의 이중첨자로 일하는

귀 가하는

Voronkov. 그는 무도회가 끝난 후

Apollon Apollonovic에 게 접 근， 그에 대 한 테 러 가 준비 되 고 었 다는

것과 “붉은 도마노" Nikolaj 가 기이한
음을 알린다

Morkovin의

이

선동적

Apollonovic의 증오심 플 부채 질 하여

행동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말고의

목적은

아들에

강시받고 있
대한

Apollon

Apollon Apollonovic 뿐만이 아니 라 Nikolaj

까지도 함께 파멸시키는 데 있다. 이어

Voronkov는 무도회장으로부터

달아나

던 Nikolaj 에게 접근， 체포， 자잘， 부찬살해중 하나를 택하라고 위협한다. 이

12
와 함께 Voronkov는

사라지고 그후의 일은 사건의 메카니즘에 맏

소섣로부터

겨진다.
우도회 에 서 돌아온

Apollon

에서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대화는집을 나갔던 아내

Apollonovic와

Apollonovic가 Nikolaj 와 나누고자

Apollon

Anna

Nikolaj는 이른 아침시각， 집문앞
했던

Petrovna 가 시 내 호텔 에 머 무르고 있다는 충격

적인 소식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동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Nikolaj는

꾸려미 속에서 정말로 폭탄을 발견하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폭탄장치
의 시계태엽을 몰려놓는다. 폭탄은 이십사시간 후 터질
사건의 진행은 폭탄장치속에서

째각거리는 시계소리의

것이다. 이 순간부터
명령아래

이루어진다.

사건은 이미 멈출 수 없이 돼버렸다.
Nikolaj는 Dudkin을 만나 살해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없이 그에게

폭탄을 건네 준 사실을 비 난한다. 이에 Dudkin은 Li ppancenko에 게

이용당했음

대신， 면도도 않은 흐트려진 모습으로 차를

Apollonovic는 관청 에

는
하

Apollon

근
-출

이찮

한펀 간밤의 사건들로 기력을

으」

을 깨닫고 그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Nikolaj에게 약속한다.

마시고 넋이 나간 듯 책의 먼지를

떨기 시 작한다. 그가 기 관장으로 일하는 관청에선 출근을 재촉하는 전화가 빗

전해 온다.

청 의 부책 임 자는 공포의 대 상이 었던
린 아이 처 럼 돼 버 린

Apollon

있고 나라 전체가 뿌리채
Apollonovic집 을 방문한 관

Apollon Apollonovic 대 신 멍 한 시 선에 어

노인을 본다. 그후

소문이 퍼진다. 사건의 아이러니.

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봄

발치고， 사방에서 노동자들이 스트라이 크를 벨이고

곧

Apollon

Apollon

Apollonovic 가 은되 했 다는

Apollonovic가

정계에서

은퇴하는

순간， 그를 제거하려는 테러가 막 진행되기 시작한다.
Dudkin은 약속대 로 Lippancenko를
느」

배반자이으로 마당히

찾아간다. 그러 나 Lippancenko는

Nikolaj

제거되어야 하며 Nikolaj의 배반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이 일에 개엽하지 말것을 Dudkin에게 경
고한다.

바옐리엠스끼이섬의 다락방으로 되몰이온 Dudkin은 무서운 환각에 사

로장히고， 그의 앞에 나다난 “청 통기 사”는 Lippancenko에 대 한 복수계 획 을 그
에게 붕어 넣는다. Dudkin은 가위 플 산 후 다시 Lippancenko칩 으로 가서 막 잠
자리에 드는 Lippancenko블 켈려 죽인다.

Lippancenko의 시체 위에

동이 트자 사란틀은 파웅덩이로 변한

말다듯 캘터앉아 한손에 가위플 높이 치켜들고 있는

Dudkin의 모슴을 보게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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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끌려 아들의

땅에 들어선

Apollon

Apollonovic는

열려져 있는 책상 서랍에서 째각째각 소리를 내는 정어리 장통을 말견하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살롱으로 가지고 간다. 그는 그것을 중국쟁만위에 얹
어 놓￡나， 다음 순간 그것에 관해 깡그리 잊어 버 린다.

Apollon Apollonovic는

호텔로 아내를 찾아간다. 감동적인 화해장면. 부부는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외출에서 돌아온 Nikolaj는 폭단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몹시 당황한다. 그
러나 좀전에 만나고 온 Lichutin이 앞서 그를 방운하여 기 다리 다가 정 신이 매 우
흔란한 상태에서 그 꾸러마를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애써 자신을

안삽시킨

다. 어머니의 포옹과 가족적 분위기의 아늑함 속에 저녁시간은 고요히 지나간
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이제라도 폭단이 터질 수 있는 시간이 되자

Nikolaj

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무서운 환상과 육체적 고동에 시달린다. 도처에서 죽
음을 예고하는 시계의 째깎거림이 들리고 Nikolaj는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어둠을 더듬으며 복도로 나선다. 순간 천둥같은 폭발음이
고 Nikolaj는 이 굉 음을

마치

구원처럼

살롱에 서

느낀다. 폭말 소리에 장이 젠

울려 퍼 지

Apollon

Apollonovic는 아들을 본 순간 본능적 공￡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하고 그의 도
주는 “비 교할 수 없는 그곳”， 화장실의 변기 위 에 서 끝난다.

그후

Apollon Apollonovic는 시 골에 있는 그의 영 지 에 머 무르며 온 러 시 아에

유명하게 된 자서전을 쓴다. Nikolaj는 외국으로 도피하여 이집트에서 미이라
연구에 골몰한다. 에펄로그가 전하는 그의 마지막 소식은 부모가 죽은 후 러시

아로 돌아와 시골에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신비주의자 Skovoroda를 읽고 있
다는 것이다.

1V.
소설

소리의 의미-의미의 소리

「빼 쩨 르부르그」에 서 Belyj는 “ Sinfonija" <>11서 시 작했 었 던

적 산운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흔히들

라마적 표현 형태을 후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읍악적， 율동

생각하듯 음악적， 드

R. Wagner의 거대한 그림

자를 따르던 모방이 아니라， 상징주의의 원칙을 따료는 것이었다. 기표와 기의
의 전통적 매 응관계 로부터 말을 해방시컴으로써

말의 연상력과 착면랙을 높이

고자했던 초기상징주의에 있어 만은 이마 의마가 아니라 소리， 혹은 보다 정확
히 말하자면

소리의마내지는 의미소리였다. 소리와 의미의 상호동거부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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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주의텍스트에서

핵심적

조직화

기능을

담당하는

소리모티브를

창조한다.

Lejtmotiv, parallelizm , 두운， 유음， 의성 등은 상징주의소설의 불변구성소에 속
하며 「빼쩨르부르그」에서도 주제적， 신화적 휴은 서술적 대응에 대한 동기부여
는 결국

지컸던

“소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이 원칙에 대해 Belyj는 그의 소설

창작기 전체블 통해 일관되게

“ Maski" (1 932) 의

서 문에 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나는 로모노쏘프처럼 수사학과 소리와 억양과 몸짓을 연마한
다. 나는 쓰는 작가가 아니라 소리와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작가이다. 나는 모

든 수단을 사용하여， 말의 소리와 문장부분의 배열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나
의 목소리를 만들어 낸다 "2이

Belyj에 있어 언어예숭이란 문자의 사슬을 열어부수고 나오는 소리의 쫓式으
로 이 해 되 어 질 수 있 다. 때 문에 Belyj는 그의 최 초의 해 식 자인 1vanov-Razumnik
에게 소설 「빼셰르부록그」의 R죠뼈로 소리메타퍼를 들면서 이 소설의 상징적 내
용은 소리에타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k’는 Ableuchov ‘황색’집
의 짓누루는 역의
‘pp’속에서

압박 ‘pp-pp’에 의한

‘광택 ’

‘락크’와

‘11’은 벽들의

질식과 마 u] 의 소리이며，

(l askov, loskov i

bleskov) 의

반사이 다 "21)

“ 11" 은

관택， 형태의 매끄러움， 외부와의 단절， “ pp" (“ bb" , “vvη 는 껍데기 (벽， 폭탄)
의 압박， “kk"(“ chch") 는 질식의 소리， “ ss" 은 매끄렵게 흐르는
“ rr" 는 폭발의 에너지，

사와 사건의 얽힘과

“S 끓 -sss" 는

가스의 팽장을 나타낸다 22)

sjuzet의 전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광택의 반사，
따라서 성격묘

Peterburg, Apo11on

Apo11onovic Ableuchov, Nikolaj Apo11onovic Ableuchov의 이 름은 그소리구조
를 통해 그들의 성격과

운명 (폭말， 질식， 외적 광택， 공허함， 무가치)을

암시

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또 “ y" (“b1")음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소설은

말해주고 있다.

cenko와 Dudkin이 소음으로 가득찬 술집에 앉아 있을 때 Dudkin~

Lippan-

“ i" (“11") 와

“ y"( “b1") 음에 대 한 생 각을 피 력 하면 서 Lippancenko를 비 속하고 무다 고 미 끌거
리는 음 “ y" 와 동일시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 (pp. 41-42)

-((3BYK

lII yMa

Ha

“μ ，

HO CJIbI IIlI1 TCH “ bI" ... ))

20) A. Belyj , Mask i. (Slavische Propyläen , Bd. 46) München 1969, p. lO. 나아가
Belyj는 “ ]a-poèt , poèmnik , a ne belletrist ( ... )"라고 적고 있다.
21) 1γ'anoγ-Razumnik ， Versiny , Petrograd 1923, p. 110.
22) A. Belyj , Masterstvo Gogolja. Issledovanie (1934) , Ann Arbor, Michigan 1982,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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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1U1 11aH 'I CHKO ,

OCOBCJJbIH

,

llorpy311JJCH B KaKY Iû -TO )\yMy.

-((B 3ByKC "bl" 01비띠I1 TCH '1 TO-TO

Tp l1 BHa지 bHbI;

Hallp l1 MCp:

CJ10BO

HC 'I TO C XOJJO)\HO Iû KpOBblû ...

TyllOC 11

p bl 6

11

a;

CJJOBa Ha "C p bl“

CKJJ I1 3KOC... a

1l 0CJJyllia 떠 TC:

P-bl-bI-bl-6a ,

TO

CCTb

OllHTb-TaKH M- b1 -bh'l O: HC 'I TO CK끄H3KOC; r JJ bI

6 bl-6ccφOpMCHHOC: T bI JJ-MCCTO )\C60lliC 떠 ... ))
HC3HaKOMC l.\

MOH

CBO Iû

llpCpBaJJ

6ccφOpMCHHO찌 r 지 bl 6 0 Iû; μ
aTMOCφcpy: CH)\CJJ

J1 111111aH'I CHKO

H rrO)\yMa ,'\ ((Tbφy ，
TO ((bI))...

무겁고

거친

바 있다.

CH)\CJJ

llCPC)\

HI1 M

rrarIl1 pOCbI OCKJJ I1 3JJO 06MblJJμBaJJ

B 06JJaKC; HC3HaKOMC l.\ MOH Ha Hcro rrocMoTpC지
TIcPC)\ HI1 M CI1 )\CJJO rrpocTo KaKOC-

(1.42-43)

“소음의
즙，

가지 는 음은

“ u" (“yη 이 다. Bal'mont는

음악， 공포의 외침， 먹구픔과 청동관의 둔닥한 음향처럼

궁캉거럼， 폭동， 무디고

험함，

송화관( ... ) "23) 이라고 묘사한

소섣 「빼 쩨 르부르그」에 서 모음 “u" 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Sof’ ja

가 Nikolaj블 떠밀어
67) ,

cro

ra)\OCTb-TaTap띠 11 Ha)) '"

또 다른 특별 한 lcjtmotiv의 기 능을
모음 “u" 를

J1 HllllaH'I CHKO

pC 'I b:

)\ bl M OT

낼 때，

“ Yy ... Ypo ,l.\,

여기에 Nikolaj 가 “꺼nOHCKaSI

Jl SIrywKa ... Yyy-KpacH bI찌 WYT"(

KyK Jl a ••• " (

n,

n,

67) 라고 대구할 때 “ u"( “ y")

는 경 악과 혐 오를 나타내 는 lcjtmotiv로 등장하며 , 또

다른

경 우들에 선 헥 맹 과

스트라이 크， “독을 품은 시 월”의 소리 로 등장한다 :

lI. HH

C1' OHJJ I1 TyMaHHbIC , CTpaHHbIC: rrpOXO)\μ끄

MCp3πo찌 rrocTyrrblû

H)\OBI1 TbIH

OKTH6pb; ( ... )
TaKOBbI 6blJJ I1 )\H I1.

A HO 'l μ

BbIXO)\ I1JJ π11 Tbl 110 HO 'l aM , 3a6μpa끼 CH JJ I1 B r JJyXHC,

rro)\rOpO)\H I1 C llyCTblpH , '1 T06bl CJJbIllia 1' b HCOTBH3Hylû , 3JJylû HOTy Ha ((y))? YyVY
yyyy-yyyy: 1' aK 3By 'l aJJO B rrpOC 1' paHCTBC; 3ByK-6bI지 JJ I1

1' 0 3By K?

ECJJH

1' 0 H

6bIJJ 3ByK, OH 6blJJ HCCOMHCHHO 3ByK HHoro KaKorO-TO M l1 pa; )\OC 1' HraJJ 3 1' OT 3ByK
PC)\KOH CHπ비 11

HCHOC 1' H:

((yyyy-yyyy-yyy))

pa3)\aBaJJOCb

HcrpOMKO

B rrOJJHX

rrpHrOpO)\HbIX MOCKBbI , TIcTcp6ypra , CapaToBa: HO φa6pH 'I HbIH ry)\OK HC ry)\CJJ ,
BC 1' pa HC 6bIJJO; H 6C3MOJJBCTBOBaJJ rrcc.
CJJbIlliaJJ 지 H H TbI OK 1' H6pëBCKylû "ny llCCH Iû 1' bICH 'I a )\CBH 1' bCOT rrHToro ro)\ a?

’

3TO외 llCCHI paHCC HC 6WIO; 3TO끼 llCCH I1 HC 6y)\CT: HHKor )\a.
-((Yyy-yyy-yyy)).

(H , 77 十 H1, 114)

fy)\cJJO B rrpoc 1' paHcTBc H CKB03b 3TO ((yyy)) pa3)\aBaJJOCb

rrO)\ '1 ac:
-((PCBOJJ Iû 0 l.\ HH ... 3BOJJ Iûl.\ HH... TIpOJJCTapHaT ... 3a6acToBKa ... ))

11

rrOTOM orrHTb:

((3a6aCTOBKa ... )) η e띠C: ((3a6acToBKa ... )) ( ... )

11
?, 3) K.

orrHTb yJKC Iû pKaJJO B 6acoBoc , CllJJOlliHOC , rycToc yyy-yyyy ...

Bal'mont , Poëzija kak γolseγstγ0， Moskγa

1915,

p.73 ,

(H , 98)

16
이 보기들은

Belyj의 산운에서 소리의마롭적 구성은 텍스특구조의 지배적 원

칙으로 등장하며

sjuzet 란 결국 소리복합체의 문장흔적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소리분석이나
제 스츄어

전개에 불과한 것임을

“ Masterstvo Gogolja" 에 서 Belyj 가 보여 주고 있는

Belyj 작품에서의

소리의

실현

“zvukopis"’는

"(“doistoriceskaja zestikulacija jazyka"24l 을

혀의

“선사시대적

다시 익 히 고， 그것 이 상실

해 버린 태고적 의미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기상정
주의적 소리의미론이 Belyj에 이르러 신화의 복구와 결합되는 것을 본다.
개 개 音의 선사시 대 적

몸짓

anapest(xxx’)의 사용이 다.

이 외 에 도 소설 “ Peterburg" oJl 서 두드러 지 는 것은

이 마 “ Peterbúrg" , “ Apollón

Apollónovic" 의 이릅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anapest는

Apollónovic" , “ Nikoláj

텍스트 전체를 관류하고

있다:

TaM 6e)Ka Jl a peKa; 11 CTOH Jl a 끄 yHa; 11 rpeMe끄 a py찌a，l\a llloneHa: ( ... ) (1 , 16)
TaM 6e )K aJl a peKa; μ Ka뼈Jl aCb 끄 a，l\ bH; 11 nJl eCKa Jl aCb CTpyH; ( ... ) Oll/, 405)
l1 6e)K a끄 a peKa; 11 nJl eCKa Jl aCb cTpyH; n Ka년 aJl aCb 끄 a ，l\bH; n rpeMe Jl a py Jl a,l\a.

