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더니즘 소절에 나타난 신화와 동화 
벨리의 『은빛 비둘기』와 빨낙의 『벌거벗은 해』를 중심으로 

번 현 태 

L 서론 

‘빨냐꼬프쉬나[빨낙의 무리들]’라는 용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든， 혹은 형식적으로는 실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중립적인 당대의 동반자 작가적인 문학경향에 대해 사시(웹視)를 가지고 경 

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든， 이 용어에 반영되어 있는 빨낙의 당대적인 

영향력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정작 ‘빨 

냐꼬프쉬나’ 라는 용어를 낳았던 빨낙 자신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 

에 대한 일반적인 문학사적 병가는 지극히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즉 멜약의 

작품은 밸리， 레미조프， 부년의 인용， 모방 혹은 때러디로 간주되며， 그의 작 

품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적인 기법들， 문체들， 주요 테마들은 밸리나 레 

미조프의 작품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들의 한 변형으로 평가되어질 뿐이 

다.1) 특히 본 논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빨낙의 『벌거벗은 해J(rOJ뼈 

1) 예컨대 G. Struve는 빨낙을 가리켜 “벨리와 레미조프의 직접적인 계숭자"(G. Struve, 
Russ때1 μiterature under Lenin and S따lin， 1917-1었'3 (University of Okl하lOma 
Press, 1917), p. 4이라고 평가한다. R. A. Maguire 역시 빨닥을 ”산문에 대한 진정한 
재능을 결여한” 작가로， 그러나 그 대신 “멜리， 레미조프， 부닌의 차용자이자， 뛰어나 

고 성실한 제자”라고 평가한다(R. A. Ma밍lire， “The pioneers: Pil’ ny;빼 and Ivanov", 
Red Virgin Soil (Princeton, 1968), p.lOn 빨낙 당대의 마르크스주의 비명가 r. rop
BaqeB 또한 빨약의 작품이 갖고 있는 공과를 벨리의 작품으로 환원하여 셜명하고 있 
는데(r. rOpBaqeB, “TBOpqeC J<He 따깨 B. 따nbHJIJ<a" ， CTllTbH H NllTepHIUIN: BopHC 따JIb

HJ1K (11. , 1928), c. 47-53) 이러한 비평의 기조는 소비에트 비형가 r. A. 6e.llaJI에게도 그 
대로 이어지고 있다(r. A. 6enu, “npo6newa aJ<THBHOCTH CT~" ， Cν"eHll JTHTepllTypH6lX 

cTHJleif (M., 1974), c. 155-16이. 빨낙과 벨리의 기법적， 형식적 차이에 대한 최초의 의 
미있는 학술적인 주목은 형식주의자들의 제자 B. rO뼈aH에 의해 이루어졌다(B. roiþ
WB.H, “MeCT。 따nbH.l!J< a" ， CTllTbH H NllTepHlUIbI : BopHC 따'JfbHJ1K (11. , 1928), c. 7-44).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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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OLÜ는 종종 --그 테마적， 기법적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벨리의 『은빛 비 

둘기.!(Cepe6p.slH뼈 ïOJIy6b), r 빼쩨르부르그.11 (neTep6YPï)의 기법적 모방이자， 

테마의 개작으로 간주된다.2) 

이 글에서 우리의 목적은 특히 ‘고대적인 것’의 예술적 도입이라는 공통 

성을 갖는 벨리와 멜낙의 소설의 차이를 바로 그 ‘고대적인 것’ 의 도입방식 

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세계에 대한 모형을 제 

시해주는 하나의 서술체계로서 동일한 고대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신화와 동화의 차이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벨리의 

『은빛 비둘기』에서 나타나는 신화시학적 요소와 빨낙의 『벌거벗은 해』에 나 

타나는 동화적 요소의 도입과 어떠한 연관을 갖게되는 가를 검토해봄으로 

써， 빨약의 소설 r벌거벗은 해」가 갖는 반(反)벨리적， 반(反)상정주의적 성격 

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빨닥의 소설을 당대의 산문 발전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상정주의의 자장(磁場)속에서， 그 상징주의의 구심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며 3) 바로 이러한 상징주의에 대한 ‘투 

쟁’의 맥락에서야 ‘빨냐꼬프쉬나’의 새로움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 

빨낙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P. A. Jensen은 빨낙과 멜리의 차이를 기 
법적， 형식적 차이를 넘어서 그 이념적 내용， 작가적 의도， 주제에서의 차이로까지 나 

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P. A Jensen, “ηle thing as such: Boris Pil’띠와’s 
‘omamentalism' ,’ , Russian Literature (North-Holland, 1984), p. 82). 

2) 특히 Struve, Maguire의 견해가 그러하다. 한편 이들과 달리 빨낙의 r벌거벗은 해』를 

벨리의 『은빛 비둘기』에 대한 패러디로 파악함으로써， 양자의 차이에 주목하는 글로 

서는 v. E. Alexandrov, “Belyj subtexts in Pil’띠ak’ s Golyj God" , SEE](983) , Vol. 
Z7. No. 1, pp. 81-89를 들수 었다. Alexand.rov는 r벌거벗은 해』에서 나타나는 ‘질로 

또프-올헨까 꾼츠-라이찌스’ 의 삼각 관계를 r은빛 비둘기』에서 나타나는 ‘꾸제야로 

프-다리얄스끼-마뜨료나’의 삼각 관계에 대한 패러디로 보면서 혁명， 그리고 ‘동-서 

테마’ 를 바라보는 빨낙과 밸리의 관점의 차이를 명쾌하게 밝혀보여주고 있다. 

3) 당대의 문학가들에 의한 벨리의 소설에 대한 평가로는 앞서 인용한 rOp64'1eB외에도 
t.l4HJleJIIIT뼈의 글， “KoHeQ Po“뻐a”， “뻐Tep4TypHaß MoCkB4: Po*피해He $46yJ뻐" Co6paHHe 

CO'lHHeHlm B Tpex TOII4X (New York, 1971), T. 2. C. 댔-269， 332-338, 그리고 TWJlHOB 

m., .‘J1HTep4TypHoe cerOJlHJI" , l103THKlf, HCTOpHH JlHTeplfTypbl, KHHO (M., 19η)， c. 150-166 

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t.l4HJleJIIIT /l.I(은 벨리의 소설을 “러시아 심리소설의 정상"(c. 

335)으로 평가하면서 러시아 소설의 새로움은 이러한 멜리의 소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소설가의 둥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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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4) 

11. 신화와 동화 

문제는 상정주의의 제2기， 혹은 제2모텔로서의 신화시학에서 출발한다. 

혹은 상정주의자들에게서 ‘신화’ 란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를 물어 보는 것 

에서 출발한다.5) 19세기 말， 20세기초의 서구문명의 한계를 직접적， 간접적 

으로 목격하게 된 많은 인텔리겐차들에게서 미래로의 전망보다는 과거로의 

회고가 발견되는 것은 그 자체가 전망에 대해 목적론적인 유럽 문화의 합리 

주의， 이성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시간관/역사관에 

대한 부정이자 반성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과 반성에서 출발한 ‘고대 

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의 보면적인 경향이 된다.6) 신 

화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고대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한 

형태로 출발한 것일텐데， 홍미로운 것은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 

는 신화에 대한 관심은 질료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유의 차원이자 시학의 

차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상정주의는 결코 고대신화의 인물들과 모티브 

를 벌어 오는 고대신화의 재신화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률은 신화적인 것 

을 구조로서， 상징적 작용력으로서 복원시키고자 했다 "7) “구조로서， 상 

징적 작용력으로서”의 신화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기폰에 존재하는 신화를 

다시 문학적 질료로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구조를 사유의 원(源)구 

조로서 취하고， 이 원구조에 입각하여 세계에 대한 신화인식적인 모델을 만 

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신화텍스트를 문학 

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사유방식으로 세계를 문학화하는 것이고 단 

4) f벌거벗은 해』를 밸리， 레미조프의 모방， 꽤러디로 간주하는 당대의 비평가들과 달리 

형식주의자 rc빼MAH이 획기적으로 빨낙의 작품을 벨리의 그것에 대립적으로 놓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학사를 투쟁과 갈동의 과청으로 파악하는 형식주의자의 관점 

에서 빨낙의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5) 상징주의의 신화시학(더 나아가 상정주의 모텔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회숙러시아상 

정주의 모델의 발전과 Andrej Belyi의 소설 r빼쩨르부르그』J ， 『러시아연구.!I(1992) 제 1 
집， 2-8면， 44-49면과알렉산드르 블로크 시학에서의 신화와 현실J(f러시아연구』 

(1995) 제4집， 1-58면， 특히 2-10면을 참조하라. 
6) E. M. MeneTHHc뼈， l103THKll MHtþa (M., 1976), c. 댔-296. 