(... ) Oll/, 406)
Ta K

6bIBa Jl O 11 npe )K,l\e: oTTy ,l\a 6e)!{a JlI1 py Jl a,l\ bI; ( ... )

I1 rpbIBa끄 a

llloneHa (He

lllYMaHa) AHHa ITeTpoBHa. ( ... )
l1 eMy nOKa3a Jl OCb Tenepb , lJ TO C06bIT I1 H H He 6bI Jl O Oll/, 406)
,l\ a, C0 6bIT I1 H-11 He 6bI Jl O. ( ... ) Oll/, 406)
-((끄 a ， ,l\ a, ,l\ a ... ))
-((3TO-H ... ))
-((51

ry6Jl1o 6e3 B03BpaTa)). ( ... )" (V , 215)

이 보기 들이 보여 주듯， anapest는 엄 격 하게 양식 화된
본율동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산둡 iPeterburgJ 의 기

사건의 소용돌이로부터 솟아나오는 빼쩨르부르그

의 영원한 멜로디를 노래하고 있다. 운율형식에 텍스트 구성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anapest의 이 같은 기능은

1922년 베를란의 Epocha사에서 출

판된 iPeterburgJ 에 오면 더욱 강화되고 있음으로써 Belyj 가 초기상징주의의 가

장 중요한 원칙인 소리의 의마플 그의 잔 창작기간을 통해 계속 추구해 갔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24) A. Be!yj , Masterstvo Gogo!ja , p.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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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Vostok ili zapadJ

상짐 주의 의 테 마

소설 「빼쩨르부르그」의

이념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띠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3부작 fBoCTOK

I1 JIl1

바와 같이 소설

東과

「빼쩨르부르그」는

3ana며의 제 2 부로 계획판 것이었다. 동과 서의 관계， 두

적대적 인종사이에 놓인

러시아의 위치와 세계사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러시아의 영원한 문제로서 러시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라시아 사상가들과 예술
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西는 그것이 거부의 대상이건， 지향의 대상이건간에 V ,E. Molodjako가 지
적하듯 23) 언재냐

하냐의 동일된 전체로

간주되었음에 반해 東은 서로 다른 개

념의 꽉넓은 스페트럼플 /<1 넌 것이었다.

가장 대 표석 인 경 우로 V l. Solov’ ev에 게 있어 東은 그의 유명 한 시
lux" 에 서 분병 하게

나타나듯

“크세 료크스의 東”과

“ Ex oriente

“그리 스도의 東”이 었고

이

두 개념은 각기 악과 선의 카테고려와 견합되어 있었다. Solov’ ev의 “그리스도
의 東”은 Belyj의 fPeterburgJ 에 서 아리 아문화와

함께

천사의 마술로， “크셰 르

크스의 東”은 몽팔리즘과 함께 악마의 마술로 서로 대렵한다. 물론 이 대렵은
Solov’ ev에게서처럼

묵시록척

투쟁의 신화가

아니라 그보다 델 라얼한， 이 신

화의 )、참l 學的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Belyj소설의 무대는 러시아에서 西의 가장 강력한 보루언

빼쩨르부르그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유럽문화， 고급귀족문화의 표본실인듯한 Apollon Apollonovic

Ableuchov의 집이지만， 이 공간은 실제로 東에 개방되어 있고 침식되어 있음이
곧 드러난다. 빼쩨르부르그시는 감춰진 채

작용하는 두개의 힘의 지배에 빠져

있으며 “몽고적 혼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두 힘은 “얼음”의 힘과 “혁명적
폭발”의

힘 이 다. 따따르의

후예 인

Ableuchov 부자는 Apollon Apollonovic가

빼쩨르부르그와 리시아제국의 관료적 정치기구를 조종하는 고위정치가이고， 또

25) V.E. Molodajko , “ Koncepcija dvuch γostokoγ russkaja literatura serebrjanogo
γeka" ， in: Serija literatury i jazyka , t. 49, No.6 , 1990 , pp.504-514. Molodjako
가 상깅주의플 역사철학적 정치사적인 변에서 상당히 긍정적 3 로 평가하고 있는 것
과는

단리 1937년

“ Filosofija

Li teraturnoe Nasledstvo 27-28 호에
ëstetika russkogo simγolizma" (pp. 1-53) 는

매우 언방적인 비판이다.

설련

V.

Asmus의

논문

상정 주의 의 이 념 에 대 한

18
Nikolaj 가 춰신의 유행과 서구철학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로

東의 힘에 지배되는 인물로

Ableuchov집 건 물의

나온다.

채운 일본식， 중국식 장식 품，

듀히 제

같은 장식적 요소들이 東에

락크칠을 한 마차와

속한다는 것 이외에도 그둡의 존재플

색갈인 황색， 내부를

근본적으로 지매하고 있는 東의

원칙은

5 장 “ strasnyj sud" 에 서 부자모두 뚜란A으로 나오는 Nikolaj의 꿈을

동해 가장 분명 하게 나타난다 :
HHKOJIa찌 AnORROHOBHq 6pocμRCll K roc Tlo-TypaHeu K TypaHUY (nO Jl qHHeHHblÌÍ

K HaqaRbHμKY) C rpy Jl OÌÍ TeTpa Jl OK B pyKe:
((Oaparpacþ nepBbI 히

KaHT (Jl OKa3aTeRbCTBO , qTO H KaHT 6bI끄 TypaHeu))).

nOHllTall , KaK HHKTO H HHqTO)).

-((Oaparpaφ BTOpO끼

UeHHOCTb ，

-((Oaparpa대 TpeTμ 낀

COuHaRbHbIe OTHO llI eHμll ， nOCTpOeHHbIe Ha UeHHOCTH)).

-((Oaparpaφ qeTBepTbI 디

pa3py llI eHHe

apHÌÍCKOI‘ o MHpa CHCTeMOIO UeHHOCTe잉)).

((3aK끄 IOqeHHe: CTapO Jl aBHee MOHrORbCKOe Jl eRO)).

Ho TypaHeu OTBeTHR.
-((3a Jl aqa He nOHllTa: BMeCTO KaHTa-6bITb Jl OmKeH OpOCneKT)).
-((BMeCTO UeHHocTH-HyMepaUHll: no Jl OMaM , 3Ta )l{ aM H no KOMHaTaM Ha
BeKOBeqHbIe BpeMeHa)).
-((BMeCTO HOBOrO CTpOll: UHpKyRllUHll rpall( Jl aH OpocneKTa-paBHOMepHall ,
npHMORHHe 낀 Hall)).

-((He pa3py llI eHbe EBpOnbI-ee
-((BOT KaKOe

•

Heμ3MeHHOCTb ... ))

MOHrORbCKoe Jl eRO ... )) ( ... ) (V. 237)

東의 원칙， 몽고족의 사업은 두개의 측면을 지니고
Nikolaj의

명제인

형이상학적

무의

있다. 그중 첫번째 것은

가치체계(아리아문화의

파괴)와 Apollon

Apollonovic의 명 제 인 전 우주를 향해 뻗 어 가는 도식 적 관료주의 이 다.

이들 부자

에 의해 표면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시아의 유럽주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바
로 러시 아의 재 앙과 파멸을 의마하는 “ mongol’ skoe delo" 이며 西와 “크세르크스

의 東”은 결국 같은 존재임이 드러난다.

소설 「빼쩨르부르그」의 거의 모든 등장인물은 옹골리즘과
배 당하고 있다.
측의

악마의 마술에 지

얼 음은 그 차가움으로 해 서 Ableuchov의 핏 줄속에 흐르는 몽고

피와 동일하며，

Kant 에

의해

Nikolaj 에게

생겨난

Apollon Apollonovic가 숭배하는 국가평면기하학(大路，

허무주의뿐

命數法， 순환)

아니라，

역시

뜨L
。

고족의 사엽이다.
그L -:-7으죠이

Q

.,..J..:-,--’

사엽의

두번째

*-허

。

=了 ~τ:

정치테러와

혁 맹 폭밥(“staraja

turansk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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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a" , V， 236) 로 Nikolaj 외에도 Dudkin이 거기에

빠져있다. 등장인물중 가

장 투시 능력 이 강한 Dudkin은 진정 한 믿음을 택 할 수 있는 능력 도 등장인물중
가장 많이 지니고 있지만， 또 그만큼 헤어날 수 없이 악마의 마솔에 결려들어

있다. 東의 악몽이 그를 방문하며， Sisnarfné와 Ènfransis와 같은 동양인의 환
영이 매우 친숙한 존재가 되어 그에게 달라 붙는다. Dudkin을 쫓아다니는 또
다른 존재 는 외 견 상으로는 東과 대 립 적 인

다.

“ mednyj Petr" , “ mednyj Vsadnik" 이

빼쩨르부르그의 건설자이며 유렵을 향해 러시아를 열어 “유럽”의 중심상징

이 되 고 있는 Petr대 제 는 관료주의 와 국가기 하학의 기 초자로서 뼈] 쩨 르부르그의

파멸을 예 언하고 빼 쩨 르부르그시 대 의 무덤 을 파는 “청 동관을 쓴 죽음”으로 나
타나며， Dudkin을 다락방으로 찾아가 소설중의 유일한 살인을 사주한다.
그밖에도 소설의 공간을 가득 에우고 있는 東의 장식물， 무리지어 눈에 뜨이는
만주모자들， 동양핏줄에 몽고인의 얼굴을 한 Lippancenko 등，

“러시아의

심장

한 가운데 로 흘러 든 東은 정 치 적 반동 (Ableuchov) 과 테 러 리 스트들 (Li ppancenko)

과 하나가 되어 있고，

( ... ) 동방적 환영， 환상， 삶의 다테일의

분위기속에

소

설의 모든 인물들이 그대로 빠져들어가 있다 "26)

반면

“그리 스도의

東”은

소설속에

드물게 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

“ beloe

domino" 와 태양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소설 전체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이 두 상징은 “크세료크스의 東”이 션명하고 가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억 제 된 모습으로， 에 테 르 같은 형 상으로 등장할 뿐이 다. Nikolaj 가 엽 은
붉은 도미노， 선동과 악과 죽음의 상정인 붉은 도마노와 대조를 이루는 “흰 도
미노”의 “슬프고 긴” 모습(“kto-to pecal’ nyj i dlinnyj)이 지난 기이한 아름다움
은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

KTO-TO rreqaJIbHbl디 11 ，l\π lI HHblH ， Koro 6y,l\TO BlI,l\eJIa OHa MHoroe MHO lKeCTBO
pa3, rrpe lK,l\e BH ,l\eJIa , e띠e He ,l\aBHO , cerO,l\ HH-KTO-TO rreqaJIbHblH 11 ,l\ JI lI HHbl ì1,
BeCb 06BëpHYTblH B 6eJIblH aT JIac , e ì1 HaBCTpeqy rrorneJI rro rryCTe lOll\ HM 3aJIaM;
MaCK lI Ha Hee CMOTpeJI CBeT JIblH CBeT ero r JIa3; eH Ka3aJIOCb,
qTO CBeT 3acTpyllJICH TaK rpycTHo OT qeJIa ero, OT ero KOCTeHe lOll\μx rra지 b l\eB ...

1I 3-rro ,l\ rrpope3e찌

(N , 172)

( ... ) y 06JIa ,l\aTeJIH ,l\ OM lI HO ,l\epeBHHHo lO OKa3aJl aCb pyKa , ( ... ) (N , 172)
Y Hero 6blJI rrpeKpacHbl끼 II JIaCKOBbl꺼 rOJIOC , (... ) (N , 173)
26) L. K. Dolgopoloγ， “ Tvorceskaja istorija istoriko-literaturnoe znacenie romana
Andreja Belogo “ Peterburg" , in: A. Belyj , Peterburg , Moskva 1981 , p.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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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시 냐는 Sof’ ja의 물음에 그가

-((Bbl BCe OTpeKaeTeCb OT MeHll: II 3a BCeMH BaMH XO)!{y. OTpeKaeTeCb , a
rrOTOM rrpH3bIBaeTe ... )) (N , 173)
라고 대 답하자， 캅자기 그가 누구인지 를 알아챈 Sof’ ja는 눈물에 목이

머l 여 그

의 가름한 두 말아래 봄을 던지며 그의 여윈 우릎을 껴안으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마차가 와 서고， “기이한 윤곽"(divnoe ocertanie, 173) 은 그녁를 마차에 앉

힌다. 달리는 마차속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이마 없고 가로등만이 회미
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이 “슬프고 긴” 모습은 Dudkin에게도 나타나나 (285， 286)
있는

Dudkin의 운영 을

암시 하듯 그를 바라보지

Dudkin은 자신의 다락방으로

않고 그냥

파멸하게끔 되어
지 나쳐

버 란다.

Sisnarfnë와 청동기사에게로 돌아가는 수 밤에

없게 된다.

“슬표고 긴” 모습은 Nikolaj에게도 나타난다(Vll， 317-319).
앞에 무릎을

꿇으려하고， 그가 자신의 영흠을 스승처럼

Nikolaj는 그의

위록해주길

기다리나

대담은 오지 않는다:

Ha rraHe Jl H rraCTb H111.d
-((51 -

60Jl bHO잉， rJl yxo꺼， o6peMeH강 HHbIH ...

YcrrOKOH MeHll , y lJ llTe Jl b,

yKpOμ ... ))

11 yC Jl bllllaTb B OTBeT:

-((BCTaHb ... ))
-((I1.ll H••• ))

-((He rpelllll ... ))
HeT , KOHe lJ HO , He 6Y .lleT OTBeTa. ( ... ) (\11, 318)
그러나 Nikolaj의 운명은 Dudkin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닝을 다음 궈철

은 암시하고 있다:

KOHe lJ HO )!{e - Hll lJ CrO He
HμKaKllX

a

OTBeTOB rrOKa; OTBeT 6Y .lleT rroc Jl e -

rro)!{a지 yH ，

nlI, 318)

OTBeTμT rre lJ a Jl bHbl니，

11 6o Jl ee- lJ Cpe3 CTO ,

딘 epe3

lJ

rroToMy lJ TO H He MO)!{eT 6blTb

epe3

lJ

ac , lJ epe3 ro .ll, lJ epe3 rrllTb ,

TblCll lJ y J1eT; HO OTBeT -

6Y .ll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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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이한 윤곽”요로， 에테르현상(“해rnoe

무르고 있듯， 다른 하나의

긍정 적 상징 “태 양”의

javlenie") 27) 에 머

승리 역 시 확신이 라기 보다는

간절한 소망에 더 가깡다 :

Ky JlI1 KOBO OO Jl e, II
BOCC l15leT B TOT

lK.l\ y

.l\eHb

Te611!

H rrOCJIe .l\ Hee CO Jl Hl\ e Ha .l\

orrycTllTcH

eBpOrre 낀 CK l1 e

6epera , 11 Ha .l\ 3T I1 MI1

3eMHopO.l\Hb!C CYllleCTBa BHOBb orrycTllTcll K
.l\ aBHO

MO만o

6epcra~까1

.l\ Hy

3eM찌e낀.

ECJIH ,

Tll lKeJIO찌

rrllTOH

pO.l\HO !O

μOHrOJIbCKOH

CO Jl Hl\e, Tbl He B30H .l\elllb, TO, 0, COJIH l\e, rro .l\

3aKYP'Ja BI1 TCH rreHa;

OKeaHOB-B rrpapO .l\I1 Mble , B

3a6bITble XáOCbl. ..

BCTaHb, 0 , COJIH U;C!
. (n , 99)
Dudkin은 러시아가 몽고족의 족쇄를 다시 한번

떤쳐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

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秘敎的인 힘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펄요하며， 거인들
의 싸움이 시작되면 빼쩌l 르부르그는 어떤 경우건 끝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소설 「빼쩨르부르그」에서 다루어지는 동서의 문제는 동

과 서 어느 한 원칙의 패배나 송리가 아니라 몽고와 유럽으로 대표되는 동서문
화 모두와 그 두 문화의 상징으로 나요는 도시 빼쩨르부르그의 숙명적 파멸과

결부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또 다른 동방， 그리스도의 모습은 에테르와 같은
무공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재렴은 “황당무계”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Stepka 가 예수재럼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를 말해주려하자 Dudkìn
은 “ Dovol’ no: vse eto vzdo r. .. "라고 대꾸한다.

기독교적

유일진리로부터 秘敎的

n,

105).