7) 김회숙(1995)， 6변.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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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재생산되는 신화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선화이며， 그 

‘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화적인 사유구조이다. 

빨낙의 『별거벗은 해』에 나타나는 ‘고대적인 것’은 이러한 상징주의적인 

의미의 신화와는 구별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두기로 

하자. 신화시학적 상징주의 모텔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사유의 도입과는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고대적인 것’의 도입은， 빨낙에게서 무엇보다도 

동화적 요소와 관련된다. 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유사한 고대적 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신화와 동화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다음과 같은 벤야민의 서술에서 시작해 보기로 하자. 

좋은 조언이 필요할 때， 동화(fairy tale)는 언제나 조언을 해줄 줄 알았다. 어 

려운 처지에서 그리고 정작 조언이 필요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동화의 도움이었다. 이러한 경우의 어려움은 신화가 만들어낸 어려움이다. 

동화는， 신화가 우리들 가슴에 가져다준 악몽을 떨쳐 버리기 위해 인류가 마련 

한 가장 오래된 조치 방안을 우리들에게 알려 준다. … 가장 현명한 조언이 있 
다면 ... 그것은 신화적 셰계의 폭력을 간계 (cunning)와 무모환 용기 (bigb 

spirit)로 대척하는 것이다. 동화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을 해방시키는 마법 

은 자연을 신화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해방된 인간과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8) 

신화와 동화에 대한 벤야민의 이 서술에서， 우리는 신화와 동화를 구별시 

켜줄 수 있는 한가지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신화=폭력， 동화=해방"(그리 

고 이러한 구도는 함축적으로 “신화=신적 질서， 동화=인간적 질서”라는 구 

도를 내포하고 있다)이 바로 그것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왜 그와 같 

은 등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역시 신화와 동화를 구별 

하는 프롭에게서 우리는 그 설명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프롭은 무엇보 

다도 신화와 동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즉 신앙과 제의라는 측면에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화는， 민중들이 그 실재를 신앙하는 신 혹은 신적인 존재들에 대 

한 모든 이야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것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8) w. Be띠amin， ‘’The StoηtelJer" ， Illuminations (ed. by H. Arendt, New York, 1988), 
p. 102. [국역얘기꾼과 소설가」， f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JJ(반성완 역， 민음사 1983), 
187변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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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역사적인 요소로서의 신앙이다. 혜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동화들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혜라클레스는 그에게 제의가 바쳐지던 신이다. 

혜라클례스와 유사하게 황금사과를 찾아 떠나는 우리의 주인공은， 그러나 예술 

작품의 주인공일 뿐이다. 신화와 동화는 형식예 의얘서가 아니라 그 사회척 

기능예 의해 구벌된다.9) 

29 

프롭이 주목하는 “역사적 요인”으로서의 신앙과 그 선앙의 구체적인 사 

회적 형태로서의 제의는， 민속학자들(예컨대 MeJleTHHCKl깨나 Phl6aKOB와 같은) 

에게서 신화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신화와 동화를 

구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동화는 신화가 탈제의 

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신화의 ‘세속화’ 과정이 곧 동화의 출현과정 

인 것이다.10) 

프롭은 신화의 사회적 의의， 즉 “말， 신화， 성스러운 이야기들파 제의적 

행위， 사회적 조직， 심지어는 일상적인 행위들 간의 긴밀한 연관"11)에서 출 

발하여， 바로 그와 같은 연관의 폰재여부를 신화와 동화의 구별 지점으로 간 

주한다. 프롭에 따르면 신화와 동화의 구별은 제의적 형태로 드러나게 될 사 

회적인 삶과 텍스트의 --그것이 문자화된 것이든， 혹은 구어적 발화의 형식 

으로 전달되는 것이든-- 연관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신화는 종교적으로 

위계지워진 사회의 제의(혹은 그 제의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와 연 

관되어 있는 반면， 동화는 그와 같은 사회의 제의에서 자유롭다. 

더 나아가 프롭은 이미 계급화된 발달된 사회(예컨대 그리스)의 신화와 

계급화되지 않은 사회(예컨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서 신화들이 갖는 상 

이한 기능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데，12) 물론 프롭의 이러한 요청의 근본에 

는 계급화가 전제하는 사회의 위계화(이 위계화의 핵심에 종교가 자리잡고 

9) B. 51. nponn, HCTOpH'IeCKHe KOpHH BOJ16/e6HOη CK43KH (J\., 1986), c. 27. 강조는 인용자. 
10) npon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신성한 슈제뜨의 ‘세속화’ 는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세속화’ 라는 말로써， 나는 신성한 이야기가 세속적인， 즉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 

적인 이야기로 변함을 의미한다). 본래의 의미에서 동화가 탄생하는 시정도 여기이 
다."(TAN lke, C. 359-360.) 민속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화와 동화에 대한 일반적 
인 구분은 nponn의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MeJleTHHCKHlI, TI1N lke, C. 

262-276, 그리 고 6. A. PH64KOB, RJ6l'IeCTBO 때eBHHX CJl4BJIH (M., 1994), c. 528-많9를 참 

조하라. 

11) nponn, c. 28. 

12) TI1N lke, C.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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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터인데)와 택스트의 연관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와 동화라는 택스트와 사회적 삶과의 연관 방식에 대한 주목， 그리고 

특정한 역사단계， 즉 계급화가 나타나는 역사단계에서 동장하는 “신화=제의 

적 삶과의 연과， 동화=제의적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둥식은 타당한 문 

제설정으로 판단되지만， 그러나 우선 프롭의 결론이 함축하고 있는 “신화= 

사회적 삶과의 연관， 동화=사회적 삶에서 자유로운 예술적 형식”이라는 동 

식 13)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동화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대의 사회적 삶 

과의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화의 그것과는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동화의 사회적 삶과의 연관은， 예술의 일반적인 그것 

(더욱이 사회 對 예술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프롭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 

예술과 사회적 삶과의 연관 방식)으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고유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프롭 자신은 동화에 나타나는 특정한 인식과 존재의 형식들을 

과거의 당대의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소급해서 해석 

하는 ‘역사’ 학파의 실증주의적이고 속류사회학적인 관점을 비판하지만14) 

그러나 그 자신 ‘택스트’에 대한 실증주의적인 오류， 즉 불질화된 텍스트라 

는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텍스트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유의 질(質)이고 그 사유의 특정이다. 따라서 비록 출발은 

물질적 형태로 폰재하는 택스트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유의 역사적 선차성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신화와 동화보다 더 큰 문화 일반의 관점에서 ‘공식적 문화 

對 비공식적 문화’라는 틀로 고급장르(예컨대 서사시나 신화)와 저급장르 

(예컨대 소설장르， 저급장르에는 또한 동화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를 구 

별하는 바흐젠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 예컨대 npon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슈제뜨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 즉 그 순수하게 
예슬적인 사용은， 그것을 만돌어낸 체제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과정， 신 

화가 동화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외적 기원은 슈체뜨와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제 

의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표현된다." (TAW :lCe, c. 357. 강조는 인용자) 계속해서 nponn 
은 동화의 기원이 ”예술적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의 발전은 “예술적 창조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c. 358). 동화의 사회적 기능응 인간에 

대한 ‘조언’에서 찾고 있는 We띠anún을 nponn과 비교해 보라. 

14) T/l)( :l<e, 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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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르 일반을-- 물질화된 장치나 기법이전에 사유의 형식， 삶의 형식으로 

바라보는 바흐젠은 소설의 역사를 고대， 중세문화의 단계로까지 소급하면서 

추적해 보여주는데， 신화와 동화의 구별이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 

히 두가지 지점이 중요하다. 

첫번째로， 바흐젠은 소설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을 계굽사회 이 

전의 원시공동체 단계로까지 소급하면서 이를 ‘민속적 시공성’ 이라고 부르 

고 었다. 즉 바흐첸에 따르면 라블레에 와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소설의 잠 

재력’은 계급화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으며 위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급 

장르는 바로 이러한 민속적 시공성의 파괴의 결과로 둥장하는 것이다.15) 바 

흐젠의 논리를 고급장르로서의 신화와 저급장르로서의 동화로 확장시켜보 

면， 동화에서 동장하는 민속적인 요소들의 원천은 결코 신화의 세속화의 결 

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가 등장하기 이전의 전(前)계급적 원시공동체에 

고유한 ‘민속적인 요소’ 들로 소급될 수 있다. 

여기서 대상을 계급 분화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시켜서 생각해보 

면， 신화는 계급 분화가 이루어져 종교적 위계에 따른 사회의 위계구조 속에 

서 그 최정상에서 사회적 삶의 중심에 위치한다. 반면 동화는 그와 같은 사 

회 구조 속에서，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혼적들을 간직하면서， 사회 

적 위계의 변두리에 위치한다. 바흐씬의 말의 원심적 경향과 구심적 경향에 

빗대어 본다면， 신화는 그 위계질서에서 구심적 경향으로 특정지워진다면， 

동화는 그와 같은 위계질서 속에서 원심적 경향으로 특정 지울 수 있다. 

여기서 바흐젠의 논리가 전(前)계급사회와 계급사회의 엄밀한 단절에 기 

반하고 있기보다는 경향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둘 필요 

가 있다. 즉 바흐젠에 따르면 중세의 신적 질서(여기서는 신화)속에서 그것 

에 포섭되지 않는 전(前)중세적 전(前)계급적인 힘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적 

질서(여기서는 동화)가 그 기저 속에서， 하나의 섬처럼， 끊임없이 신적 질서 

를 침탈하려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16) 우리 식으로 도식화해보자면 

그것은， 

15) t.I. t.I. OIlXT뻐， BonpoC61 1lHTepllTyp61 H 3CTeTHXH (t.I •• 1975), c. 355 ... 이러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기초적인 형식들[즉 민속적 시간의 제형식--인용자]은 인 

류사회의 발전에서 계급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의 단계에까지 그 근원을 소급해 올라갈 
/- 01rl" 
T M~τ 

16) t.I. t.I. OIl.XTIlH, TBOp</eCTBO Øpa.HCya. Pa.6J1e H Ha.pOI1H8.JI XyJ1bTypa. cpel1HeBeXOBbJI H PeHec-

C 8.Hca. (1.1., 1990), c. 5-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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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공동체 사회 계급분화적 고대/중세 사회 

동화적 구조 신화적 구조 -- 主

동화적 구조 -- 從

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계급분화적 고대/중세 사 

회 속에서 주종(主從)의 관계는 지극히 역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바 

흐젠이 주목하는 중세의 카니발 카니발적 웃음은 바로 신적인 질서에 포섭 

되지 않으면서， 때로 그 자리를 노리는 인간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벤야민 식으로 말하자면， “신화의 폭력”에 대항하는 인간의 

“간계”와 “무모한 용기”의 예라 할 것이다. 

두번째로， 바흐챈은 특히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급장르와 저급장르 

를 구별시켜 보여준다. 여기서 바흐젠이 거론하는 것은 서사시에서의 시간 

의 문제인데， 동화와 비교해볼 때 신화와 서사시가 특히 시간의 문제에서 공 

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신화에서도 적용될 있는 것 

이기도 하다，l7) 바흐젠은 서사시의 구성적 특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째， 한 민족의 서사적 과거(혹은 괴테의 용어를 빌려면， ‘절대적 과거(a6co

JDOTHOe npOmJIOe)’를 주제로 사용한다. 툴째 민족적 전퉁이 서사시의 원천으 

로 사용된다. 셋째， 절대적인 서사시적 거리가 서사시적 세계를 당대 현실로 

부터， 즉 음유시인(작가， 그리고 그의 청중)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분리시 

킨다.18) 서술 대상으로서의 ‘절대적 과거’라는 시간， 그리고 서술되어지는 

‘절대적 과거’ 와 서사시의 화자-청자의 당대성과의 결묘 침투될 수 없는 시 

간의 장벽(소위 ‘서사시적 거리’)은 신화에 나타나는 ‘시간’， 즉 기원이자 

시발적인 사건으로서의 시간개념과 동질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 

간개념에서 서사시와 신화는 동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립된다. 

서사시에서 (포한 신화에서) 서술되는， ‘절대적 과거’라는 시간은， 단순 

17) 신화와 서사시가 시간의 문제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t.leJleT‘!HCKHl!는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사시적 시간은 ... 신화적 유형으로 구성된다. 즉 최초의 

시간으로서， 이후의 질서들을 선(先)규정하는 선조들의 실제적인 행위의 시간으로서 

구성된다.(31IH'IeCKoe Bpe없 ... CTpoHTCJI ßO THny 106때H'IeCKOrO ， KII.K HlfqJf.ßbBOe BpeNJ! 

H BpeWJ! II.KTHBHWX ßel!cTBHl! npeßKOB , ßpeßoßpeßeJIHBmHX ßocJleßYm빠때 ßOPJlßOK.)" (TIlN 

:lCe, C. Zl6. 강조는 원저자) 
18) t.I. t.I. DII.XTHH (1975), C.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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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간적인 범주가 아니라， 지극히 가치론적인 (또한 위계적인) “가치론적

시간적 "19) 범주이다. 그 이후의 시간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과거’는 그저 

단순히 먼저 발생하였다는 선후적인 맥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절대적 과거’ 속의 사건으로 수렴되고， 그것 

을 동질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때) 바흐젠은 서사시에서 

서술대상이 갖는 특정이 서술대상과 그것을 재생산하는 화자-청자의 관계를 

또한 규정한다고 지적한다. 즉 서사시에서 시간은 이후의 시간대에 철저하 

게 완결되어 있고， 폐쇄적이다. 서사시를 노래하는 화자， 그것을 듣는 청자의 

경험에 대해 서사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가치평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 

에 의해 반복되는 서사시(신화)는 반복되면서 언제나 원서사시(원신화)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동화의 이야기꾼(storyteller)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 --자 

19} TaN *e, c. 458. 
2이 신화에서 ‘최초의 사건’이 갖는 의미， 혹은 선행하는 과거에 대한 우주론적 지각 

(kocNonor~eckoe BOCnpHRTHe)과 역사적 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따르뚜 학파의 Yc

neHCkHA의 글， 개CTOpHR H ce“HOTHk4" , HJφIlHH1>Ie Tpy;u,r (t.I., 1994), TO“ 1. c. 20-28을 

참조하라. 그는 신화에서는 --혹은 그 자신의 말을 벌면 ‘우주론적 지각. 에서는-

.. 어떤 사건이 어떤 최초의， 시발적인 상태 --이는 그것의 영향(eNaH4UHjI)이 모든 시 

간에서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된다--와 관 

련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 이 최초의 시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재생산되는) 택스트 같은 것이 된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이러저러하게 관련되는 이 최초의 존재론적으로 시발적인 텍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화라고 이해하는 것에 상응한다."(UN *e, c. 20, 37)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r고래 즐로차스책예 이야기 (noBecTb 0 rope 3noQ4CT뻐}JJ 에서 둥장하는 방탕한 

젊은이의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로 표상되는 최초의 인류에 의해 저질러지는 원죄의 

반복이 되는， 전형적인 신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편 로뜨만은 이러한 ‘최초의 사 

건의 반복’을 신화적 사유의 대상들이 갖는 ‘일회성 (0뻐OkPaTHOCTb)’이라고 특정지우 

고 있다. 신화에서 사건들은 수차례에 걸친， 혹은 많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반복이지 
만， 동일한 것의 반복이자， 동일한 하나의 것으로 수렴될 수 있는 사건들의 반복이기 

에 그것은 또한 일회적인 것이다. 로뜨만에 따르면 신화에서의 사건의 일회성은 근본 
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물들을 하나의 원사물로서 표상하는 신화적 사유의 특성， 즉 

동일화시키는 사유에서 기인한다. 신화적 사유를 특정지우는 동일화로의 경향에 대해 

서는 J10TN4H, “빠빼-HN$I -kYJlbTypa" ， HJ6pllHHNe CTIlTbH (T4J\J\HH, 1992), TON 1, c. 58-74 
와 .‘41eHONeH kyJlbTypt.I", TaN *e, 그리고 김회숙(1잊}5)， 7-8변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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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의 것이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야기되어진 것이든-- 으로부터 