차원으로의 그리스도의 하강， 秘敎的 모습

으로의 신비스런 등장에 곧 뒤따르는 현실적 풀이， 그 과정에 끼어드는 패러다
적 관점의 개입， 그리고 동과 서， 몽골리즘과 유럽주의라는

일반적 대랩이 非

인간주의라는 보다 큰 법주안에서 서로 상대화되고 동일시되는 상황들은 한 대
상， 한 성 격 , 한 말， 한 문화， 한 민족， 한 세계 가 동시 에 다른 대 상， 다른 성
격， 다흔 말，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세계를 나다내는 것일 수 있음을 암
시한다.

이 점에서 東과 西의 관계는 東西라는 제한된 주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도시로서 문화이념으로서 책으로서 「빼쩨르부르그」가 지닌 이중구조(내지는 다
27) 1γanov- Razumnik에게 보낸 펀지에서 Belyj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방의
가오스의 허위 - 혁명의 전융플 - 떨쳐버런 때 다가오게 휠 그리스도의 해rnoe
jaγlcnic"에 대 해 언 급하고 있 다.

Ivanov-Razumnik , Versiny , p.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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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보게감 한다.

VI.

이줌구조←진지함과 패러디，

신과 광대의 충돌

도시와 문화이념으로서 빼쩨르부르그를 다둘 때 가장 핵심적인 기호의 역할
을 갖는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고 청동기사상으로서의

Petr대제이다.

뒷

발로는 화강암덩어리를 딛고 앞발은 새로운 러시아의 유토피아를 향해 치켜든
말 위에서 오른손으로 북쪽의 늪을 가리키고 있는 청동의 기사는 동/서， 러시
아/혁명， 구/신， 정교/이단，

고유문화/異문화，

문화기억/새로운 문화정보 등

18세기의 이율배반적 이념소들을 함께 묶고 있는 기호이며， 19세기의 이율배반
적 이념소들， 정학/역학， 슬라브주의/서쿠주의， 짜리즘/혁명

... 등을 선취하고

있는 문화기호이다.
TbI,

POCCHH ,

KaK

KOnhITa; H KperrKO

KOHb!

B

BHeJ\ pκ7J HCh

TeMHOTY ,

B nycToTy

3aHeCJJHCh

J\ Ba

B rpaHHTHyJO nO 'l By -

J\ Ba

nepe J\HHX

3a J\HHX.

XO 'l elllh 끄 H H T비 OT J\ eJJ Il ThCH OT Te6H J\epJKa~erO KaMHH , KaK OT J\ eJJ Il JJ IlCh OT
rrO 'l BhI

Il HhIe

113 TBOIl X

6e 3yMH hI X

ChIHOB,

-

XO 'l elllh 피Il

Il

ThI OT J\eJJHThCH OT Te6H

J\epJKa~ero KaMHH H rroBHcHyTh B B03 J\ yxe 6e3 Y3 J\ hI, '1 T06hI HH3pllHyThCH rrOCJJe
B BO J\HhIe XáOChI?

I1JJ Il, MOJKeT 6hITh , XO 'l elllh ThI 6pOCIl ThCH , pa3pbIBaH TyMaHhI,
J\ YX , '1 T06hI BMeCTe C TBOHM Il ChIHaM Il rrpOrraCTh B 06J1 aKaX? 11끄Il， BCTaB
Ha J\ hI6hI, ThI Ha J\ OJJrμe rO J\ bI, POCCIlH , 3a J\ yMa끄 aCh rrepe J\ rp03HOH cy J\ h6oJO ,
cJO J\ a Te6H 6pOCIl BllIe 디， - cpe J\1l 3TOrO Mpa 'l HOI‘ o CeBepa , r껴e Il CaMhI허 3aKaT
MHOrO 'l aCeH , r J\ e CaMOe BpeMH rrOrrepeMeHHO K IlJ\aeTCH TO B MOp03HyJO HO 'l b ,
TO 一 B 껴eHHoe CIl HHlle? ιI지 H ThI , HcnyraB띠IlCh nphIJKKa , BHOBh OrrYCTH llI h
KorrbITa , '1 T06hI , φhIpKaH ， rrOHeCT Il BeJJHKOrO BCa J\HIl Ka B r끼 y6HHy paBHI HHhlX
rrpOCTpaHCTB 113 06MaH 'IIl BhIX CTpaH? ( ••• ) (H , 99)
'1 pe3 B03

’

이 문화기호는 역사적 인물 Petr대제가

신질서의

갖는 이중의마성 (즉 기적의 건설자，

수호자， ~l 시아문화의 개혁자/反그리스도， 러시아문화의

파괴자)을

조각이라는 圖像的 기호속에서 되풀이하고 있으며， Petr대제의 이같은 이중像
은 나아가 그의 도시

Peterburg의 이중像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 슬라브주의자

들에게 빼쩨르부르그는 고유문화의 해체， 無歷史性을 의미했던 한펀， 서구주의
자들에게 빼쩨르부르그는 새로운 려시아의 역사시작， 문화로의 깨어남을 대변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역사적 신화는 Puskin에 와서

문학적 신화가 펀다. 청동기사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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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블록으로부터

뛰어내려와

도시의 건젤자로서，

파괴자로서， 개혁자의 마스

크와 파괴자의 마스크를 먼칼아 쓰면서 이융배반적 도시 빼쩨르부르그의 기호
공간을 가로지르며 내단리고， 인간을 파별시키는 관료제의 창시자로서 그 말단
을 대 표하는 Evgenij 를 추격 하여 미 치 게 만든다.

Belyj의 소섣에서 Evgenij의 운명을 다시 한벤 체험하는 Dudkin에게 찾아오는
청통기사는 Puskin의 “청동기사”에서와는 달리 Dudkin에게 살인을 교사한다 :

( ... ) rrO l\ y l\ apOM MeTaJIJIa , l\ po6mJJ;ero KaMHH ,
qepl\ aK pyxHeT H pa3pyulH TC51 TIeTep6ypr;

pa3JIeTHTC51 JImlII aHqeHKO ,

KapHa Tl찌 a

pa3py IIl HTC51 rro t\ y t\ apOM

MeTaJIJIa; H ro지 a51 rOJIOBa A6JIeyxoBa OT y t\ apa JIHrrrraHqeHKO paCC51 t\ eTC51 Há t\ BOe.
(VI , 306)
MeTaJIJIHqeCKH 찌

rOCTb , paCKaJIHBIIl HHC51 rro t\ JIyHOH TbIC51qarpá t\ycHbIM )I{apOM ,

Terrepb CH t\eJI rrepe t\ HHM orraπ 5l IOmHH ， KpacHo-6arpoBbl찌; BOT OH , BeCb rrpOKaJI51Ch ,
OCJIeIIHTeJIhHO rro6eJIeJI H rrpoTeK
rrerreπ 5l mHM

MHorocoTrry t\ OBOM 06b51THH:
)l{ HJI티.

Ha

CKJIOHeHHOro

AJIeKcaH t\ pa

I1BaHOBHQa

rrOTOKOM; B cOBep IIl eHHoM 6pe t\ ý AJIeKcaH t\ p I1BaHoBl꺼 TperreTaπ B
Me t\Hbl디

Bca t\f뻐 K

MeTaJIJIaMH rrpOJIHJIC51 B ero

(VI , 307)

Puskin의 “ Mednyj

V sadnìk" 이

Petr대 제 의 사회 적 , 정 치 적 활동，

엽적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고 따라셔 “ ljublju tebja , Petra tvoren’ e

라는 찬사가 서 문에 위 치 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Belyj의 「빼 쩨 르부르그」에 서 Petr
대제는 최후의 심판이 오기전에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악으로 나타난다 28)

청 동기 사는 비 단 Dudkìn에 게 서 뿐만이
파괴자로，

아니 라 Sof’ ja와 Nikolaj에 게 서 도 삶의

러시아제국의 빼쩨르부르그시대플 애장하는 존재로，

아니면 적어도

그 파멸의 예언자로 등장한다. 내달리는 청동기사가 소설속에서 맨처음 등장하
는 것은 무도회 후 흰 도미노와 헤어져 칩으로 가는 Sof’ ja의 마차를
서이다. 이때 Sof’ ja는

과거가 그녁의 뒤로

섬연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에

추격하면

불러나고 금속성 발걸질아래 無의

사로장힌다. 마치 그녀 자신

전혀 산 적이 없

었던 것처럼 공허가 그녀의 등 뒤에서 시작하여 끌없이 뻗어간다 :

( ... ) a B BeKax CJIbIIIl aJIC51 JIH IIl b y 껴 ap 3a y t\ apoM: TO , CJIeTa51 B HeI{Q e t\ HO ,
yrra t\ a지 H

KycKll ee

28)

이 정 에 서 Belyj의

에 더 가캅다

HeKll 찌

MeTaJIJIHQeCKHH KOHb , 3BOHKO JJ; OKa51 B

rropacTarrTblB aπ

OT JIeTeB IIl ee; TO'lH O TaM 3a crrllHOIO ,

)l{ H3He 히.

KaMeHb , y Hee 3a CIIHHOrl

TOQHO

Peterburg는 Puskin 보다도

Gogol ’ 과 Dostoeγskij의 Peter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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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OHKO l( OKa51 B KaMeHh , nOrHa J\ C5I 3a He lO MeTa J\J\H'leCK I!Il BCa ,n: HI! K.

11

KOr ,n: a

OHa

BCa .llHI! Ka... TaM -

06epHy J\ aCh ,

e꺼

rrpe .llCTaB I!J\ OCh

3peπ”띠e:

a6p l! c

MOIl(HOrO

.ll Be KOHCKIIX H03껴 p l! rrpOHII l( a J\I!, rrhl J\ a 5l, TyMaH paCKa J\ eHHhlM

CTO Jl 60M.
To ee H3CTHI‘ a Jl 3 Me .ll HOBeH 'l aHHa51 CMCp Th.

(N , 174)

그 다음 청 동기 사는 Nikolaj 가 조그만 주전 에 서 Morkoyin과 고통스런 대 화플

나누는 동안 옆탁자에 앉아 있고， 그플이 다}화룹 끝내고 계단을 내려올 해엔
그 아래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
ArrOJlJl OHO Bl꺼 TIIXO crrycK3 ,1c 5I rro 지 eCTHI!l(C; KOHe l( J1 eCTHII l( hl yrncJI B

HlllwJl aií

TCMHOTy; BHl’ 3y )Ke -

y .ll llepu -

CT0 5lJ\1!: 0 H 11; KTO T3Koe

0 H 11,

rrO JlQ)KIITe Jl hHO

H3 3TOT Borrpoc OH He Mor cc6e TO 'l HO OTBCT I! Th: 'l epHOe 0 'l epT3H l! e 11 K3K351-TO

3e지 eH3H-pa33eJl eH3H MyTh ,
H3pyJKHOrO

<þ OH3pH);

11

6Y .ll TO TyCK Jl O rOpH[]~3H

<þ OC <þ OPOM

(3TO n3 .ll 3 J1 J1 y 'l

ero JK껴 3 J1 11.

0 H I!

A Kor ,n: 3 rrporneπ OH K Toií ,n: BCpl!, TO rro 06e CTOpOHhl OT ce6H OH rrO 'l yBcTBoB3 J1

30pK 싸

B3r J1 H,ll H36J11Oα3Te지 51: I! O,llI! H 113 H I! X 6hl Jl TOT C3Mhl Ïl r l1 r3HT , 'l TÓ T 5I Hyπ

’

3 J1J1 3rn 3a COCe .ll HllM C HI! M CTOJII KOM:

OCBCll(eHHhl허

J1 y 'l OM H3py)](HOrO φOH3p5l，

OH CT3 J1 TaM y ,llBep l! Me .ll HOI‘J1 3BOií rpOM3 .ll0찌; H3 A6πeyxoB3 ， BO찌.ll H B J1 y 'l, Ha
MrHoneHlle yCT3B I!J1 0Ch
MHorocoTrry,ll OBa51 pyK3

MeT3 J1J1I1'l eCKOe 까l l.\ O ，

ropH 띠ee

띠 OC <þ OpOM;

11

3C Jl ell3H ,

rrorp0311 지 3.

-((KTO 3T 0?))
•

((KTO ry611T 1l3C 6C3 B03BpaT3 ••• ))"

마침 내 Morkoyin과의 픔찍 한 대 화를

(V , 213)

끝낸 후

고문자같은 뻐l 쩨 르부르그를 저

주하며 녀l 바강 다리위플 내단련 때 Nikolaj는 금속기사가 애매한 미소블 짓는
것을 본다.

날카픔게 찢어지는 구픔사이로 밝은

달빚속에서 기사의

얼굴과 칭

동월계관과 위염있게 뻗은 육중한 손이 벤쩍 벚나고 마치 그 손이 움직이며 금
속성 딴굽이

바위속에 내려찍히는 듯 보이는 순간 Nikolaj는 청동기사의 포효

가 온 빼쩨르부르그에 울려퍼지는 것을 듣는다 :

a

-((LJ: 3 ,

,ll , ,ll

-3TO

51 .•. ))

•

a... ))

-((51 ry6 J11o Ue 3 B03ßp3Ta)). (V , 215)

이 때 Nikolaj는 자신이 영원히 고}멸하었음을，

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댐을 깨닫는다

이 제 어 켈 수 없이 맡겨 진

역

25
“-((ll a,

a, 껴 a ... ))
-((3Ha lO, 3Ha lO ... ))
,1\

‘“

-((I1 01 6 6e3 B03BpaTa ... )) (V , 215)
지금까지 인용한 귀절들은 역사신화이자 문학적 신화인

에 대해서 소설

Petr대제와 청동기사

「빼쩨르부르그」에서 매우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의는 러시아의 영원한 신화속에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삼엽되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그러 냐

청 동기 사의

신회-와 신화적 출현에

현실적

해 명 (“ realis-

ticeskaja razgadka") 29) 이 곧 뒤따름으로써 神話의 탄산화화가 얼어나고 그전의
진지함은 패러디로 딴한다. Sof’ ja뒤를 추격하며

’

그녀의 존재를 無로 떨어뜨리

던 청동기사는화재현장으로 달러가는 소방차의 소방관이었음이

밝혀진다. 청동

기 사의 신화에 대 한 가잔 날카로운 패 러 다 는 그러 나 Dudkin의

Lippancenko 살

해장면이다:

Kor a yTpOM BOW J\ H, TO J1 mmaHqeHKH y lK e He 6bIJ\ O, a 6bl J\ a πy lK a KpOBH;
6blJ\ - Tpyll; H 6bl J\ a TyT φHrypKa Myll{qHHbl - C yCMexHyBwHMCH 6e J\ blM J\ Hl\ OM ,
,1\

BHe ce6H; y Hee 6bIπH ycm쩌 OHH B3 epHy J\ HCb }(Bepxy; OqeHb CTpaHHO: My lKqHHa
Ha MepTBe l\ a ce J\ BepXOM; OH ClImMa J\ B pyKe HOllWH l\ bl; pyKy 3Ty lI pOCTep
OH; 1I 0 ero 끼 H l\ Y - qepe3 HOC , 1I 0 ry6aM - yllOJ\ 3a J\ O lI HTHO TapaKaHa.
(VII , 386)
,1\

한손에 가위를 치켜들고 Li ppancenko의 시체위에 딴다듯 결터앉아 있는 Dud-

kin , 그의 얼굴 위에 기어다니는 바퀴벨례， 이것은 신성한 청동기사에 대한 그
로테 스크한 패 러 디 이 며 , Puskin의 Petr텍 스트플 Petr-fars로 희 화시 키 고 있다.

이같은 반천은 앞장에서 다루었던 “한 도미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
비한 청동기사가 네바강 건너펀 화채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었음이 밝혀
진 후 Sof’ ja에겐 모든 것이

감찍하게

산문적으로 여겨진다. 수수께끼같은 존

재 틀이 었먼 마스크틀은 Cukatov칩 안과 교분이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 어 려 석

은 어 릿 광대 에 치 나지 않으며 , “키 가 크고 을픈” 그 남자도 그러 한 “tovari않i중

의 하나”에 지 나지 않는다 (N ， 175).
거 의 갇은 시 각에 무도회 장흘 빠져 나온 Nikolaj도 “키 가 크고 슬픈” 남자플
보게 되 며 Nikolaj의 긴 외 투에 잔뜩 화가
경찰지서장임이 밝혀진다.