얻는다 "21)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경험으 

로 만들어준다. 동화에서 서술대상은 동시대적이고 체험가능한 것으로 간주 

된다.22) 신화나 서사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화에서도 서술대상의 특징이 서 

술대상파 동화의 화자-청자의 관계를 또한 규정해준다. 신화가 언제나 시간 

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변형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자기동일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 동화는 반복되면서 변형되는 

것이다. 이 변형은 무엇보다도 화자가 그 이야기에 대해 동(同)시간적으로 

관계함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이러한 변화가능성은 

당대의 사회적 위계에 대해 신화와 동화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관련된다. 즉 

그 관계에서 구심적 경향으로 특정지울 수 있을 신화가 원모텔에 대해 ‘보 

수적’(말 그대로의 의미에서)이라면， 원심적 경향으로 특징지울 수 있을 동 

화는 원모텔에 대한 변화에 열려있고 또한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화에서는 당대적인 요소가 침투하여 때로는 동화 속에 둥 

장하는 이야기의 질료가 변형되기도 한다.영) 

이제 벤야민， 프롭， 바흐젠의 논리를 빌려 우리는 신화와 민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화 

계급분화의 시작 

위계화， 혹은 구심적 경향 

신척 질서 

원시간적， 혹은 과거지향 

모델의 보수적 인(변화불가능한) 반복 

민담 

원시공동체 

非(혹은 前)위계화， 혹은 원심적 경향 

인간적 질서 

동시간적， 혹은 현재지향 

모델의 진보적 인(변화가능한) 반복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화와 동화의 구별을 각각 벨리의 『은빛 비둘기』와 

21) w. Ber뻐미n， p. 86. 
22) 예컨대 이러한 특징이 동화의 결말부에서 화자의 직접적인 등장으로 연결된다. 동화 

는 종종 “나도 돌러 보았는데 대첩을 자알 해 주더구만/ 입술에는 줄줄 흐르는데 입 
안에는 안 들어갔다네 .(51 3AXO때JI B rOCTH, - yrOCTH.1IH XOpollO / nO ry6aw TeKJIO, - A 

B POT He nOnaJlo.)"라고 말하는 화자의 직접적인 둥장으로 종결된다.(야홉슨러시아 

전래 요술 민화의 특질」， r러시아 전래 민화.! (이 인영 역， 분도출판사， 1992), 103면.) 
23) 동화가 당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질료를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예들에 대 

해서는 앞서 인용한 야룹슨의 연구(100-108면)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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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낙의 『별거벗은 해』에 적용해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벨리의 『은빛 

비둘기』를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에서의 신화적 사유， ‘신화화’라는 맥락에서， 

빨낙의 『벌거벗은 해』를 상정주의의 신화시학에 대한 투쟁의 맥락에서， 또 

한 그 투쟁에서 동화에 대한 기대기라는 맥락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24) 

벨리의 r은빛 비둘기』를 신화적인 사유방식， 혹은 ‘신화만들기’의 관점 

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밸리의 『은빛 비둘기』와 상호택스트적인 연 

관(그것을 패러디로 볼 것인가， 혹은 단순한 인용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될 것이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빨낙의 r벌거벗은 해』에 

서 나타나는 ‘동화적 사유’를 상정주의적인 신화적인 사유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빨닥에게 나타나는 ‘동화적 사유’를 반(反)상 

징주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징주의적인 ‘신화만들 

기’를 ‘동화적 사유’로 해체하고 발가벗기는 작엽， 다시 말해 일종의 ‘상정 

주의의 허상가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물론 그 자체가 또한 하나의 

허상， 예컨대 일종의 동화적인 허상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은 이 맥락에서는 

논외의 것이다). 

川 r은빛 비둘기』에 나타나는 신화시학 

川-1. 화자 마스크의 교체와 두차원성의 문제 

밸리가 보여주는 소설 장르에 대한 혁신 특히 화자를 둘러싼 일련의 과 

격한 실험은， 단순히 작품세계와 실제의 작가를 매개해 주는 매체로서의 화 

자라는 상식적인 개념을 넘어선다. ‘M03rOBaJl Hrpa’ 와 같은 서술 장치들이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에서 ‘핍진 

24) 여기에는 우선 상징주의의 신화시학적 모텔과 그로테스크-차니발적 모델의 연관， 특 

히 그로테스크-카니발적 모텔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상정주의 산문들에 대한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밸리의 산문툴은 --시 장르에서와는 달리-- 어떠한 의미에서 

도 순수한 신화시학적 모델의 실현은 아니며， 오히려 그로태스크-카니발적 모텔에 입 

각한， 신화시학적 모텔에 대한 때러디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작업에서 이 

는 f은빛 비둘기」에서 상징주의의 신화시학적 모델， 혹은 신화적인 사유방식을 검증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련작업이 펼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화시학적 모 

델의 주 장르가 소설이 아니라 시였다는 점， 소섣 장르는 --바흐챈식으로 말해보자면 

그 자체가 반(反) 신화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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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 이릅할 수 있는 것， 즉 소설이l서 모형화되어지는 세계뜰 실제세계와 

유비(類比)하여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펠리의 작품에서 나타나 

는 화자의 변화무쌍한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핍진한 서술의 논리를 의도적 

으로 파괴한다. 

『스까즈의 시학』의 저자들애 띠르1건 벨리의 『은벚 비둘기』에서 화자는 

계충에 따라 세목소리로 구별될 수 있다.25) 우선 시골 풍의 거칠고 구어적인 

어휘를 사용히는 화자 즉 캘레 ull 예보(UeJJe6eeBO) 출신의 화지가 존재한다. 

『스까즈의 시핵』의 지자들은 특히， 이러한 화자와 고골적인 화자(예컨대 『지 

깐까 근교의 야화』의 뺀lì.L 외- 같은 회자)와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도회적인 화자의 꼭소펴이다. 이 화자는 라호프(JII{XOB) 의 거주자의 

목소리로서 나타난다. 마지막 화자는 귀족출선의 화자이다. 득히 이 화자를 

특징지어 주는 것은 정치적인 보수성파 옛 질서에 대한 향수인데If스까즈의 

시학』의 저자늪은 특히 구팔레보(ryrOJJeBO)집안의 하인인 에브세이치에 대 

한， 화자의 향수어 린 잔사를 주꽉힌다. 

화자의 마스크에 대한 분류에서 금방 드라나둥이 『스까즈의 시학』의 저 

자들은 무엇보다도 작품에서 제시되어진 공간， 즉 첼러l베애보， 라호프.T골 

레보라는 설제 공간에 각각의 화자뜰을 상응시키고 있으며， 섣제로 작품-속 

에서 이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우리 마을’， ‘우리 u}을 사람들’과 갇은 표현 

음 사용함으로써 이라한 구별음 뒷받침해주:iL 있다. 

역시 『은벚 비뜰기』에서 니타나는 화자 마스크의 변회칠 분식하고 있는 

드로즈다(llp03 1Ia)는 이외- 갇은 섣제 공간 사회적 제층애서의 변화와 함께 

『은빛 비둡기』에서 회자는 판인힌 명띤이 이니라 상이한 펑띤에 각각 위치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섣을 지적힌다. 즉 그녀는 홀뚜젠 (Xolthusen)의 

논리를 따라 우 선 ú'은빛 tl] 판기』의 회자가 섣제 공간에 결힘뇌어져 있는 제 

힌-적인 회-지와 실제 공간에서 지-유료운 그파하이 이시아의 보떤적인 문화 

의 위기둡 시-유하고 고민하는 ‘무제한작인’ 회자(의 마스크)의 jJl치가 나타 

난다고 지적한다. 드로즈다애 따르띤 이기에 덧붙여 또힌 귀족적 화자와 민 

중출신의 화자(의 마스크)의 교치7~ 다픈 한편R로 또 나1斗난다. 그괴하여 

한편으로는 제한직인 화자와 무지l 한직인 회자의 대웹플， 다픈 한편으로는 

귀족적 회-자외- 민증출신의 화지의 대i{1-건- 쌍 O 보 하는 이원직 대립들의 복 

잡한 조합플 풍헤 『븐벚 u]란기 .ij oll샤는 멘회 JI[쌍한 화-^I( 의 l ’l 스크)의 .lI!.체 

2.S) F Mym.eH I<O, H. CJ<06eJleB, J1. KpOli 'lHJ<, 1I03THI(l/ CKIJ31J (HopoHe*, 197에 c 쩌-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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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26) 

동일한 화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체적 차이， 더 나아가 어 

휘와 문체를 특정 지우는 세계자체에 대한 이질적인 감각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은빚 비둘기』의 화자가 여러 마스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 

들어준다. 그러나 흘투첸의 지적， 즉 실제 공간에 결합되어져 있는 화자와， 

실제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제한적인’ 화자라는 대립은， 그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은빛 비둘기』의 구조를 상정주의의 

일반적인 세계모델， 즉 ‘이’ 세계와 ‘저’ 세계의 대립적 구조 속에 축조되어 

진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공간은 다르게 

축조될 수 있다. 우선 이 세계의 현실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여기서 화자는 

때로 첼레베에보의 주민으로， 때로 리호프의 주민으로， 때로 옛 것에의 향수 

를 간직하고 있는 귀족 출신의 사람으로，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공 

간과 결부되어 있는 화자의 마스크를 바꾸어가며 둥장한다. 

이와 함께 ‘저’ 세계의 공간이 존재한다. 여기서 서술은 이 세계의 실제 

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탈하면서 행하여진다. 그것은 현실의 다소 핍진 

한 논리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실제적인 공간에 결부되어 있는 화자들이 현 

실로서 형상화되고 있는 그 현실을 다소나마 핍진하게 서술하고 있다면， 비 

현실적인 공간속에서 화자는 그나마의 핍진한 논리를 넘어서 버린다. 이 공 

간을 저 세계의 ‘관념적’인 공간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인데， 빨리에게서 신 

화는 --신화시학에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대립이 ‘테제-反테제 --> 슴테 
제’의 운동을 보이듯이-- 이 두 공간 즉 실제적인 공칸과 관념적인 공간의 

대립과 상응속에 축조되어진다. 

111-2. 현실 공간과 관념적 공간의 교체와 간섭 
작품의 출발은 실제세계의 논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그마한 벽촌에 대 

한 고골적인 소개가 동장한다. 제 1장 r첼레베에보 마을」 중 ‘첼레베에보 마 

을의 주민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조그마한 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제시된 

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다. 와 보시라， 손님이 되어 보시 

26) M. llp03111l, “HIlPPIlTHBHye NIlCkH pycckoA xyno*eCTBeHHOA nφ3Y" ， Russina Literature 
(No며l-Xolland， 1994), XXXV, C. 397-때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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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갖 삐로그로 그대를 대접할 것이며， 굶게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말들 

에게는 귀리를 듬뿔 뿌려줄 것이며， 마부에게는 한잔의 술을 갖다바칠 것이다， 

부디 건강하시고， 살찌시라. 원치않는다면， 신이 그대를 심판하라라. 쩔레베예 
보 사람들은 그대가 없어도 자신의 세월을 살아 나갈 수 있다.(388)27) 

고골의 『지깐까 근교의 야화』 중 루드이 뻔꼬의 서문에서의 문체， 서문에 

서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해주는 이 구철에서 우리는 밸리의 『은빛 바둘 

기』에서의 슈제뜨구조가 고골의 r지깐까 근교의 야화』의 슈제뜨구조， 즉 현 

실적 공간에서 민담적 공간으로의 월경(越境)을 그 기본적인 운동으로 하는 

슈제뜨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If'은벚 비 

둘기』에서는 『지깐까 근교의 야화」에서 나타나는， 다소 뚜렷이 구별활 수 있 

는 두 차원의 세계질서와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제 1장의 「되돌렬 

수 없는 시간(HeB03BpaTHoe Bpe~)J의 컬말 부분을 보기로 하자i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 부분은 첼레베에보 마을의 해질 무렵의 노을진 풍경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로 시작된다‘ 

융단처럼 펼쳐진 대기가 붉은 천모양으로 길을 군데군데 잘라내면서， 정점 

착아지면서 정정 볼품없어져가는 농가툴이 용기종기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고 있었고， 무엇때문인지(U'Ielt-TO) 그곳에서는 노래가 우렁차게 퍼지고 있 

었으며， 무엇떼문인지 (3a'lelll-TO) 진화 아코디언이 먼지 소용돌이 속에서 대 

기를 잘기잘기 찢어놓고 있었고， 왜인찌 (uo'leMY-To) 어디서인지 (onY.Ila-TO) 

갑작스레 나타난 트라이앵글이 아코디언에 그림자를 드리울때， (406, 강조는 인 
용자) 

노을과 음악소리가 있는 저녁 풍경 속으로 ‘무엇 때문인지’라는 의문이， 

혹은 ‘어디서인지’라는 의문이 ‘-TO’라는 소사를 달고 계속해서 삽입된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의문， ‘현실’의 현실스러움에 대한 의문이 아닐까? 그 

리고 쉽표가 등장하고 관념의 공간의 한 부분 즉 ‘東’의 공간이 이 세계의 

풍경에 잇달아서 동장한다. 

바로 그 순간(ø TO øpelU) 동은 어두운 흐름을 내뽕고 있었고， 바로 그곳으 

V) 여기서 r은빛 비둘기』에 대한 인용은 A.6eJ뼈， CO'l1iHeHHJI B .llB}α TOMIIX (M., 1990), T, 
1의 연수를 가리킨다.(번역은 펼자의 것이며은빛 비줄기.lJ(박혜경， 윤효진 역， 제3문 

학사， 199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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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두운 흐름의 물결속으로-- 길이 뻗어 있었고 그리고 푸른 밤의 푸른 

오몰 속으로 누군가가(JCTo-TO) 그곳으로부터 이 마을로 웅직여오고 있었고， 

온통 까만 형상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마을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같은 면， 강조는 인용자) 

39 

이 운장은 한편으로는 서쪽의 지는 노을의 붉음과 이제 어두워지는 동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Ii'은빛 비둘기』의 관념의 공간， 즉 동과 서의 

공간의 당대적 상황에 대한 또한 비유적인 표현(즉 ‘해가 지는 유럽적 西와， 

어둠을 내뿜는 C깨XIDI의 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세계의 공간 속으로 

갑자기 저 세계의 공간이 틈입하고， ‘바로 그 순간(8 TO BpeWl)’ 이 세계의 

공간과 저 세계의 공간이 겹쳐지게 된다. 경계는 애초부터 확고하게 설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려져있어 두 세계의 겹침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항 

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밸리에게서 슈제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Ii'은벚 비둘기』속에 

모델화되어 있는 공간의 지형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다음의 한 구절은 

『은빛 비둘기』의 지형도를 그리기 위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초원 위로 빠벨 빠블로비치의 그림자가 폼을 쭉 뻗고 있었고， 구골례보의 첨 

탑 끄트머리는 수풀 너머에서 반짝거렸다.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낡은 집한 

채가 뾰뜨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저곳은 서쪽이겠지. 

-내게서 물러날 지어다， 사탄아. 나는 동으로 간다.(않7-않8) 

동과 서， 야만과 문명， 자연의 힘과 이성의 대립이라는 테마는 『은빛 비 

둘기』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물들의 대립으로 구성된다. 

동 서 

야만적 러시아 유럽화된 

관념적 맹면 야만 고 nr T1남3 

현실적 형변 리호프/쩔레베에보 구골레보 

꾸제야로프 토드라베 그라아벤 

마π료나 까짜 28) 

밤을 내뿜는 어둠 지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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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슈제뜨는 현실적 명변에서는， 공간적으로는 구골레보에서 첼레베 

에보로의， 리호프로의 다리얄스끼의 이동으로 나타나며， 시간적으로는 명상 

과 황금빛 햇살의 시간에서 성애의 시간인 밤으로의 이동이고. ‘구원의 여 

인’으로는 까짜에서 마뜨료나로의 이동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동， 그와 

같은 경계의 돌파는 관념적 평면에서의 서에서 동으로의 이동의 현실적 구 

체화이다. 현실에서의 주인공의 이동에 관념적 세계에서의 이동이 덧씌워지 

게 되고， 바로 이 관념적 세계에서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주인공의 행위가 

해석되어지게 된다. 

111-3 관념적 공간에 대한 ‘그로테스크적-카니발적 요소’ 의 침투， 그리고 

‘반복’을 통한 신화화. 