나서 노려 보며 지 나가는

이 남자는

또한 Dudkin도 전에 여려번 본 적이 있는 키가 크고

29) V. B. Sklovskij , “ Andrej Bclyj" , in: Russkij Sovrcmcnnik H, 1924 ,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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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에 잠긴 어떤 사람이 18벤 가로에 살게 된 정다운 이웃임을
이웃이 전에 Misa 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을 기억해

Stepka가 DudkinöJl 게 지금이 새로운 노아의 방주를

알게 되며 이

낸다. 분리종파의 신도

만들 띠l 이며， 중국인윤이

러시아땅에 그들의 우상을 섬걸 사원을 짓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소섣
속에 포함된 것도 소설속에서 러시아사회 전체의 모습을 묘사한다는 구체적 기
능 이 외 에 , 아이 러 니 가 섞 인 引用의 기 능을 가지 며 , “ kto-todlinnyj i pecal'nyj"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재림의 신화에 대한 희화와 신성한 영역의 byt化，
진지와 패러디의 충돌을 낳고 있다.
神聖한 것의 회화화는 “흰 도마노"3이에서
에게서도 일어 나고 있다.

특히 제

뿐만이

아니라 Nikolaj-그리스도

7 장의 小 chapter플， “꺼， ce6e, 11끄y .. .sI, ce6e ,

HI1 KOrO He CTeCH S/ IO ... ", “ Pa3rOBOp

I1 Me Jl

npO ,Il,OJl }/{eH l1 e" , “ ra,Il,I1 Ha" , “ TbMa

KpOMeWHa S/", “He，Il，006bS/ CHI1J1CS/''는 분명 한 골고다-패 려 디 의 모습을 하고 있
다.

“꺼，

ce6e,

l1,Il, y ... S/,

통해 그리스도의

ce6e, HI1 KOrO He CTeCH S/ IO ... "에서는

체포가 희화화되고

있다.

Nikolaj는

Nikolaj의 붙잡힘을

글자

그대로

거리에서

Lichutin에 의해 체포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걸을 끈다 :

OCTaHOBHJICH TpeT싸1 ，
BopHlllKa. (W , 322)

llHTbl낀， ，1\eCHTbl끼，

BepoHTHo llO yMaBlllH , 'f TO
,1\

H3지 OBJIeH

성경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예수를 구경하듯 소설에선 사람들이 “삽
자가처형 이전”의 Nikolaj를 구경하고

있다. 사건은

마침 대중의 시위가 있는

시각에 일어난다 :

(. .. ) H3 aJIH llpoclleKTa , H3 cOBepllleHHeHllle디 llyCTOTbl, 'f HCTOTbl , Me y
껴ByX PH OB 'f epHOrO OT 끼 m껴eH TpoTyapa , llO KOTOpOMy llo6e )jwJI TblCH 'f erOJIOCbl낀， KpellHy ll\H낀 ryJI ( ... ). (W , 324)
,1\

lK,1\

,1\

Lichutin은 Nikolaj를 마하에 밀 어 넣 고， 그들 뒤 로 수 많은 군중이 빌 려 온다

(326 , 누가복음 23 장 27절 ) . 처 형 의 장소는 Li chutin의 칩 이 다. 여 기 에 서 Nikolaj
는 엄청난 충격을 느끼며 한순간 공중에 떠올려져 말을 벼둥거리며 매달려 있
다 (36 1). Nikolaj의 처 형 이 小

chapter “ TbMa KpoMewHaS/"에서 얼어 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처형때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던” 것과

30)

Sof’ ja 가 처 음 흰 도마 노플 남연 Sergej 로 착각한 것 이 나，
“ dolgoγjazyj ，

pecal ’ nyj i brityj" (W , 198)

연관을 갖는다(누가
자살에 섣 패 한 Sergej 의

한 모슴도 여 기 에 속한다

27
복음 23: 44). 예수플 처형하는 병사들이 예수의 웃옷을 찢어버리려했던 것처
랩， Nikolaj 를 움켜잡은 Lichutin은 연마복 소뱃자락을

형펀없이

찢어놓고 만

다. 문구멍으로 처형 장연을 꼼쳐보던 Sof’ ja는 하녀 Mavruska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367， 마가복음

15: 40) , 찢겨나간 소뱃자락， 문구멍으로 흡쳐보는 여

인들에게서 니꼴라이의

우스팡스럼고 가련한 모습에 대한 서숭자의 조소적 시

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탈출에 실패 한 Nikolaj는 두 팔을 벨리 고 몸을 벽 에 갖다 붙이 며 (368) 십 자
가

위에서

처 형 되 는 순교자의 포우즈를 취 한다31)

nOMI1JIy찌!" (368).

Nikolaj 가 그토록

굴욕감을 느낀

“CnaC I1

“rOcno~“!"

것은 Lichutin의

l1

조롱이

나 폭력보다도 Lichutin이 붉은 도미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리라는 지레짐작

때 문이 었다.

그러 나 한판의

우스팡스러 운 보복이

끝난 후 Lichutin은 그가

Nikolaj의 부친살해 계획을 알고 있음을 밝히고 Nikolaj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자 한다. 모욕을 느낀 Nikolaj는 사실 여러차례 아버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옴에도 불우하고 짐짓 결백한

1van Karamazov의 행세를 한다. 그리고 자

신이 이곳에서 겪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그리스도의 고
통과만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13 TeHeBOrO yr끄 a ， 6y ,l\TO CpOeHHaH , B비CTyrra끄 a rOp ,l\aH , CyTy J\ O- 1l 30l‘ HyTaH
COCTOH ll\aH , KaK rrO ,l\ rropy 'lIl Ky rrOKa3a J\ OCb , 113 TeKy 'l llx BCe CBeT J\ OCTeìí ,

φIl rypa ，

- CO CTpa ，l\a지 b'l eCK Il YCMexHyBlllllMCH pTOM , C BaCIlJ\ bKOBOrO l\ BeTa r J\ a3aM Il;
6eJ\ OJ\ bHHHble ,
CBeTOM CTOH ll\lle BO J\ OCbl 06pa30Ba J\1l Orrp03pa'l eHHb따， 6y,l\TO
HIl M60BblH Kpyr Ha ,l\ 6끼1CTa lOIl\Il M Il BbICO'l a끼 lllllM '1 eJ\ OM: OH CTOH J\ C pa3Be,l\eHHblM Il KBepxy 끄 a ，l\ OHHMμ ， HerO，l\y lO띠R 낀 oCKop6J\ eHHblìí ， rrpeKpacHbl찌 BeCb
rrpllrrO，l\HHTbI디 KaK-TO Ha KpoBaBoM φOHe o6oìí: 6bl J\1l KpaCHoro l\ BeTa o6oll_
(\11, 371)
6eJIOJIbH~HHe，

BHCOqa찌wee

qeJIo, HI1 M60BH ì1 Kpyr와 갇은

자의 조소가 느껴지는 이 묘사와

함께 굴욕적

상황에서

표현에 서

벗어난

서술

Nikolaj는 예

수 그리 스도의 말로써 Lichutin에 게 다가간다 : “B비 He Be~aJI I1， qTÓ TBOp“지 11"

(VII , 37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 23: 34) 과는 달리 Nikolaj의 말은 Li chutin에 대 한 lcll
난과

31)

책 망이 며

자신에

대한

픽 션의

구상이 다 : “”껴I1 Te

이 는 또한 Dudkin이 가장 즐기 는 자세 이 며
신관계가 다시 한벤 암시되고 있다.

,

)!(e: 끄OHOC I1 Te，

He

이 것을 통해 Nikolaj 와 Dudkin의 분

28

BepbTe!. .. " (372).

거 친 동물적 공포에 서 벗 어 난 Nikolaj는 이 제 오히 려 공개 적

이고도 치욕적인 고통을 원하며 고통￡로 찢어진 몸과 마음으로부터 어떤 부드
러운

목소리 가

To60IQ" (372) .

그에 게 말해 주걸 원 한다 : “T납 CTpa，ll，a지

3a MeH 5I;

51

CTOIQ Ha,ll,

그러 나 기 다리 는 목소리 는 들려 오지 않고 암흑만이 그를 에 워 싸

고 있을 뿐이 다. 서 술자의 냉 소는 Nikolaj 가 자청 한 고통의 순수성 에 의 문을 제
기 한다.

따돗한

목소리 는 왜

들리 지 않는가

?

“ TbI cTpaβa지 3a MeH 5I" 라고 ?

천만에， 그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괴로와하지 않았으며 그의 고통은 인류를

위 한 그리 스도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그 자신을 위 한 고통이 었을
따름이다. 때문에 구원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스스로 연출한 추한 사건
의 뒷수습은 오로지
짜 그리스도의

Nikolaj 그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골고다의 종교극은 가

회비극으로

이 희 비 극적 양면성 은 이 미

변하며 구세주의

몸짓은 광대의 포우즈로 변한다.

Nikolaj의 외 모묘사--높은

이 마， 짙 은 수례 국화

빚 눈동자， 맑은 아마색 머리， 성상을 연상시키는 표로펼과 개구리같은 얼굴，
붉은 도미노의 ambivalentnost’에서 암시되고 있다.

니꼴라이-그리스도의 보기에서 우리는 신화적 상정주의가 가지고 있던 낙관
폰， 즉 인간 영혼의 미로로부터 세계의 비밀에 이르는 걸을 발견하리라는 믿음，

세계에 대한 신뢰가 픽션으로 끝나는 것을 본다. 현실에 의해 부정펀 신은 창
백하고 무력한 흰 도미노로， 에테르 현상으로 세계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부

정된 신을 자기 자신 속에서 확인하고자 애쓰는 인간의 시도， 신에 의한， 은총

에 의한 구원이 없는 자기 구원의 시도는 헛된 어릿광대극으로 끝나고 있다.
III 슷한 관점은 Sof’ ja에 대한 묘사에서도 나타난다.
물의 이름은 자주 그 인물의 개성과 본성을
지만，

러시아문학 전통에서 인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기능을 지니

Sof’ ja Petrovna의 경우엔 인물과 이름의 불일치， 즉 지혜와 조화와 합

일을 상징하는 종교적， 신화적 Sof’ ja와 그녀의 현세적 동명이언간의

불일치를

강조하여 희화적 효과플 높이고 있다. 일본식으로 꾸민 집， 뱀처렴 번득거리는

기모노， 뱀처럼
반짝이는 두 눈，

유연한 폼， 유난히

반짝이는 치아， 굉장한 머리숱， 마녀처럼

즐겨 입는 검은 옷 등은

Sof’ ja (“일본 인형")를 지혜의 상징

Sof’ ja의 반대펀에 서는 검은 마숭의 대표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름과 인물간의
이중적 관계는 특히 Cukatov가의 가면 무도회에서 나다난 Sof’ ja의 차럼에서 잘

나타난다. 늘 입던 검은 옷을 벗고，

madame Pompadour로 변장한 Sof’ ja는 연

하늘색 야꾀복에 은맺 꽃으로 드레스 자락음 장식했고， 은빗줄이 날린 승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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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황금손잡이의 지팡이， 그리고 검은 머리 위에다 은빛 가말을 쓰고 있다.
러한 변장으로 그녀의 색채 32) 는 암흑과 우질서를

상징하는 검은색무로부터 가

벼움과 무한함， 神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Pompadour로

의

Pompadour와

변장은 결코 우연이

아닌

특별한

의마를

지닌다.

그녀의

‘“

분

>

이

강하게 암시한다. 이 암시 는 Sof’ ja 가

는

첩

연관성을

써
켄

Pepp" 과의

뚫

pompon 장식에서 되풍이되는 음운의 연결 “pomp" 는 “bomba" 와 “ Pepp Peppovic
-

(“ puchovka") , madame Pompadour의 아버 지 이 릅 Poisson(물고기 ), 폭단위

장에 사용된

정어리깡통 등과 결합하여 파괴적

검은 마술의

하수인으로서의

Sof’ ja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신화의 패 러 다 는 Apollon Apollonovic Ableuchov플 동해 서 도 나타난다. 神들
의 아버지 제우스가 전우주의 신임에 반해 그와 ul 교되는 Apollon Apollonovic
는 마차속에 서 생 각에 잠겨

Peterburg위 로 솟구쳐 오르는

새계가 열린 세계， 전우주임에 반해

오십년전

박쥐 이 며 , 저l 우스의

눈보라치는 황야에서 얼어죽을

뻔 했던 사건 이후 광장공폭증에 시달리는 Apo l1on Apollonovic의 세계는 닫혀
있는 ul 좁은 세계， 게다가 락크찬을 통해 외부로부터 더욱 차갑게 차단된 자신
의 육면체 마차이다. 이

제한된 닫힌 세계로부터

Apo l1on Apollonovic는 끝없

는 안개속을 응시하며 “ mozgovaja igra" 속에서 “全地球”를 고안해 낸다.
에게

이름을 빌려준

아폴로가 빛과

아름다운 예숭의 신인

또그

것과 대조적으로

Apo l1on Apollonovic는 칙칙한 쥐색 옷차림에 왜소하고 메마른 체구의 추냥이
며， 쥐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두 귀는 그를 묵시록의 Apollyon으로 보이게 한다.
Apollo신에 대한

패러다는 특히

Apo l1 on Apol1onovic의 경 력 내 리 받이 를 묘사

하는 창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CTpeJ\ oMeTaTeπb ，

-T lll,eTHO OH cJ\ aJ\ 3y6'1 aTy lO A110 J\J\ OHOBy MOJ\ H싸0; l1epeMeBII J\ aCb IICTOpIl H; B .n peBHlle MII <jJ bI He BepHT; A110 J\J\ OH A110 J\J\ OHOBII 'I A6J\ eyxOB
BOBce He 60r A110 J\J\ OH: OH-Al1 oJ\J\ OH A110 J\J\ OHOBII 'I, l1 eTep6yprcKIIH '1I1 HOBHIIK.
(VH , 335)
산성함과 법속함의 충돌에 대한 또 다른 보기는 “폭단”이다.
의 주요상징인 폭탄은

32)

소설

iPeterburgJ

현존하는 절서， 운화， 세계의 폭파， 혁명과 부친

살해

Belyj의 상정 주의 척 천해 는 그의 논문 “ Svjascennye cγeta" ， (1 903)
in: Arabcskì(Moskva 1(11) pp.115 , Slavische Propyläen 63 , München 1969,
pp. 115-129. Masterstγo Gogolja , pp.307-39에서 삼펴 봉 수 있다.
색 채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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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유로피아 건설)를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의 심령적 체험을 상징하면서
묵시록과의 연관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십사시간 후에 폭단이 폭발하게픔 장

치 해 놓은 후 Nikolaj의 머 릿 속에 서

펼 쳐 지 는 생 각은

小 chapter “CTpalllH티찌

cyψ’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위치함으로써 그 같은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 )
-,1\

-

“

0 M ra ,

,1\

0 MHra , KOr ,1\ a... -

yÆacHoe CO ,1\epÆaHHe Cap ,1\HHHH l\ bl 6e306pa3Ho B,1\ pyr Bcrry 'I HTCH; KHHeTCH-

paCIIlH pHTbCH 6e 3 Mepbl; H TOr ,1\ a, H TOr ,1\ a: pa3지 eTHTCH Cap,1\HHHH l\ a...
-

CTpyH

yÆacHorO CO,1\ epÆaHHH

pa3pblBaH

Ha

'I aCTH

XJl OrrHyB , H Te Jl O 6pbl3HyBllI HM BO

KaK-TO rrpblT KO pacKHHyTCll rro KpyraM ,

C 6ypHblM rpOXOTOM CTO Jl HK:

'I TO-TO J1 0rrHeT

B HeM ,

6Y ,1\ eT TOÆe pa30pBaHO; BMeCTe C Il\errKaMκ BMeCTe C

BCe CTOpOHbl

ra30M

OHO pa36pocaeTCH OMep3HTe Jl bHOÌÍ

KpOBaBOIO CJl HKOTb lO Ha CTeHHblX XO ,1\ O,1\HbIX KaMHHX ... -

B COTy lO

,1\

0 .71 10 ceKyH ,1\ bl BCe TO

rrpOBa 끄 HTCH

COBeplllμTCH:

B COTy lO

,1\

0 .71 10 ceKyH ,1\ bl

CTeHbl , a yÆacHoe CO ,1\eplKaHHe, llI HpHCb , llI HpHCb H llI HpHCb ,

CBHCHeT B TycK Jl oe He60 띠errKaM“， KpOBb lO H KaMHeM.
B TycK Jl oe He60 CTpeMHTe끄 bHO pa30Bb lO TCH KOC~‘ aTbJe

,1\

blMbl, BrrycTHB XBOCTbl

Ha HeBy. (V , 233)
그러나 정신세계의 대변혁 33) ，

폭파，

묵시록적인 상징인 폭탄의 신성한 차원은

모독되고 속화된다. 호흡장애와 I날국질， 위동에 시달리는 Apollon Apollonovic

는 옛날 그의 시종이 했던 말을 상기한다 :
-((ra3bl, 3HaeTe

,

J1 H

pa Clmpa lO T Æe Jl y ,1\ OK: H rpy ,1\06p lOllI HaH rrperpa껴 a CÆH'

MaeTCH ... OTToro H TO Jl'I KH , H HKOTa ... 3TO Bce pa3BHTHe ra30B ... )) (\11, 339)

가스흡수를 때때로 도와주었던

흑색정제가

이번엔

듣지

않고

Apollon Apol.

lonovic는 그곳(변기)으로 향한다
A6cop6HpyH ra3bl ,

'I epHaH

H cyxaH

J1 errelllKa

HHOr ,1\ a rrOMOra Jl a eMy, He Bcer ,1\ a,

33) 이 생각은 Belyj의 자전척 저술에서도 표명되고 있다.