앞서 지적한 것처렴， 벨리의 소설들은 강력한 ‘그로테스크적-카니발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신화시학적 요소’에 대한 패러디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그로테스크적-카니발적 단계’의 정점에 위치한 『빼쩨르 

부르그』에 비해 ‘신화시학적 단계’와 ‘그로테스크적-카니발적 단계’의 과 

도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명가할 수 있을 r은빛 비둘기』에서도 ‘신화시학적 

요소’에 대한 패러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현실공간과 결부된 화자들이 

‘고골적 화자’， 즉 거칠고 무지한 스까즈적 화자를 닮아있다는 것과 직접적 

으로 연관된다. 예컨대 고골의 화자， 앞서 거명된 루드이 뺀꼬가 서문에서 

자신과 동일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독자 

들과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스까즈적 소통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Ii'은빛 

비둘기』의 현실공간과 결부되어 있는 화자들도 그와 유사한 스까즈적 소통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스까즈적 소통상황이 의도효}는 것은 다리얄스끼로 연상되 

28) 물론 이러한 도식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로테스크-카니발’ 적 요소를 정제한 묻 

에 얻을 수 있는 ‘신화시학적’의 도식이다. 밸리의 소셜은 강한 ‘그로테스크-카니발’ 

적 상정주의 모델의 요소를 보여주며 여기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불완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두 구원의 여인(얘초에 여신 자체가 패러디되어 등장한다. 다리얄스 
끼의 시집에 그려져있는 여신의 그림에 대한 조롱조의 화자서술을 보라)， 까확와 마 

뜨료나에서， 그리고 다리얄스끼의 불완전한 ‘정신적 아버지들’ 인 꾸제야로프와 토드 

라베 그라아벤 남작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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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젊은 상정주의자들에 대한 조롱에 찬 폭로이다. 예컨대 ‘아름다운 여인’ 

으로 대표되는 신화시학적 모티프에 대한 추구를 첼레베에보의 화자는 다음 

과 같이 폭로한다. 

다리얄스끼는 어려서부터 괴짜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학교는 마쳤다고들 하 

지만， 그러나 그 학교는 매년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대신， 

아이구 맙소사! 이상스러운 언어로 쓰여진 이해할 수 없는 외섣스러운 시를 해 

석하곤 하였다. 다리얄스끼 또한 그와 같은 시의 애호가로서， 그 자신이 그 분 

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즉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썼던 것인데， 예컨대 하얀 발 

뭄치며. 입슬의 롤약이며， 심지어는 … 코의 성유예 대한 것까지.(381 ， 강조 

는 원저자) 

이 시집에 묘사되어 있는 ‘구골레보의 처녀’에 대한 비난， 즉 시언인 다 

리얄스끼가 ‘벌거벗은 여인네’에 대해서만 썼다는 비난에 대한 친구의 변 

명， 즉 시인은 ‘벌거벗은 여인네가 아니라 여신’을 묘사한 것이라는 변명에 

대해 화자 자신이 발끈하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다. 대체 여신과 여인네의 차이란게 무엇인 

가? 여신이든 여인네든 마찬가지다. 태고적에는 여신들 자신이 여인네가 아니 

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들은 여인네들， 그것도 성질이 고약한 여인네들 

이었다.(382) 

신화시학적인 진지한 요소들에 대한 패러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 

이든 서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모두 패러디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성의 대표하는 서의 인물인 토드라베 그라아벤이나 서의 구원의 여인 까짜 

역시 __ Ii'빼쩨르부르그』의 소피야만큼은 아닐지라도-- 패러디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꾸제야로프와 마뜨료나의 성서 패러디는 더욱 분명하다. 목수 

꾸제야로프는 목수 요셉을 마뜨료나는 마리야를 각각 패러디하고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예수 잉태’ 프로그랩에 유인당한 다리얄스끼와 그의 

본질에 대한 열정 역시 잉태의 성서적 주체인 성령과 그의 인류 구원의 열 

정에 대한 패러디로 볼수 있다. 비둘기에 가슴을 쪼이는 그의 형상 또한 인 

간을 위해 매에 가슴을 튿기우는 프로메태우스의 패러디에 불과하다. 

이러한 패러디의 힘은 특히 현실적 공간과 결부된 화자의 폭로를 통해 

분출된다. 상징주의의 신화적인 ‘아름다운 여인’은 한갖된 여인네로 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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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다리얄스끼의 펼사적인 노력은 한낮 철부지 귀족 

의 어리석은 ‘스캔들’ 에 불과하다.29) 

그렇다면 벨리의 r은빛 비둘기』는 신화시학적 요소에 대한 패러디인 그 

로테스크-카니발적 모델의 실현으로 보아야 할까? 오히려 두 모텔의 긴장스 

러운 접점지역에 r은빛 비둘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명가하는 것이 더욱 타 

당해 보인다.30) 즉 그는 신화시학적 요소를 한편으로 패러디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지성을 극한으로까지 밀고 나간다. 극한으로 밀고 나 

가기， 그것은 신화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개별자의 행위들을 보면구조의 반 

복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리얄스끼의 모험과 파멸의 슈제뜨 그것은 장구하게 흘러가는 순간 순 

간들의 영원성 속에 비추어져 제시되고， 그 순간 순간들은 끊임없는 반복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신화의 구조들이 개체가 전체를 

하나하나 반영하고 있듯이 다리얄스끼라는 개체의 행위는 전체의 운명의 영 

원성 속에 비추어져 제시된다. 그리고 죽음의 프로그램이 임박한 바로 그 순 

간 다리얄스끼 자신도 그와 같은 영원성 속에서의 반복을 예감한다. ‘이 일 

이 어떻게 끝날까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제7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리 

얄스끼의 예감이 둥장한다. 

어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었지? 이건 모두 이미 있었던 일인걸하지만 

언제， 어디서?- 뾰뜨르는 생각했다. 기병 소위 라브롭스끼라. 이 이름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29) 이 ‘스캔들’에 대해 구골래보의 하인 예브세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그， 나으 

리， 나으리， 당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아섭니까. 인간쓰레기에 창녀입니 
다."(609) 

30) 여기서 상징주의의 그로테스크-카니발적 모델 자체가 “신화와 소극， 사제와 팡대， 진 

지함과 패러디， 의미축적과 의미해체가 양립하고 공폰하는"(김회숙(1992)， 47변) 체계 

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로테스크-카니발적 모델의 절정 

에 위치하고 있는 r빼빼르부르그』에서 신화시학적 요소는 패러디되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꽤러디와 양립하고 공존한다. 예컨대 r빼제르부르그』에서의 상호택스트적인 요 

소는 ”이전의 모든 택스트와 문화를 기억하는 새로운 합으로， 즉 궁극적으로 신호속 
에 주어져 있는 原形택스트(pratekst)를 반복하는 신화로의 영원한 회귀"(같은 글， 46 

면)일 뿐만 아니라， “택스트체험의 ... 분산화， 부정， 무효화"(같은 글， 47면)를 의미하 

기도 할 것인데， 신화시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연 그 역도 타당하다. 즉 그로테스 

크-카니발적 모텔에서 신화시학적 요소는 패러디되면서， 동시에 한축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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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파 순환， 반복에 대한 예감이 그에게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는 자신과 마뜨료나가 정사를 벌였던 그 참나무에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본 바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영원과 순환 반복에 대한 것이었다. 

이 참나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자신의 나뭇잎으로 과거의 무 

엇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요안 바실리예비치 뇌제의 

저 명예스러운 친위병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리라. 아마도 그가 모스끄바로부 
터 서둘러 가다가 이곳 벽지에 들러서 이 참나무 밑에 앉았었을 수도 있으리 

라. … 그리고 이 친위병은 헤엄쳐 지나가는 빌로드 같은 구름을 오래， 오래 바 
라보다가 말위로 뛰어올랐을 것이고， 수백년 동안 바로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후에 도망가던 파계 신부가 

돌로된 고문실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치기 위해 이 구멍 속으로 폼을 숨겼을 수 

도 있으리라.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나간다. 그때 자유로운 종족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있는 이 뿌리를 찾아와서 파계 신부의 신음소리와 말을 타고 무한의 
시간으로 날아가버린 친위병의 비애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종족은 과거 

에 대해 한숨을 내쉴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있을 법한 일이다.(504) 

이처럼 ‘있을 법한’ 일들의 반복적인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리얄 

스끼의 모든 것이 위치하고， 다리얄스끼의 모든 것은 그 무한한 시간의 흐름 

에 위치하는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리얄 

스끼의 모험과 패배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동-서의 테마， 문명과 야만， 지식인과 민중의 테마라는 관점에서 빨리는 

어떠한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답은 계속해서 보류된다. 소 

설이 이 테마와 관련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체흡이 말하였듯이 그것을 문제 

화하는 것， 즉 동-서라는 테마를 하나의 문제설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벨리는 철저하게 체홉적이다. 벨리는 동-서의 테마에서， 해가 

지는 서를 버리고 어둠을 흘리는 동의 광기를 택하는 주인공을 통해 그의 

선택을 극한으로까지 밀고 나가면서 동시에 그의 운명을 인류의 전(全)역 

사， 아니 우주의 전(全)역사 속의 하나의 고리로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반 

복과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다리얄스끼의 운명은 하나의 반복되는 개체로서 

신화화된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인식 다리얄스끼 자신의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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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반복되는 개체로서 볼 수 있는 시각은 영원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는 사실이다. 다리얄스끼는 죽음(바로 시간이 영원을 획득하는 지점)을 통해 

영원을 보는 법을 배운다. 