“나는 마치 폭탄이 내속에
그 성스려운 순간

떨어진듯 생에 관한 이전의 모든 표상을을 영원히 내동탱이쳤던

에 대해 쓴다. 나의 이전의 개성은 폭파되었고 그 파펀들이 인간에 대한 나의 관계

의 기저를 파헤쳐 놓았다. 나의 삶 전체는 다르게 되어야 한다" Zapiski cudaka ,

I , Berlin 1922, p.65. “만약 인간의 내연에 버티고 앉아 있는 ‘억압자’를 폭탄￡
로 해치올수만 있다면， 나는 폭탄을 먼져 그를 해치울 것이다.
로 폭탄을 밟을 것이고， 폭발속에서 나는 나의 구성소들로
한 행 복을 위 하여

!" Mezdu

나는 나 자신의 발

해체될 것이다

dγuch revoljucij , Leningrad 1934 , p.8 1.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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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 pOqeM.
((,l.l. a , 3TO--ra3bI)) ,
(때 ，

- H TpOHy Jl CH

K... K... : 6bI Jl O -

nOJl OBμHa

}l.e BlITOrO.

3:.1 9)

뉘에 뻐장에 가서 -똑읍에 ←놈란

Apollon Apollonovic가 보이게 될 반응(변기

워노의 피신)은 줍심상정폭단의 이같은 지위강등을 통해 B] 극성 보다는 우스팡
스려움을 더하게 된다. 또 그에 앞서 정신세계의 묵시록적 일대 변혁을 가져와
야 하는 폭단이 정어리 깡통S로 위장되어 있는 것도 이 상징이 지닌 진지함과
신성합을 우스팡스러움으록 강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태까지 언급한 주요 상징은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이 지닌 이줌적 기능， 신
비하고 신성한 기능과 불경하고 세속적인 기능의 교차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
는 것들에 속한다.

그 ~l 나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이중성을 가장 단적:로 상징하

는 것은 “가위”이다. Lippancenko의 시 체 위 에 걸 터 앉은 Dudkin의 손에 서 먼
쩍이는 가위 34) 는 그의 분열된 자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모든 분신성，
시아와 러시아，

악과 선과 같은

아

의 미 대 럽 쌍들의 ambivalentnost’ 를 상정한다.

'1899"-' 1900년의 시기는 열려져 있는， 그래서 닫혀져야 할 가위의 운제로 내겐
생각된다 "35)

이 말에서 Belyj는 이미 자신의 상징주의가

악마주의적， 유마주

의적 상정주의의 극복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

Belyj는

여

기에서 자아분열적 세계의 비정체성과 이중성을 고집하는 유사니힐리즘적 지향
의 의미온이

아니 라， 융합과 합일， 정체성의 획득을 그 자신과 시대 전체의 과

제로 파악하였었다.

그러나 소설 iPeterburgJ 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

한 시도 자체가 이미 회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A 와 B 의 신화적
여주어야 할 신비극은 광대돌음으로， 가연극으로 변하며，
열된 존재는 A 도 B 도 아닌 동시에
이에 머무르고 만다.

A 가 B 로，

A 이며

B 이고，

합일을 보

A 와 B 사이에셔 분

따라서 언제냐 A 와 B 사

B 가 A 로 변하는， 다시 말해 realia가 상징으

로， 상정이 realia로 변하는 이 이중의 변형과정은 악마주의적 상징주의나 낭만
주의와도

구별된다.

악마주의적

상정주의에선

A 와 B 가 중립화되고 시작과

34) 소섣 제 5 장， 우도회에서 돌아온 Nikolaj 는 자신의 손에 밴띄이는 가위가 쥐어져
있고 그 가위로 앞에 웅크랴고 있는 Apollo Il Apollonovic 에게 덩벼틀어 센러 죽이
는 환각에 사로 잡젠다 (V.221 → 222). 이 장면

또한 Nikolaj 와

Dudkin의 분선관계

를 암시하고 있다.

35) A. Belyj , Na rubeze dvuch stoletij , Moskva-Leningrad 1930, p.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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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동일하여 아무런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예
에 비해，

rPeterburgJ 의 세계에서 상징적

문제시되지도

。ι 。J-..Q..
.δ -"、

o

기호가 되었다가 다시 realia로 되돌

아온 A 는 결코 B 의 기호가 되기 이전의， 즉 출말상태의 A 와 동일하지 않다.
단순한 펙구]와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의

다. 가면을 쓴 나의 얼굴이

움직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가연을 빗을 때 거기에 냐타나는 것은 원래의

얼굴이 아닌 제 3 의 얼굴， 또 다른 마스크이다. 실패로 끌난 변형의 과정에 진
지함과 아이러니， 회극과 바극， 신비함과 속됨의 충돌이 끼어들어 처음의 얼굴
은 다릎 모습으로 나타난다. Li ppancenko의 시체위에 앉아있는 Dudkin은 문학

적， 역사적

신화 청동기사를 자신의 피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느끼기 전의

그가 아니라， 청동기사와 러시아의 역사의지에 대한 패러디로 나타난다. 또 붉

은 도마노를 벗은 Nikolaj는 그전의 그로 돌아가는게 아니라그리스도릎 연기하
벼

-,

그 역에서 무참한 실패룹 맛본 훈 이l 펄로그에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

으로 소개된다.
西의 가면을 빗게 되고， 東의 꽉략에서 멋 (>1 난

삐l 쩌l ‘르부르그가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게 되리라는 것은 상징주의 말기에선 냉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Belyj 에게서 존재와 생성과 변형은 mozgovaJa
igra로 계속되며 이 과정에서 구성 되 는 dvojnik모댈 은 이 들

dvojniki중 과연 어

떤 것이 “진짜 나”인가가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 낭만주의의 모댈과는 구별되어

진다. 물온 이것이

“진짜 냐”의 문제따윈

아무래도 좋았던

초기상징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진짜 나의 신화가 실재로 물체화되어 실
현될 때， 그것은 터무니없이 속되고 눈물캡게 우스팡스러운 모습이라는 차가운
인식과 함께 자기 신화는 자존과 자조의 엇갈림으로 변한다.

vn.

無의 허 풍과

mozgovaja igra

앞장에서 우리는 byt세계의 저속한 현상들이 우주드라마의 주인공들， 신화의

주인공들 대신 그블의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며， 그 우주드라마의 초인간적이고

신적 인 주인공을쓸 우스팡스럽 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 다렸으나 나타
나지 않는 존재”의 자리에 환영의 캡데기가 띤장을 하고 나타나고，
나 존재하는，

환상속에서

따라서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주극의 무대는 카니말의 가

섣 소극장으로 대체되며，

합일을

노래하던

신화적 시인은 자기 신화화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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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화에 대한 아이러니 36) 로서

카니발적 존재， 광대로

바뀐다. Blok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Belyj에 있어서도 어릿광대， 도미노37) 는

자아상실과 “분신 "0

로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합일에의 도달불가능성과 구원불가

능성이 이미 의식의 지평속에 들어와 있는 mozgovaja igra와 無와 존재의 변장

rPeterburgJ 의

가

(1) 자아와 실체의 상실속에 소설

공간을

득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U 2.."";1
, "n
T-"-

oJ

~二

λλ 」

것은 가면， 변복， 鏡像， 그림자의 어지러운 유회이다.

@ 소설속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맡은 역 을 연기 하며 자주 마스크로 존재
한다. 붉은 도미노에 검은 가띤을 쓴 Nikolaj는 그것들을 벗어놓을 경우에도 결
코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내 보이 지 않는다.

자신의 불안정함， 다른 사람에 대

한 증오와 이끌럼플 그는 때로는 고다1 펴란의 마스크， 때로는 개구리를 연상시

키 는 연 줍의 쩡 그림 과 마 소로
에 잠간

듯한

연굴표정은

감추며 , Dudkin은 Nikolaj의 개 구리 같고 생 각

하나의

마스크에

불과한

Lippancenko-그 스스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고 있다

것이라고

생각한다.

n:

--'一

Li ppancenko의 역을 연기하

는 비열한 불량배 Nikolaj 가 그의 역을 나쁘지 않게 연기해 내었다고

딴하고 있으며， 섣제로 Nikolaj 자신도 부친 앞에서 그가 맡은 역을 끝까지 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pollon Apollonovic 또한 지위의

가면을 쓰고 있

다. 거울에 ul 천 아들의 모습에서 아들 대신 꼭두각시를 보는 그와 마찬가지
Nikolaj는 Apo l1 on Apollonovic에 게 서

로

“연마 복을

입은

죽음”을 본다. 또

Sof’ ja는 일본 인형의 마스크플 쓰고 있으며， Lippancenko로부터
선물받는다.

“설측백나무로 만든 인간”의

흉분에 의 해 사

한

자주

인형을

역을 맡고 있는 Lichutin 역 시 과도

작동되 는 무감각한 꼭두각시 이 다.

청 동기 사의 방문을 받을

보「 이」

하
수 다

때 Dudkin은 Evgenij의 역 을 맡지 만 Lippancenko의 시 체 위 에 결 터 앉은 그는
청동기사의 역을

연기하며 이때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대의 그것

소션의 중심부에 위치한 Cukatov가의 가면무도회는 바로

마스크들의 바멜롭

이 경 향은 Belyj의 초기 시 에 시 이 미 나다나고 있 다 : “ (…) ja ne boleη ， net , net:/
ja - Spasitel’ ( ... )j( ... )j Ja v toske γozopil:/On - bezumnyj. /zdes ’ bezumec ìive t. /
( ... ) /Vtichomolku , sm eS noj ,/ kto-to vys e! γ bol’ nicnom chalate , j sam η e sνoj， j
govorit na zakate.j( ... )" (1 904 , Stichotvorenija
poëmy , Biblioteka poéta ,
Bol’ saja serija , Moskva Leningrad 1966, pp.142-143). “ Stoja! ja durakomjv
vence svoem ognistom/( ... )" (1 903 , op. ci t. p.143).
37) 1908 년의 시 한펀은 “ Maskarad" 라는 제 목을 달고 있다. Op. ci t. pp.222-224 참조.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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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모든것들이 얽혀 소설 전체를 일종의 어릿광대극으로 보이게 한다.

않는 경우에도 그들은 대부분
란

간

사마귀가 마스

수ι

청동기사
고

쓰

날
E

의 얼굴은 그림자에 뒤덮인다. 인물들 외에 폭단까지도

크
스

마

다가서는

인
적
정
결

크를 대신하고 있으며， Dudkin이 그에게로

커

이중첩자 Morkovin에게선 얼굴을 뒤덮은

얼굴이 없다.

다

인물들이 글자 그대로의 가연을 쓰고 등장하지

등장한

다. 폭탄은 악의라곤 전혀 없는 순진한 정어리 깡통속에 숨어있고， 이 정어리

릿수건으로 포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모든 대상들을 존재케

위

는 “ mozgovaja igra" 까지 도 미 지 의 어 떤 힘 이 놔 수 속으로 꿰 뚫고 들어 오기

하

깡통은 예쁜 리본으로 묶은 과자상자 속에 들어서 다시 귀여운 무늬의 붉은 머

한 하나의 마스크에 지 나지 않는다:
M03roBaH IIrpa-TOJ\ bKO MaCKa;
B M03r HeH3BeCTHbIX HaM 띠끼

( ••• )

1l 0 ,'\

,

(1

3T O!O MaCKOIO COBeplllaeTCH BTOpÆeHlle
56)

ι) 삶이란 현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보는

켜。

:xt::::"

하다는 인식， 우리 앞에 나타냐는 존재 는 존재

진실의 마스크의 반사에 볼과
자체가 아니라 변장한 존재

二L

의 가상 내지는 변장한 무의 가상이다라는 이 깨달음은

R.

Steiner의 /、智學과 연결되 어

이샤

는

외부 세계는

“ Ka, C 버 HOqeK:

: “ DOCMOTp

子는 거울 속에서 서로블

년 y ìKl1 e TaM ... "

어릿광대와

”

나타내는

거울과

세계의 鏡像에 불과하다

‘거울’의 모티브는

성의 상실과 병렬적 존재의 현상을 단적으로
다

면
내

그림자의 잦은 등장에서 확인된다.

가면 이외에도

Belyj에게서 정체

소외의 상징이 되고 있

(V , 224). 서로 낯선 두사람， 父

연미복을 엽은 죽음으로

마주보고

있다

(V , 224). 붉은 도미노 차림으로 무도회장에 플어선 Nikolaj의 눈앞에 서 모든
것은 아득한 “거울의 미로"( 1V,

159) 를

몽롱하게 떠다니며， Nikolaj 는 실재하

지 않는 거울속의 모습들이 현살체계로 되어 있는 사설에 깜짝 놀란다 :
( ... ) y ，'\ IIBII지 CH OH TaK , KaK

,'\

IIBHTCH BO CHe: y껴 IIBH J\ CH BbIXO Jl y

He cy띠ero

OTpaÆeHIIH llpe ,'\ c06011 B HPKH 따 MIIP; HO B TO BpeMH , caM OH r J\ H,'\ eJ\ Ha Bce ,
KaK Ha 3bI6Klle , BO CHe 6ery띠lI e oTpaÆe HllH, OTpaÆeHIIH 3TH , BII ,'\ HO, CaMII
llp HfIHπ11

pa30rHaπ .

ero 3a BbIXO Jll\ a C TOrO CBeTa; H KaK BbIXO Jl el\ C TOrO CBeTa , OH HX BCeX

(N , 159)

소피 아가 무도회 에 간후 Lichutin은 마치 발광한 사램처 렴

간 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購像과 싸운다‘

거울 앞에서 두시

35

@ 거울이 정체성의 상실을 아직도 정체성의 추구라는 문제와 결합시키고 있
는 것과는 달리 “그림자”는 존재와 비존재의 구별을 더욱 모호하게 만옮으로써
허구적 존재， 가상적 존재， 실체상실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인간은 기계화되

고 융곽은 상실되거나 단순한 윤곽으로 수축되어 그림자와 실루엣으로 등장한
다.

인물들은 그럼자로부터 나타나 다시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으며 특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묘사에서 그립자 모티브는 반복하여 나타난다. 침
실 로 가기 전 , Apollon Apollonovic와 Nikolaj 가 달빛 과 가로등 불빛 이 희 미 하게

비 쳐 드는 홀에 서 잠깐 더 머 무르며 거 닐 때 Apollon Apollonovic는 아들 Nikolaj
에게 아주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

((TaK-TO, KOJIeHbKa,

-

((니 TO

MO히

tlPY )l{Q K: 6y tleM C To6oH OTKpOBeHHee.))

TaKOe? He CJIblllly ... ))

01 ,

409)

대화의 시도와 실패는 그림자로부터 나섭과 그럼자속으로 되들어섬으로 냐타

난다:

( ... ) AnOJIJIOH AnOJIJIOHOB H'I; C HHM TeHμ

-

H “ KOJIa잉

AnOJIJIOHOBHQ; nepecTynaJIH: H3

B KpyJKeBO <þ OHapHOrO CBeTa; nepecTynaJIH: H3 CBeTJIOrO

3T OrO

KpyJKeBa

B TeHb. (\1, 409)
TIepecTynaJIn: H3 TeHH-B KpyJKeBO φOHapHoro CBeTa; nepecTynaJIH: 113
CBeTJIOrO 3TOrO KpYJKeBa-B TeHb. (\1 , 410)
존재를 그럼자로， 그럼자를 존재로 만드는 것은 빼쩨르부르그의 속성이다 :

“ TIeTep6yprcK Ile

yJI Il ~bl

TeHH npOXOJK Il X; TeHl’

06JIatla lO T

HeCOMHeHHe허llI HM

JKe neTep6yprcK씨e

yJ띠Il.bI

“

CBOHCTBO n peB pallla lO T B
npeBpa lll. a lO T B JI lO tle찌. (I,

36)
인간은 얼굴이 없는 그렴자와 자리를 바꾸며

개체화되지 못한 채 윤곽이 뚜

렷치 않은， 그러나 위협적인 집단으로 등장한다. 그럼자 세계의 비합리적이고

바이성적인 혼돈과 혼란은 빼쩨르부르그를 에워싼 섬들에 포진하고 사방에서
빼쩨르부르그를 향하여 빌려든다. 그 자신 바썰리엠스끼이섬의 주민인 Dudkin
의 첫 등장은 그럼자에 대한 서술자의 다급한 경고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을 빠져나온 그림자는 이마 다리를 건너 빼쩨르부르그로 밀려들며， 그 그림
자에 섞여있는 Dudkin( “ sinevataja ten"’)은 빼쩨르부르그를 날려버멸 폭탄꾸러
미를 들고 었다:

36
( ... ) 0 ,

pyCCKμe

찌1O，l\I1，

pycCIme 끄1O，l\11!

BbI

TOJIrrbI

CKOJIb3H Il\I1 X TeHeH C

OCTpOBOB K ce 6e He rrycKa헤 Te! 5Q히 TeCb OCTpOB I1 THH! OH I1
CeJI I1 TbCH B μMrrep싸1:
rrepeK I1 HyTbI

'I epHbIe

3HaTb

,l\ JIH

3TOrO

'I pe3

I1 Me lO T

끄 eT 싸1cK l1e

11 CepbIe MOCTbI. Pa306paTb 6bI

rrpaBO CB060 ,l\HO

BO ,l\ bI K OCTpOBaM

I1 X...

TI03 ,l\HO ...
H I1~‘ OJIaeBCKI써 MOCT rrOJI I1l.(I1 H 11 He ，l\yMa지 a pa3BO ,l\I1 Tb; TeMHbIe rrOBaJI셔 JI I1 TeH I1

rro MOCTy; Me )l{JI y TeM I1 TeHHM I1

μ

TeMHaH rrOBaJI I1 JIa rro MOCTy TeHb He3HaKOMl.( a.

B pyKe y Hee paBHOMepHO Ka 'l aJICH He TO
60JIb Ul OH y3e지 O'l eK. (1

'I T06bI MaJIeHbKI1끼，

a BCe

)J{e

He O'l eHb

, 24)

얼굴이 없는 그림자 인간은 이릎을 갖지 않는 익명의 존재이며， 설사 이름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두개 이상의 이릅， 다시
아니 라 자신을 위 장하는 가영 이 다.

말해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름이

Morkovin은 동시 에 Voronk(jv 이 며 , Enfransis

는 동시 에 Sisnarfne이 며 , Aleksandr Dudkin은 Aleksej Dudkinol 고， 득히 Dudkin
의 경우 그의 정체성

상실은

그의 姓이

nigde ,

nikuda의

어느 곳에서도 정체성의

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 게 작가는 “ neulovimyj" 라는 별 명 을 없 어 주고 있 다.
에게 머무르지

O_~~

iõ .x...

환영의

윤무처럼

반복되고

anagramma 라는

데

확인 이 불가능한 Dudkin
그럼자는 점과 성주민들

마치 거울속의 거울처럼 서로

겹치고 반사하면서 빼쩨르부르그 거리들과 전우주와 영캡을 향해 뻗쳐간다 :
OT OCTpOBOB
OTpa )l{eHHbI Ïl
,l\ pyre ,

KaK

Ta Il\aTCH HerrOKOHHble TeH I1; TaK pOH

rrpocrreKTaM l1,

3epKa 지 o

BI1，l\eH I1디

rrporOHHHCb B rrpocrreKTax ,

rrOBTopHeTCH ,

OTpa)KeHHbIX

,l\ pyI‘

B

B 3epKaJ1e , r ,l\ e 11 caMoe MrHOBeliI1 e BpeMeHl’ paC Ul llpHeTCH B

Heo6bHTHOCTI1 30HOB: 11 6pe ,l\ H OT rrO ,l\be3 ,l\ a K rrO ,l\be3 ,l\ y ,

rrcpea‘Il Bae Ul b BeKa.

(I, 55)

(2) 앞에 인 용한 귀 절 은 (Epocha版에 선 삭제 된 부분이 다) 그림자가 환영， 거
울과 함께 공동의 큰 의미장에 속하는 모티브로서 결국 의식과 말생학적，
론적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부르그 사람들은 의식이 만들어낸

존재

그럼자세계-빼쩨르부르그와 빼쩨르

환영이며， 거울에

비친 像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 설체를 갖지 못한다. 이 것 플 Belyj는 “ mozgovaja igra" 라는 머l 타퍼 로써 성
명하고 있으며， 이 에다퍼 뒤에는 자신의 작품과 그가 창조한 인물에 대한 작
가의 관계와

엽장이 숨어 있다.

의 줄거리 전체는 서술자

人智學的 세계상이 그러 하듯，

주체의 내재성에서

“빼 쩨 르부르그”

출발하여 그것에 귀착되며， 과정

과 현실의 객관화， 객관적 현실이란 허끼l 비에 불과하다.

Sisnarfnè는 Dudk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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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바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펙션이며 빼쩨르부르그는 無의 허풍38)
꿈， 제

4 차원에 불과하다.

Mozgovaja igra의

소산인

빼 쩨 르부르그가 지 닌 이

제 4 차원성， 무차원성은 소설의 Prolog에서부터 테마화되고 있다 :
KaK 6bI TO HII 6bI .lI O, OCTcp6ypr HC TO .lI bKO HaM Ka )l{ CTC 5I, HO 11 OKa3bIBaCTC 5IHa KapTaX: B BII ,l\ C
l\CHTpC;

J1

lJ 3

,l\

3TOH

ByX

,l\

BOT

pyr B

,l\

pyrc Cμ ，l\5JllÍ，IIX Kpy )l{ KOB C qepHOH TOqIW iO B

MaTCMaT lJ qeCKOH TOqKII ,

3a 5J B.71 fI eT OH 3Hepr J1 qHO 0 TOM , <ITO OH-eCTb:

He IIMe iOIl\e찌

113MepeHl써，

oTTy ,l\ a, 113 3TOH BOT TOqKII ,

HCCeTC 5J rrOTOKOM pO lJ OT l1 eqaTaHHO lJ KH lJrH; HCCeTC 5J 113 3TO꺼 HCßII ，마lMO lJ TOqK lJ
CTpCMHTe .lI bHO l\lI pKy .lIfI p. (1 0)

1 안개 에

Apollon Apollonovic의 mozgovaja igra에 서 생 겨 난 Dudkin o

깎긴 볍

스끼거리를 마치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자신은 이 공간으로부터 태어났지 켈코
Apollon Apollonovic의 머 리 로부터 생 겨 난 게

아니 라고 주장하듯이 (1, 35) ,

빼

쩨르부르그 또한 자신의 허구성을 부언하면서 자신은 질재한다고 힘주어 항변
하고 았다.
작가로부터 출발한 mozgovaja igra는 소섣의 인물을에게서 계속되며， 그들은

자신들의 mozgovaja igra로 그들의
M03rOBa fI

lJ rpa

-

창조주인 작가를 소스라치 게 놀라게 한다 :

TO .lI bKO MaCKa; no ,l\ 3TO iO MaCKO iO COBeprnaeTC fI BTOp )l{ eH lJ e

B M03r He lJ 3BeCTHbIX HaM CII .lI: 11 l1 yCTb A110 .lI.lI OH A110.lI.lI OHOBl꺼 COTKaH 113 Harnero
M03ra , OH cyMeeT Bce-TaKII HarryraTb μHbIM ， 110TpfI Ca iOIl\lI M 6bIT lJ CM , Hana ,l\ aiOIl\IIM
HOqbIO. ATpμ6yTaM lJ 3Toro 6bITI쩌 Ha ,l\ e.lI CH A110 .lI.lI OH ArrO .lI.lI OHOB lJ q; aTp lJ 6yTaMH
3Toro 6bITII 5J Ha ,l\ e.lI eHa BC 5J ero M03rOBa 5J Hrpa. (1
Mozgovaja igra의

56)

연쇄 로부터 생 겨 냐는 빼 쩨 르부르그는 Dostoevskij의 빼 쩨 르

부르그처럼 가장 인위적인 도시이며 39)

르는 어떤 힘，

,

Gogol' 의 빼쩨르부르그처렴 우리가

모

작가가 모르는 어떤 힘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Mozgovaja igra의 가장 중요한 성 질은 다음의 두가지 , 즉

@ 차단띈 내 면 세

계안에서의 융직임， cg 초월척 현실의 81 창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éì)

Mozgovaja igra는

외부 세계의 객관척

無로부터

내면 세계의 폐쇄련 원안에서 움직 임음 계속한다.

내면세계블

차단시키고

Mozgovaja igra논 의식의 순

수한 주관성의 경계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이나 결과가 천코

객관적 떤살

38) Mastcrstvo Gogolja , p. 303.
39) Dostoeγskij의 “걱 와 밸

“지 하생 깐자의 수가

중요한 이미지맨이 되고 있다.

“ "1 성 년”은 Bclyj 의

Pctcrbur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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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면 세계의 투사로서의 외부 현실이 아닌 객관적 외부
현실이나 일상의 사건은 순수한 허구로， 실제 아무 사건도 얼어나지 않았던 것
으로 얘기된다:
,l\ a

( ••• )

,

C06bIT뻐 -

TIeTep6ypr

TaM

3a

W He 6bIJIO.
npeCJIe ，l\OBa지

OKHaMW

M03rOBO!O

WrpOH

W nJIaKCWBbIM

’

npOCTopOM; TaM 6pOCaJIWCb HaTWCK! MOKporo XOJIO ,l\HOrO BeTpa; npoTyMaHWJIWCb
rH e3 ,l\ a OrpOMHble 6pwJI따laHTOB -

no ,l\

MOCTOM. HWKOro -

H W'lerO. (때， 406)

Belyj는 이 현실의 Jl]실재성 허구성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그가
라고 이름붙인 Gogol' 의 기법을 벨어쓰고

“ fìgura

fìkcii"40J

있다. 즉 한펀으론 (i) 비현실적인

무한대로의 확대와 과장， 다른 한펀으로는 (ji) 零， 無， 호으로의 반복적 축소

플 통해 無의 허풍 빼쩌|르부르그의 리열한 비현실성을 그려내고 있다: (i ) 빼
쩨 르부르그 어 느 곳에 서 나， Ableuchov의 집 , Sof’ ja의 집
무한대승으로

캡 스끼 거 리 의 양식 ,

나아가며 교차하는 거리에， 광장에， 문뒤에， 도시의 호화스러운

로코코 뒤에 無가 잠복하고 있다:
ECTb
B

6e cKOHeqHOCTb

6e cKOHeQHOCTb

B

6e cKOHeQHOCTW 6ery띠씨X

npOCneKTOB c

6e cKOHeQHOCTb !O

6e ry띠WX nepeCeKa !OIL\ WXCfl TéHeH. BeCb TIeTep6ypr -

6e cKOHeQ-

HOCTb npOCneKTa , B03Be .ll eHHOrO B 3HHyIÓ :CTeIÍehb.
3a TIeTep6yproM
( ... ) -

-

HWQerO HeT. (1 ι 22)

H rpOMa ,l\ HHa cgenJIeHHblX KáMHe찌 BOT y )l{ e pacgeHWJIaCb; BOT y )l{ e OHa

no껴HHMaeT

e,l\Ba

)I{ e

-

W3-nO껴 ,l\ O)l{,l\ HKa

0603HaQeHHblX JIWHW 꺼 -

HH연 TO.

B

,l\ O)l{,l\ HK

npOCTO

-

Kpy )l{ eBa JIerKHX KOHTypOB W e ,l\Ba-

KaKOe-TO pOKOKO:

pOKOKO

yXO .lllI T

B

(W , 315)

Ableuchov의 집과 마차위에서 매끄럽게 빛냐는 락크칠， 그 매끄러움을 반사

하고 있는
고 있다.

“ 11" , “ss"의 잦은 반복도 존재의 화려한 외양뒤에 숨은 無를 강조하
(i i) 零으로의 축소는 무엇보다도 제유와 동물메타퍼를 통해 이루어

진다. 많은 점에서 Gogol’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이 기법은 특히 1캡스끼거리를
묘사하는 귀절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
( ... ) nJIbIπ

TOp )l{ eCTBeHHO o6bIBaTeJIbCK!써 HOC. HOCbI

npOTeKaJIW

CTBe: OpJIWHble, yTHHble , neTy lIl wHble , 3eJIeHOBaTbJe, 6e끄 bJe;

OTCyTcTBHe BC 5! KOrO Hoca. 3 ,l\ eCb TeK지 11 O,l\HHOQKW , H napbl , Il TpO다 K Il -

40) Masterstvo Gogolja

,

p. 256ff.

BO MHO )l{ e-

npOTeKaJIO 3.l1 eCb U
QeTBepK “;

39
Ìi

i!a KOTè J\ KOM KOTe J\ OK: KOTe J\ KIl, rrepbH , φypa ìK K Il; φypa ìKKH’ lþypa ìKKH ’ rrepbH;

TpeyrO J\ Ka , l\HπHH ，T\P ， lþypa)!{K a; rr J\ aTO~IeK ， 30HTμK ， rrepo. (1 , 21-22)

(위의 구l 정은

VI , p.254에서도 거의 글자 그대로 반복판다. ) 인간존재는 갖

가지 코에 의해 대체되고 볍스끼거리블 지냐는 행인의 무리는 어란텅어려로，
지네로 변한다:
니 TÓ

TaKOe HKpHHKa? OHa CCTb H MHP , H 06beKT rroTpe6J\ em쩌 KaK 06beKT

rroTpe6J\ eHH51 HκpHHKa He rrpe ,T\CTaB J\ 51eT co6oìì y ,T\ OB J\ eTBOpH lOmeìì l\eJ\ bHOCTH;
TaKOBa51 i\eJ\ bHOCTb -

HKpa: cOBoKyrrHocTb HKpHHOK;

HKpHHOK; HO OH 3HaeT HKPY , TO eCTb

ry띠 Y

rroTpe6HTe J\ b

He

3HaeT

HKpHHOK , HaMa3aHHbIX Ha rrO ,T\ aHHOM

6YTep6po ,T\e. TaK BOT Te J\ O BJ\ eTa lO ll~HX Ha rraHe J\ b HH ,T\HBH ,T\ yyMOB rrpeBpa띠aeTC51
Ha HeBCKOM npOCrreKTe B ÓpraH o6mero Te J\ a, B HKPHHKY HKpbI: TpoTyapbl
HeBCKoro ( ... )

6yTep6po ,T\HOe rro지e. ( ... )

He 6bl J\ O Ha HeBCKOM npocrreKTe J\1O야낀

HO

rrO J\ 3y 'l aH , rO J\ OCHmaH

MHorOHO ìK Ka 6bl J\ a TaM ("1 , 256)

객관적 현실을 원칙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외부세계만이 無로 나타날 뿐

아

니 라 내재적 의식의 지평에 갇힌 mozgovaja igra의 산물 역시 환상의 픽션으로，
그럼자 존재로， 내재의식의 鏡像으로， 부재하는 정체성의 마스크로 나타난다.

(Q Mozgovaja igra의 또 다른 특성은 결코 초월적 현실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zgovaja igra를 행하는 의식은 절대적으로 내재적인 의식이며， 따라
서 일상의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초월적 현실에 대해셔도 적대적인 관계에 선
다 41)

“ Zapiski

cudaka" 에서도 밝히고 있듯 Belyj에게 있어 세계와 세계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오로지 인간의 내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할 뿐이다.
작가에

의해 시작되고 인물들에

의해

계속되는 mozgovaja igra가 소섣속에서

분명하게 말해지고 있듯， 작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힘이 그의 뇌수 속으로 침
투해 들어

오기 위 한

결국 착가나 인물이
파조물의

세계에

하나의 마스크에

불과하다면

아니라 미지의 그 힘이며 작가와

대해

진정한 지배릭과

조종랙을

ml) zgovaja igra의 주체 는

인물은 그들이 만들어낸
행사하지

봇한다.

따라서

mozgovaja igra가 만들어내는 세계는 신적 질서를 지난 세계가 되지 못하며 無

의 현설세계를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들의 창조행위란 창조주 神의 부정적 행상
화， demiurg의

antimir로

해 석 되 어 질 수 밖에

41) Belyj의 의 식 에 관해 서 는 F. Stepun ,
zapiski , LVI, 1934 참조.