에테르 속에서 뾰뜨르는 수백만 년을 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에는 갑추어진 모든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그는 

행복하게 돌아와 행복하게 눈을 반쯤 뜨고， 그리고 행복하게 볼 수 있었다… 

(641) 

다리얄스끼의 가슴을 플는 비둘기의 형상이 비로소 프로메테우스의 가슴 

을 튿는 매의 형상으로 바뀌는 지점， 더 이상 패러디가 아니라 하나의 신화 

가 만들어지는 지점은 바로 영원성을 획득한 지점， 그리고 그 영원성 속에 

순환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험과 투쟁을 회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제 우리는 벨리에게서 나타나는 신화만들기의 그 메카니즘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관념적 공간을 현실적 공간으로 투사하여 겹침으로써 만 

들어진다. 현실적 공간을 관념적 공간으로 역투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패러 

디， 조롱의 뒤앙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한 작가는 영원성의 시각 속에서 

다리얄스끼의 모험과 투쟁， 그리고 비극적인 패배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것을 신화화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신화화와 빨낙에게서 나타 

나는 ‘고대적인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이다. 

IV _ 동화의 프리즘으로 바라본 혁명 

IV-1. Ir벌거벗은 해』에서 나타나는 ‘고대적인 것’과 역사로서의 기억의 

문제 

흥미로운 것은 빨낙에게서 ‘고대적인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그것은 동화(r이반 짜레비치와 개구리 공주J)나， 

연대기 택스트，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삶의 형태 (r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혼 

례와 r관례집 J)로 등장한다. 신화시학적 상징주의 모텔에서 신화와 같은 고 

대적인 모티프가 직접적인 질료로 취하여 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그들 

은 신화를 하나의 원(原)신화로 보면서 사유의 모텔로 취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빨낙은 보다 직접적으로 ‘고대적인 것’을 자신들의 문학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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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또한 빨낙이 ‘고대적인 것’(이 경우에는 동화)을 직접적으로 사유 

의 모텔로 설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활 것이다. 그것들은 차라 

리 하나의 현실 자체로서 동장한다. 다시 말해서 상정주의의 신화시학적 모 

텔에서 신화가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생산해내는 자기 동일적 사유의 의미 

를 가지고 있었다면 빨낙에게서 ‘고대적인 것’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이러 

한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충들은 몽따쥬 효과를 통해서 자립성을 획득한다. 

빨낙의 장식체 산문에서 출발해 보기로 하자. 얀센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 

럼 장식체 산문을 “문체에 대한 정향을 가진 산문， 혹은 문체를 지각되어지 

게 만들어주는 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20세기의 다소라도 

난해한 독해를 요구하는 모든 산문에 장식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컨대 슈제뜨 없는 빨낙의 장식체 산문과 슈제뜨가 존 

재하는 바벨의 장식체 산문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31l 형식 

적， 기법적 차원에서의 장식체에 대한 정의， 장식체 산문을 일종의 문체주의 

로， 즉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장식적’ 수사가 화려한 문체적 기법으로 해석 

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너무 소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오히려 수사적 화 

려함， 시적 기법의 사용 동의 특정을 장식체 산문의 하나의 특질로 파악하는 

동시에 빨낙에게서 장식체 산문이 “당대의 요구， 즉 예술에서 진정성 

(authenticy)을 재현할 것이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얀센의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32) 

31) A P. Jensen, p. 82. 
32) P. A Jensen, p. 82. 한편 꼬제브니꼬바(Ko:ceBHHkOBIl) 또한 장식체 산문을 시적 언 

어에 대한 지향인 동시에， 묘사 대상에 대한 묘사의 적절함에 대한 지향이었다고 간 

주함으로써 장식체 산문의 문제가 수사적 효과 이상의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20년 

대의 소비에트 산문에서 서술적 발화는 한편으로는 이상비대(異常맴大)의 문학성으 

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비대(異’홈æ大)의 특수성으로 특정 지워진다. 이 시기에 문 
학은 특수한 시적 언어 --여기서 말은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실제 

적인’ 말에 대해 대립척이게 된다-- 에 대한 탐잭의 결과로 생겨난 장식성의 모습 

을 띠게 된다 주로 서정적， 장식적인 산문은 묘사대상예 대한 묘사의 쩍합성을 
지향하였을 뿐 아니라， 셰계의 청서쩍 켠유의 척철환 천달을 지향하였다. 장식적 

산문에서 언어는 ‘중립적 수단 혹은 기호 체계’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각요소’ 라는 사실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H. KO:ICeB뻐kOBll ， “o THnllX noBecToBll1뻐R 

B COBeTc I<oll npo3e" , Bonpocμ ~3UKß COBpeNeHHoß pyccKOß AHTepaηrplJ (M., 197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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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은 ‘원형적 장식체’에 대한 에이젠쉬쩨인의 말을 빌려33) 시각 예숨 

에서 장식체는 진짜 사물(authentic object)로써 형상을 대체하는 것에서 시 

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빨낙의 장식체는 바로 이러한 진짜 사물， 현실 

그 자체를 언어 텍스트에서 실현시켜내려는 시도였다고 말한다 r벌거벗은 

해」에서 이러한 시도는 현실 그 자체들을， 각 시대의 시간충들의 단편을， 변 

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텍스트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단면들의 자립적인 병치라는 몽따쥬는 다시 그 자립적인 병치 그대로 역사 

를 구성한다. 

역사의 문제， 기억의 문제는 블록으로부터 가져온 두번째 제사(題詞)에서 

부터 분명 하게 드러 나고 있다(POll<lleHH퍼e B rOlla r꺼XHe / nyTH He nOMHJlT 

CBoero. / 뻐， lleTH CTpamHNX neT POCC째， / 3a6blTb He B CHnaX HH 'IerO). 여 기 

서 기억의 주체가 복수(‘뻐’)임에 유의하자. 복수의 기억은 단수로서의 주채 

의 회상과 구별되는 집단성을 갖는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현재의 시간속 

에서 의미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속에 내재되어 있는 살아있는 삶들에 다시 형식을 부여하 

는 행위이다(예컨대 동화가 집단의 기억이듯이， 혹은 r관례집」이 다시 삶의 

형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억이듯이). 