“ Pamj.. ti

없을 것 이 다.

Demiurg Apollon

Andreja Belogo ," in: Sovemen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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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novic와 Nikolaj는 유한세계의 창조자이며， 그들의 창조물인

빼쩨르부르

그는 Petr대 제 의 창조물인 빼 쩨 르부르그나 작가 Belyj의 창조물인 소설 「빼 쩨 르
부료그」와 마찬기-지 로 유한세 겨l 이 며 ,

mozgovaja

Belyj가 소설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어떤

igra 이 며 無이 다.

“미지의 힘”이

무엇인지는 불론 알 수

“초원적”인 힘이 아닌 갓 만큼은 분명하며 아마도

그노시스적엔 어떤 힘이리라 점작펀다. 섣제로 소션 「빼쩌!르부르그」에서 우리
는 초원적 세계의 현현이나 도달윤 보지 못한다. 잠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가 아니라 그리스도플 연상시키는 형상이며， 설체가

아니라 환상이 투사된 에

테르 현상일 뿐이다. 그와 함께 소젤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코 초원척， 기독교
적 구원론이 아니라 바깜을 향해

은유적 현섣로서 투사펀 자신의 내째적 의식

이다.

VlII.

폭탄폭발의 의미와 에필로그

소섣 「빼쩨르부르그」의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요약， 소개하였던 소설의 줄거
리 는 크게

의 관계 ,
살해계획，

( ì) Ableuchov가족 -

Apol1on Apollonovic, Anna Petrovna , Nikolaj

(i i) 무정 부주의 테 러 리 스트그룹이 추진 하는 Apollon Apollonovic의
(iii) Nikolaj , Sof ’ ja,

Lichtín 간의 에로택한 관계， 그리고

사건의 성격을 매는 것으로서 Nikolaj와

(iv)

역시

Dudkin의 정신적 위 71 와 환각의 체험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모든 구성소틀이 연캘되어 소섣의 주언공 뻐1 쩨르부
르그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었다. 소션 본문이 끔나면서

(ii), (i ii), (iv) 도 함께

정리되며， 에펠로그에셔 얘기되는 (j)은 이미 대단원의 막이

내련 후에 막의

한 끝을 잘짝 들어 올리고 화자가 우리에게 귀띔해주는 평화로운 그 후의 이야

기로서， 소섣 본문에서의 (
소섣줄거리의

정치적

i )과는 판이한 성격을 갖는다.

측면， 즉 도시

세계의 충몰이라는 테마는

빼쩨르부르그의 공식적 세계와 혁명적

Apo l1 on Apollonovic와 Nikolaj의 관계에션 일차적으

로 私的이고 가족적인 의미괄- 띤 것이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걷잡윤 수 없이 강해져 Nikolaj가 테러리스트그룹과 관계플 맺는
동기가 되었고， 소설에서 잔개되는 뻐}쩨르부르그市의 이미지는 부자간의 적개
심 과 갈등의 머l 다퍼 내 지 는

그

갈등의

간정 적 기 능이 었다

mozgovaja igra의

영역을 벌어 성명하자면， 정사와 경직의 도시 빼쩌l 르부르그는 가정위기에 대한

41

Apollon Apollonovic의 억압적 반응의 투사였으며， 무질서와 혁명의 세계 빼쩨
르부르그는

Nikolaj의 증오와 파괴적

분노의 투사였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빼쩨르부르그는 싣재하는 물리적 존재라기 보다는 부자간의 심리적， 형이상학
적 갈등의 체 현 물로 Nikolaj와
하는 도시였다.

그러먼 것이

Apollon Apollonovic의 깅 정 과 사고에 의 해 존재

Anna Petrovna 기

화해 로 나아가고 따라서 가족 갇꽁-의

돌아옴으로써

부자간의 증오는

에 다퍼 로서 의 빼 쩨 르부르그市는 더 이 상

존재할 근거를 상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팽에서 일어난 꼭단 꽉말은 가족적

증요원 의미가 아니라， 관료귀족과 꽉멍가， 진사와 무질서 사이에 일어난 정치
적 사건의 의미 밖에는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폭탄퓨만은 소섣 l.l1 깡에서 얼어날
사말전에 대한 시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 소섣

암으로의 역

속에서의 靈事로서는

실패였다. 핵명가들은 숭고한 희생자도 대단한 멈죄자도 아닌 병자그룹이며，
늙고 병든 원로원의원을 겨냥한 그틀의 테러는 어떤 정치적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반면

가족관계의 차원에션

폭단폭발은 소섣 구성에서 중요한

이미 그 자체 무의미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기능을

행하고 있다. 폭단 폭발은

Apollon

Apollonovic에 대해 Nikolaj 가 품고 있었던 증오를 세상에 폭로시킴으로써 이미
화해한 부자를 헤어지게 하며， 스캔들로부터 폼을 피해
아내 와 함께 시 골로，

Nikolaj는 이 집 트로 피 신한다.

Apollon Apollonovic는

가족 갈등과 증오의 메 다

퍼로서 이미 이전에 존재근거플 상실했던 뻐1 찌1 르부르그는 이로써 소섣공간으로
부터 사라지고， 에펄로그에션 빼쩨르부르그 대신 시골과 이칩트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라점이 곧 도시와 문화이념과 책으로서의 빼쩨르부르그가 완전
히 사라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족적 갈등의
않는다. 그러 나

에다퍼로서의
양면가치 적 인

는 보펀적 개념으로 오히려

빼쩨르부르그의 도시공간은
문화이 념 으로서 의

확대되어

더 이상 등장하지

빼 쩨 르부르그는

에펄로그에 나다난다.

문화라고 하

1922 년에

발표된

“ Zapiski cudaka" 에서 Belyj 가 이전보다 더욱 분맹한 어조로 하고 있는 말， 즉
세계란 인간의 내면에서 얼어니는 것을 반영할 렌이며 42)

“나의 내면에서의 꼭

발이 세계의 폭발로 -"1 었고 전갱이란 니-로부터 기어나가 내주위른 에워싸고 있

42)

1905 년의 논문

“ Apokalipsis v russkoj

역사이해관 표명하 I 었다.

의

역시

역사판 부청하면서 인괴율이란 1~3

다고 말하고 있다

poézii 에서도 Belyj 는 감은 내용의 세게관과

긴은 해의 관문 “ Chimcry" 에서도 Belyj 는 인과윤

'11

아두운 우분은 가리고

있는 가면에 봉과하

42
으며，

나 자신이 바로 위기로 채워진 폭탄이다"43) 라는 말을 소섣

그」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빼쩨르부르

폭단폭발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

니게 된다.

나의 내면에서의 폭말이 세계의 폭말로 된다면 週으로 소설에서 우스팡스럽
게 끝난 폭발은 나의 내면에서의 폭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다시 말

해 나의 의식의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발전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의
식의 제 2 의 탄생은 없었고， 때문에 세계는 여전히 무너져 내려야 할 피라빗트
로 지각된다. 빼쩨르부르그라고 하는 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문화 일반에게로
붕괴의 지각은 확대된다 :

( ... )

HHKOJJa셔 ArrO~~OHOBHq rrpOBa~HπCH

OH rrpOBH ,L\ HT - ErHrreT , BCH
HHqerO He

OCTa~Oh.

B EmrrTe; H B ,L\ Ba ,L\l\ aTOM

J{ y~hTypa ，-J{ aK

3Ta

TpyXπ 5l BaH rO~OBa:

yMep~o;

(épiog , 418)

이집트의 문화와 피라맛트를

연구하며 Nikolaj는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세기에 다시 반복될 것이고 죽은 운화， 곰팡이가 슨 썩은 문화가
렬 것을 예강한다.

CTO~eT싸i

BCe

이십

허물어져 내

1922 년의 Epocha版에 선 이 지 각이 더 욱 강렬해져서 “이

Ð
--'--

든 것을 날려보내 벼 멸 폭발이 있을 것임을” 예 감하고 있다 : “( ... )6Y.ll.eT B3p티B;

Bce -

CMeTeTC 5I". 44) 이 폭발은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며 역사의 운

명이란 자신의 의식， 자신의 운명의 투영이라는 것 또한 Epocha版에서 더욱 강조
되 고 있다

: “ OH CaM -

nMpaM 때a， Bep山 MHa Ky Jl bTyp티，

KOTOpa Sl

-

pyxHeT. "45)

소설 텍스트의 前史에서 현실의 감옥을 부수려는 욕구가 무정부주의적 혁맹

가들에 대한 아양과

동조와 결합되었다면， 에펄로그에선 세계파괴의 집행자로

서의 야만인의 구체적 존재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문화의 몰락이 미래

의 야만인에 의한 것이든 자연발생적인 것이건 간에 뚜렷하게 말새적 지향을 갖

-

」

'-

역사의식으로부터

커다란 피곤함， 주어진

예감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문화， 문명에 대한

사회현실의 의식적 부정 뿐만이

아니 라， 행동무능력에

대한 자인과 상징주의의 기본적 유조라 할 수 있는 toska가 에 펄 로그에 션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섭세기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집트의

。

n~

년-:"'a

43) Zapiski cudaka 1, Berlin 1922, p.179.
44) A. Belyj , Peterburg , Moskva 1978, S.326.
45) Op. ci t., p. 326.

。

--c

소섣

“빼 꺼l 르부르그”이l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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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직선적 상승운동이 아넌 반복의 원형운동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며， 그
것은 매번 출발상황이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적 반복임을 말해준다(물콘
이것이 나선운동을 통한 목표점에사 점진적 접근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논운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징주의에 있어 예술가란 작품을 통해 이

세계의 푸른 감옥을 부수고 영원한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는 신비의 열쇠를 만
드는 자였다. 상징주의의

예술철학은 보편적 구원과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유토피아지향을 함께 지닌 것이었다 46)

그러나 Belyj와 같

은 상징 주의 자들은 긍정 적 유동피 아의 불가능성 을 꿰 뚫어 본 사람들이 었다. 다

른 세계， 초현세적 설체， 본체는 상징주의 문학에서 초감각적， 영적 지각으로，
시적 꿈으로만 살아 있으며， 이 꿈은 꿈 그 자체가 해체되지 않고선 질험을 견

디어 내지 못한다. 어떤 구체적 현실화 시도도 이 꿈을 맹목적 모방으로， 그로
테스크한 광대극으로 전도시켜 버리고 만다.

肉化된， 물체화된

상징은 실체가

아니라 대용물， 위조품， 기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47)
상징주의의 유토피아 사고는 구질서， 구체제의 붕괴플 그 일관된

내용으로

지니지만， 그들의 秘敎的 상정은 긍정적 유로피아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앞에서 살펴본 「뻐l 쩨르부르그」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듯， 풍자와 패러
디와 그로테스크가 대단히 독창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긍
청적 유로피아의 현실화는 속되고 허무맹랑한 기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48)

상징주의의 보펀적 특성이다.

소설 「빼쩨르부르그」의 본문에서도 이중코드플 통한 패러디와 아이러니에 의
해 긍정적 가치가 언제나 상대화되고 부정되면서 긍정적 유로피아라고 하는 것

이 우리 시야에 결코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에펀로그에서도 문화의 붕괴와 파
멸에 대해서만 얘기되고 있을 뿐， 그것의 목적이나 결과일 수 있는 긍정적 대

안과 이상에 대해서는
의 운명 은

본질적 으로

언급이 없다.
달라지 지

소섣 본문과 에펄로그에서의 문화와 역사

않았다 49)

Nikolaj와

Dudkin의 apokalipsis는

46) J. Holthusen. “ Geschichte und Utopie im russischen Symbolismus" 참조.
47) Blok의 희곡 “Ba lagan Ci k" (1 906) 에서는 초기시에서 세계혼의 상징이었던 신비한
신부가 마분지로 만든 신부로 불체화되며， 세계는 어릿광대놀음으로 된다. “ Korol ’
na ploscadi" (1906) 는 건전한 이성을 광대모자로 등장시키고 다른 세계로부터 오

48)

는 자유와 행복， 삶의 변용이라고 하는 환상을 너무 늦게 온 우주여왕의 배와 차라
리 빵을 요구하는 군중들의 폭동플 통해 부조리한 그로데스크로 이끌어가고 있다.
좋용 보기 로는 Fedor Sologub의 3 부작 소성 “Tγorimaja legenda" (1 914) 블 플 수
있다.

49) Stephen S.

Lottridge는 그의 논문

“ Andrej Belyj’ s Peterburg: The Cit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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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l 쩨 르부르그의 인텔 리 겐치 야를 중심 으로

한 사회 의 apokalipsis속에 자리 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 외견상 안정펀 질서를 대변하는 러시 아제국의 apokalipsis속
에 자리한다. 후자는 더 나아가 문화의 apokalipsis속에 자리하여， 에펠로그에서

빼쩨르부르그는 직정 이름 불리어지지 않은 채， 문화라고 하는 보펀적 개념속
에 포함되어 있다.

lX.

결론 -

간텍스트성과 「뻐!쩨르부르그」 해석

책 으로서 의 「빼 쩌l 르부르그」 역 시 소섣 본문과 함께 끔나지 않는다. r빼 쩨 르
부르그」는 다른 텍스트플과의 점촉에서 생겨나는 텍스트質에 있어 특별한 중요
성 을 갖는 텍 스트다 50)

Apollon Apollonovic와 Nikolaj 父子 갈등은 사투르누스

쥬피터와 아폴로-디오니소스의 신화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Nikolaj와 Dudkin은

행동하지 않는 테러리스트 Stavrogin과 그의 분신 Satov (Satov와 달리 Dudkin
은 선동가에 의해

잘해되지 않고 오히려 선동가를 죽인다)의 관계블， Dudkin

과 Sisnarfnë는 1van Karamazov와 악마의 관계 를， Nikolaj 과 Morkovin은 Ivan
Karamazov와 Smerdjakov의 관계 를 반복한다. Sof’ ja Petrovna는 「백 치 」의 Nas.

tas’ ja , r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Grusenka , r스페이드의 여왕」의 Liza , 지혜의
여신 소피야，
의

바멜론의

일 연 들을 지 넌 다.

창녀， 햇빚을

Anna

Petrovna는

Family" (i n: Russian Li terature
간의

두른

\1'

여자(묵시록)， Blok의

Anna

Karenina와 비 교될 수 있는 여 러

(1 978) ,

갈등해소로 인하여 폭탄폭발이라는

neznakomka

pp.175-196) 에서 Peterburg는 부자

외적 요인에 의해 사라질 수 밖에 없였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펀 소설속의 Peterburg가

려시아문학에 의해 구성

된 도시의 신화로부뎌 그 존재를 얻고 있다면 성리적 존재근거의 상질로 인해 도시

또한 완전히 사라칠 수 밖에 없었다는 성영은 일면적 해석에 그치고 만다.

50)

이 문제 를 중점 적 으로 다푼 대 표척 논문으로는

R. Lachmann, “ Intertextualität als
Sinnkonstruktion. Andrej Belyjs ((Peterburg)) und die ‘ fremden ’ Texte", in:
Poetica. , 15 (1 983) , .H. 1~2 ， Amsterdam , pp.66-107. L.K. Dolgopoloγ “ Roman
A. Belogo ((Peterburg))
filosofsko-istoriéeskie idei Dostoevskogo", in: Dostoevsk젠. Materialy
issledoνanija ， t. 2, Leningrad 1976 , pp.217-224. V.M
Papernyj , “ Andrej , Belyj i Gogol'. Sta t' ja pervaja’ in: E써nstν o izmeη éivost’
istoriko-literaturnogo processa (Ucenye zapiski Tartuskogo Gosudarstvennogo
Uniγersiteta. 604) , Tartu 1982 , pp.112-126. N. Pustygina , “ Citatnost ’ v romanc
Andreja Belogo ((Peterburg))", in: Trudy po russkoj
sla ηiaη skoj filolo fÇ ii
(Tartu) , t.28/1977, pp.80-97, t.32/1981 , pp.86-114 , A. Steinberg, “ On the
Structure of Parody in Andvcj Bclyj’ s Pcterburg", in: Sla떠ca Hierosolymitaη a ，
t.1/1977, pp.132-157 등이 았다.

45
면을

지 닌다

Puskin의

iMednyj Bsadnikj , iPikovaja Damaj , Dostoevskij의

lBesy j , iBrat ’ ja Karamazovy j ,

Gogol' 의

뻐1 쩨 르부르그 소설들 5))

Merezkovskij

의

iChristos i Antichristj , Belyj의 iSerebrjannyj Golub’」과 같은 소설 이 외 에

도

육시 록52) ,

R. Steiner의

Solov’ ev의 소피 야폰，

학56)

人智論53)

그리스도론，

관념폰， 고대산화，

Vj. Ivanov의 디 오니 소스 숭배

Nietzsche철 학 55)

영적인지론， 황화흔，

신칸트주의，

슬라브주의，

54)

, V l.

상정주의미

서구주의， 무정부

누의 테러리즘 ... 등등 소설 “빼쩨르부르그” 텍스트속에 “타인의 텍스트로” 존
재하는 텍스트는 수없이 많다.
소설텍스트괄 “유일진리”로부터의 해방이며， 기호공동체에 의해 건설된 사회

영역 내에서의 기호화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결되
어질 수 없는 다l 화라고 정의한 M. Bachtin은 독백적 언어관과 일차선적이고 이
분법적인

기호개년에 반대하는 그의

“말의 미학”에

부합되게， 텍스트에 대한

텍스투의 반향관계플 대화적 관계로 해석하고 텍스트는 다른
남과 접촉을 동해서만 생명을

지난다고 주장했었다 57)

텍스트들과의 만

Belyj 역시 현대예술와

새로움은 우리들 앞에 한꺼번에 떠올라와 있는 모든 지나간 것들의 압도적인

51) Belyj는 그의 “ Masterstγo Gogolja"에서 “ ((Sinel’》과 ((Nos))의 일련의

문장을은

((Pèterburg)) 의 운장조직 .9..록 자라냐는 배 아와도 같다”파고 적 고 있다 "(p.304).
Belyj의 묵시 록 수용에 대 해 서 는 J. Holthusen , “ Belyj. Peterburg. Die Apokalypse
des Peterburger Imperiums ," in: Der russische Roman, hrsg. V.B. Zelinsky,
Düsseldorf 1979, pp.265-289 , V. Klotz , Die Erz δ hlte Stadt, München 1969, 특
펴 pp.254-316 (“ Explosiγe Stad t. Andrej Belyjs ((Peterburg)) , S.D. Cioran , The
Apocalyptic Symbolism 01 Andrei Belyj The Hague/Paris 1973 창조.
53) Steiner 에 대 한 Belyj의 논문 S 로는 Rudol ’ f Stejner
Gete γ miroγozzrenii
sovremennost i. Moskva , 1917 이 았다 Belyj 와 Steiner의 관계 및 후자의 사상이
Belyj 에 게 미 친 영 향에 대 해 서 는 J. Holthusen , “ Andrej Belyj und Rudolf
Steiner" , in: Festschrift für Max Vasmer, hrsg. V.M. Woltner/U.H. Bräuer ,
Wiesbaden 1956, pp.187-192 , M. Ljunggren , The Dream of Rebirth. A. Study
of Andrej Belyj’ s Noγel ((Peterburg)) , Stockholm 1982 참조.
54) Belyj 에게 있어서의 디오니소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S.D. Cioran , op. cit. p. 63 f.
M. Ljunggren , op. ci t., p.77 참조
..
55) Belyj 는 Nietzsche 에 관한 논문을 썼우며 그 속에서 Nietzsche 를 ‘십자가형에 처해
진 자”로 부르고 있 다 A. Belyj , “ Fridrich Nicse" (1 908) , in: Arabeski, Moskγa
1911 (Nachdruck: Slavische Propyläen. 63 , München 1969) , pp.60-90.
56) Belyj 의 상정주의 미학과 천학에 대한 종함적 저순-로는 Maria Deppermann의 뛰
어 난 논문 “ Andrej Belyjs ästhetische Theorie des schöpferischen Bewußtseins ,
Symbolisicrung und Krise der Kultur um die Jahrhundertwende (Sla이 stische
Beiträge , 150) , Münchcn 1982 가 있다.
57) M. Bachtin , “ K metodo1ogii gumanitarnych nauk ," in: Estetika slovesnogo
tvorcestvo, Moskva 1979, pp.361-373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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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있다고 보고 있다:

HOBl’ 3Ha COBpeMeHHOrO

IlCKyccTBa JIμ Ul b

B rrO ,llaBJIHIO ll(eM

KOJII꺼 eCTBe

BCerO

rrpO Ul JIOrO, pa30M BCrrJIblBUlerO rrepe ,ll HaM Il; MbI rrepe )l{ llBaeM HbIHe B IlCKyccTBe
Bce BeKa Il BCe Ha~ 1l“ rrpo띠끼 aH )\씨 3Hb rrpOHOC Il TCH MIl MO Hac. 58 )
Belyj는 간텍스트성 개념을 근대적으로 실현시킨

대표적 러시아

작가이며， 그

의 「빼쩨르부르그」는 여러 텍스트 사이의， 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충 사
이의 끝없는 통신과 소통의 사슬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속에

서 비로소 성렵될 수 있는 텍스트 「빼쩨르부르그」의 의미구성은 에펄로그에서
도 계속된다. Nikolaj 가 읽는 “묵시록”과 이집트의 “死者명부"
이나의 바로크 신비주의자 그리고라이 스코로보다 59) 의 저술은

부르그」의 서술자60) 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

그라고 우크라
Belyj가 「빼 쩌l 록

소설을 조소하고 無라고 선언하는

demiurg의 도우즈를 취하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노시스파的인
것이 결코 신비적이고 신화적이고 철학적인 영역과의 긴장된 ambivalentnost’로
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roda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는
다.

것은 소설

득히 에 펄로그가 Skovo-

전체의 구성에서 득별한 의미을 지난

소설프롤로그에서 1캡스끼거리의 끊임없는 군중순환， 소설본문에서

부르그의 영원한 멜로디의 반복(… TaM 6e}l{a지a peKa"') ,

빼쩨르

에펼로그에서 역사와

운명의 반복의 예감--이 반복과 회귀의 기 본구조는 표롤로그에서 두드러 졌던

Gogol' 컨텍스트가 에펄로그에서 다시 반향을 얻음 ò 로써 (고골은 우크라이나
바로크 신비주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재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은 「빼쩨르부르그」의 간텍스트성이 어떤 의도와 의미
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에 주어진다.
다른 텍스트들을

이어쓰고 새로쓰고 다시쓰는

「빼쩨르부르그」에서의 간텍스

트적 작업은 텍스트속에서 텍스트를， 문화속에서 문화를 투영하고 기억하는 작

엽， 이전의 모든 텍스트와 문화를 기억하는 새로운

합으로， 즉 궁극적으로 신

화속에 주어져 있는 原型텍스트 (pratekst) 를 반복하는 신화로의 영원한 회귀로

58) A. Belyj , “ Èmblematika smysla" (1 909) , in: Simvolizm , p.143.
59) Skorovoda의 사상을 논한 논문으로는 D. Tschizewskij의 Skorovoda. Dichter, Denker, Mystiker(Harvard Series in Ucrainian Studies.18) , München 1974 가 있다.
60) 서술자와 화볍문제의 연구에 탁월한 엽적을 냥긴 ]. Holthusen은 “빼께르부르그”
에서 시도되고 있는 서술자의 역할에 의한
켰다. 앞의 언급한 논문의

pp.285-289

참조.

장르패러디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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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

Belyj의 「빼 쩨 료부르그」 텍 스트 속에 서 거 의 모든 기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적어도 두개 이상의 대조작이고 상반된 영역을 가리킨다. 기호는 동일

시를 가능케 하는 단 하나의 준거틀에 구속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나 자신을 넘
어서사 다른 무엇을 함께 가리킨다. 즉

「빼쩨르부르그」는 문화의 단순한 기역

창고가 아니며 여러 텍스트들에 의해 체험된 문화적， 기호적 체험을 그저 온전
하게

재생시켜

경험하게 하는 계승적

문화행위로서의 텍스트가 아니다.

그런

경 우라면 시 는 pratekst플， 詩의 신화를 재 건하고 계승하는 신성한 행위로， 쫓
式으로 될 것이며，

시인은 사제， 텍스트 사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료그」는 察式으로서의 텍스트와 그것의 反세계인

「빼쩨르부

카니발적 어릿광대극이 함께

하는 텍스트이다. 그라고 텍스트신화와 텍스트패러디가 교차하는 이 텍스트에
서 작가는 텍스트사제인 동시에 텍스트광대이다.
다시 말해 텍스드 「빼쩌1 록부르그」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텍스트체험의 축적，

기호체험의 복합화인 동시에 그것의 분산화， 부정， 무효화이다. 기후는 객관적
묘사플 위한 것인

동시에 아이라니결한

인용이다.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성질

사이플 끊임없이 왕래하며 「빼쩨르부르그」는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의마분화를
허 용하고 꾀 한다.

“단 하나”의 의 미 를 소설 「빼 쩨 르부르그」로부터 끌어 내 는 것

은 볼가능하다. 많은 Belyj 연구가들이 「뻐1 쩨 르부르그」의 모티 브 분석 이 나 구조
분석，

간텍스트성 연구에 있어 홀풍한

엽적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연구블 “의마”를 해석해내는 작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는 것도6 1)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뻐1 쩨르부르그」 속에서 여러 텍스트들은 의마지배적 기능을 갖는 하나의 텍스
트를 지향하고

。 1 τ<l

λλ/ ‘1

않다. 신화와 소극， 사제와 광대， 진지함과 패러다， 의미

축적과 의마해체가 양럽하고 공존하는

「빼쩌l 르부르그」는 과거의 여러 텍스트，

여러 기호를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기호 속에서 회상시키고 등시적￡로 체험

하게 하는 동시에 기호공간의 분열과 달중심 화가 일어 냐는， 다시 말해 문화형

61)

가장 대 표적 인 경 우는 A. Steinberg , op. cit. , R. Lachmann , op. ci t. 그리 고 D.
Bud hart , “ Leitmotivik und Symbolik in Andrej Belyjs Roman “ Peterburg", in:
Die Welt derSlaν en ， 1X, Wiesbaden 1964, pp.277-323 , L. Dolezel , “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Peteη burg" ， in: Russiaη Literature \!I (1 979) , pp.465-490이
다. 그러 나 J. Holthusen의 저 서 Studien zur Asthetik und Poetik des russischen
Symbolismus , Göttingen , 1957은 예 외 적 인 경 우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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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억의 위기를 나타내는 소설이다 : “나의 창조는 내가 던지는 폭단이다 "62)

작가 스스로 demiurg를 자처하고 나서는 소설， 자신의 작품을 비웃고 무가치
라고，

反세계라고

선 언하는

작가， 스스로

창조주 神의 자리 에 앉으나 동시 에

신의 부정 적 , 세속적 형 상화로 자신을 폭로하는 작가， 의 미 을 모으고 복합화시

키는 제스츄어에다 의미를 분산시키고 무효화시키는 제스츄어를 덧붙이는 텍스
트사제 와 텍 스트광대 -

이 ambivalentnost’가 소섣 구성 과 의 미 해 석 을 지 배 하는

「빼쩨르부르그」를 해석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고 명료한 작엽이 될 수 없다.

예술가의 영흔은 요직 예술가에게만

열릴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초기상징주의의 유미주의자， 악마주의자들은 그들의 텍스트가 최대한의
요해， 최대한의 연상적 이해불가능성을 낳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되어진
것이라는 근본적으로 “反讀”주의의 태도릎 지녔었다.

이자 예언자로， 자신의 머l 세지플 u1 신으로 보았던

이와 만대로 자신을 사제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자들에

게 있어 부적합한 읽음은 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위엽을 의 u1 하는 것이었으며，
신화의 파괴끌 초래하는 두년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들 경우와 달리 「빼쩨흑부르그」가 대표하는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징주의
텍스트는 ambivalentnost’을 본질록 하며，

이중적 내지는 다중적 읽음을 고유한

해식방법￡로 제시한다. 도시 빼써!르부르그와 문화이념 빼써1 특부-후그가 대핍적
가치들의

양랩으로 이루어져 있듯，

화텍스트들， 득히 19세 기

소섣텍스투 「뻐1 쩨르부루그」 또한 이전의 문

러 시 아문화펙 스트들을

로 이용함으로씨 신화이자 세속화로， 秘敎的

자신의 텍스투구성패러다임무

텍스트이자

웅음텍스트록 나아간

다. “부정적 현실”의 픽션，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이띤서 아닌 것， “새
면서 새가 아니고，

시민이떤사 시민이

극단적￡로 “소설이연서 소설이

아닌 "G3J

figura fikci i의

개념을 적용할 때

아닌 "64) 텍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을 「뻐1 쩨르부

오히려 그러한

。

해석의 본질적

랩

원

르그」에 대한 합일적 해석은 본논운에서도 의도한 바가 아니다.
-a

상징주의 모델의

발잔폼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이전

의 상정주의 모델들이 「빼쩨르부료그」 속에서 어떻게 변행되고 회귀하고
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상징주의적인

roman~' 이 라 부프고 있 다.

M

~'-

이전의 상징주의 모텔에 대한 에다

태도는 「빼쩨르부르그」에서 문화의

62) A. Belyj, Arabeskì, p.216.
63) A. Belyj , Masterstvo Gogolja , p.256.
64) R Lachmann , op. ci t., p.l04 참조.

。 12二

“npaTeKCT" 에 대 한

Lachmann 은

수용과

“ Peterburg'’ 룹 “ roman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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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과 해체를 통해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npaTeKCT의 재건과 반복에 대한 전

혀 다릎 입장을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archaist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

의 모댄과 「빼쩨르부르그」를 비교하는 것은 차후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논문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갖는

The Evolution of Russian Symbolism and
Andrej Belyj’ s

Petersburg
by Hee-Sook Kim

Wenn wir sagen , daß die symbolistische Prosa in Rußland den

H하lepunkt

ihrer künstlerischen Perfektion mit Andrej Belyj erreicht hat , meinen wir damit
v.a. den Roman Andrej Belyjs “ Peterburg". Der Roman “ Peterburg" ist also
nur im Zusammenhang mit dem russischen Symbolismus adäquat zu interpretieren , und umgekehrt , beim Ausklammern des Romans “ Peterburg" ist die
Evolution des russischen Symbolismus nur unbefriedigend zu verfolg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e

ich , Bedeutung und Struktur des Romans

“ Peterburg" als symbolistischer Prosa zu erforschen. Und weil mir bei dieser
Arbeit die gängigen , sich auf die einfache Dichotomie vom “ älteren Symbol.
ismus" und dem “ jüngeren Symbolismus" orientierenden Evolutionsmodelle des
Symbolismus wenig nütz1ich waren , stützte ich mich auf die paradigmatische
Typologie (von A.A. Hansen-Löve) , nach der russische Symbo1ismus in drei
Modelle, d.h. den diabolischen Symbolismus, den mythopoetischen Symbolismus
und den grotesl• karnevalesken Symbolismus unterschieden

wird , die jeweils

einen Subkode des umfassenden Periodensystems “ Symbolismus" aufbauen.
Zusammen mit der Asthetisierung der Prosa (d.h. neue Tonalität , laut 1iche,
rhythmische und bild1iche Stilisierung der Sprache) Kommen das symbo1ische
Thema “ Ost und/oder West" , Dualität und Aufspalt , Konjunktion und Vereinigung, das Nichts und die Erlösung, diese Hauptmerkmale und Orientierungen , die jeweils im diabolischen Symbolismus oder im mythopoetischen
Symbo1ismus eine zentrale Bedueutung haben , im Haupttext des groteskkarnevalesken Symbolismus “ Peterburg" in modifizierter , reflektierter, gebrochener , relativierter , umgestülpter , tragikomischer Form vo r. Idee und Kompo.
sition des Romans “ Peterburg" beruhen auf der Ambivalenz , die den einen
Sinn überschreitet und

unabschlieβbare

Sinndifferenzierung zuläß t. Nicht die

einzige adäquate , den einen Sinn ausgestaltende Lektüre wie im Fall des
mythopoetischen Symbolismus , und nicht die Antilektüre , von der diabolische
Diskurs ausgeht , indem die Texte des diab이ischen Symbolismus ein Maximum
an suggestiver Verständnislosigkeit erzeugt , sondern die

“ doppelte" oder

“ multivalente" Lek ti.i re gilt für die Interpretation und Rezeption des Ro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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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burg" .
1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e ich nicht , den einen Sinn des Romans
herauszulesen, sondern die eigentliche Unmäglichkeit solcher

Lekt니re

im

Zusammenhang mit der Evolution des russischen Symbolismus zu betrachten.
1m Mittelpunkt der Aufmerksamkeit steht also die Frage, in welcher Form die
vorangehenden Symbolism usmodelle im Roman “ Peterburg" zu einem metasymbolistischen Text modifiziert we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