빨낙에게서 역사란 바로 그와 같은 집단적인 형식의 기억이다. 원래 택스 

트들이 속했을 시간충을 서술하는 도큐먼트적인 자료들(예컨대 연대기， 판 

례문， 법조문， 판결문， 관례집 동동)이 인용， 혹은 단락구별된 형식으로 이 작 

품에 들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기억이라 할 수 있을 신화적 사유에 

서 기억이란， 태초에 대한 기억이차，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속에서 반복되고 l 

또 반복되어질 과거에 대한 서술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면 빨낙에게서 기억으 

로서의 역사는 태초에 그것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자립적인 시간충들의 병 

치의 형식으로 서술된다. 이 시간층들의 병치는 시간적인 연속성으로서， 선 

후로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독자적인 시간층들 그 자체가 뒤죽박죽 

97-98.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장식체란， 언어 그 자체의 소생， 폼짓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라는 형식주의적인 언어관을 넘어， 사물 자체， 현실 자체에 대한 묘사의 
‘진쩡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3) “장식체의 최초의 단계에서 형상성(1I306pllTeπbHOCTb)은 전적으로 부재하였다. 형상의 

자리에는 다만 물 그 자체가 있었다. 실에 곰의 발톱이나 바다물고기의 이빨， 딸기열 

매， 혹은 호두 껍질로 가득한 구멍풀린 조가비가 걸려 있었다." P. A ]ensen, p. 83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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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트로 들어온다 r벌거벗은 해』의 제 1관문인 서를(BcTynJIeHHe)의 첫 번째 

지절 오르드이닌 시(市)에서 병치되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장르들 중 몇가 

지를 보자，34) 

중세의 러시아 -- 성운에 쓰여있는 글귀 : “구하소서， 주여/이 도시와 당신 
의 백성들을./그리고 축복하소서/이 문을 통한 입성(入城)을."(31) 

기독교화 이전의 러시아 -- 연대기 그들은 짐숭처럼 숲속에 살았으며， 온 

갖 불결한 것들을 먹었고， 아버지와 며느리 앞에서도 서로서로 상소리를 지껄 

였다. 그들에게는 결혼이란 없었으며， 대신 부락툴 간에 놀이들이 있어서 사람 

들은 놀이와 춤놀이， 용갖 종류의 악마적인 놀이로 모여들었고， 여기서 미리 약 

속해둔 신부돌을 약탈하였고， 둘， 혹은 셋의 아내를 가졌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에 대한 추모회를 열고， 그런다읍 커다란 장작불을 준비하여， 그 위에 사자 

(死者)를 놓고， 그를 태운다음， 뼈돌을 모아서 작은 그릇에 그것돌을 집어넣어， 

길위의 말묵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33)35) 

현대 -- 노래 : “그리고 오늘날의 노래는 눈보라 속에j-눈보라， 소나무숲， 

초지， 공포-/-쇼오야야， 쇼-오야야， 쇼오야야야 ... j-그비 이우우， 가아우우， 그비 

이우우우， 그비 이이우우우， 가아아우우J그리고 -/-글라-브붐!/-글라-브부움!/
구-부즈! 구우-부우즈! .. -j-쇼오오야， 그비이우우， 가아우우우 ... j-글라-브부우 
움! ... / 그리고 -"(33) 

이러한 자율적인 시간의 병치를 통해 ‘오르디년 市’는 전 러시아의 축소 

된 지형이 되며，￡) 오르디닌 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뜨친(PaT뻐H)家의 가 

계는， 법정 기록문， 판결공고문， 상점의 간판문， 시 둥의 택스들과 혼합되면 

서 러시아의 역사를 축소하여 보여준다. 그것은 기독교화된 루시(제멘찌 라 

34) 여 기 서 인용문옆의 숫자는 BopHC fùurbH.gK : l{eJlOBe'leCKHJl BeTep (T6H.1IHCH, 1990)에 실 

린 rOJ빼 rOll의 면수를 가리킨다.(번역은 펼자의 것이며 r별거벗은 해.l(석영중역， 중 

앙일보사， 199이를 참조하였다.) 
35) 물론 실베스뜨르 대주교에 의해 ‘다시’ 쓰여진 이 연대기는 __ r 러시아 원초 연대기 J 

의 편집자였던 실베스뜨르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은 별개로 치더라도-- 기독 
교화된 루시의 역사를 기독교화되기 이전의 루시의 관점에서 다시 쓰고 있다는 문제 

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6) 러시아의 오르디닌으로의 축소는， 역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오르디닌의 전러시아로의 

확장이다. 서론의 마지막에 붙여진 ‘불가피한 주석 (He06xO.llIDloe np뻐e'l4뻐e) ’ 에는 민 

속적 시공성에서 특정적인 시간의 통일에 기초하는 공간의 인접적 확장이 서술된다. 
“rOpO따 1Ce (ropo.ay op.聊뻐y) - ‘뻐Jlb， H ceJlIlM H BeCJlN - BeCb roll. •.. ropoll op뼈HH 

H Tae*eBCkHe 34BO，뻐 - pJlllON H 34 TNCJlqy BepCT OTBCmay."(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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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친)， “아빠가 오실 것이고， 모든 일은 해결될 것이다(nanama np때eT - BCe 

JleJJa pa3 6epeT)"라는 속담 위에 세워져있는 가부장제의 러시아(이반 라뜨 

친)， 그리고 “낡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파괴하기를 원한” 공산주의 

자 도나뜨 라뜨친으로 이어지는 --그러나 결코 그 흐름을 단선적인 것이라 

고 말할 수 없는-- 러시아의 역사이다. 서론에서 연대기적인 역사기록의 수 

집가로서， 그에 대한 주석가로서의 작가에 의한 역사서술은， 바로 혁명의 아 

들 도나뜨 라뜨친에 의한 과거의 파괴(이 과거는 성문에 쓰여있는 글귀와 

‘오르디년 시 고아법정 결의문’으로 대표되는 중세 기독교적 러시아의 시간 

충이다. 성문에 쓰여있는 글귀는 사라지게 되고 도나뜨 라뜨친은 이 결의문 

이 있는 문서국을 파괴한다.)로， 그리고 혁명의 공간적 확산(“저곳， 천 베르 

스따 떨어진， 모스끄바에서 혁명의 거대한 뱃돌이 일린까를 부수었고， 끼따 

이가 일린까에서 기어나와， 기기시작하였다…"(35면))으로 끝이 난다. 이 공 

간적 확산에 대한 묘사에서 빌리나의 주인공 ‘일리야 무로메츠’로 표상되는 

고대의 모티프가 동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자.37) 빨닥에게서 혁명은 러시아의 

시간을 기독화되기 이전의 루시， 원시의 루시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서 형상 

화되고 있는 것이다. 

IV-2. 주인공들의 형상과 알레고리， 그리고 화자의 문제 

빨약의 주인공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생한 인간의 표정도， 

내면의 심리도 없다. 빨약의 주인공들에게는 ‘서사적 행동’ 이 전적으로 결 

여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다만 어떤 하나의 테마적인 포즈가 주어질 뿐이다. 

“전신으로， 가슴으로， 배로， 무릎으로 죽은 난로의 한기를 끌어안는” 보리스 

오르디닌의 포즈， “도끼를 쥐듯 팬을 쥐고서 펼기”하면서 엉터리 외국어 발 

음을 구사하는， “가죽 재킷을 입고 뿌가초프의 수염을 기른” 아르히뽀프， 가 

죽 채킷의 볼셰비키， “마르크스의 그것과 비슷한” 턱수염의 무정부주의자 

세몬 이바노비치， “멋을 부려 꼬부려 쓴” 올렌까 꾼츠， “꿈속에서 조차 이상 

한 물옴표 같은 형태로 누워 있는” 질로또프의 포즈 둥， “근본적으로 대수적 

인 기호"38)언 그들의 포즈는 -상징이 아니라- 알레고리의 관점에셔 이해되 

37) 한편 영웅서사시로 번역되기도 하는 빌려나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서사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화와 친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서는 MeJIeTHHCJ<HA, C. 27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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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 

바로크 이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명가절하되어온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알레고리가 아방가르드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는 사실에 주 

목하자.39) 특히 바로크의 알레고리에 대한 벤야민의 알레고리관은 아방가르 

드의 예술적 실천과 긴멸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벤야민에 따르면;(1) 알레고리는 단면이다. “알레고리적인 직관의 영역에 

서 형상은 단면(fragment)이고 룬[rune-고대북유럽의 상형문자]이다. 상징으 

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 증발해버린다. 총체성의 거짓된 가상(f떠se 

appearance)은 사라져 버 린다 "40) 상정주의자들에게서 상정 이 언제나 ·상징 

적 전체’를 지향한다면 알레고리는 대상을 질료로 취함에 있어서 대상의 단 

면을 취한다.(2) 알레고리는 이념의 부재를 나타내는 부재의 기호다. 상징이 

언제나 자신이 아닌 그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면 알레고리는 ‘그 무엇’의 이 

념적 내용이 부재함을 지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전변화하는 기호이다. “자연

역사(nature-history )의 알레고리적 관상[학]은 폐허라는 형식의 현실속에 

폰재한다. 폐허속에서 역사는 형상적으로 배경으로 녹아들어간다. 그럼으로 

써 알레고리는 스스로를 미를 초월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사유의 영역속에 

서 알레고리란， 존재의 영역에서 폐허인 그 무엇이다. (Allegories are, in the 

realm of thoughts, what ruins are in the realm of things)" 41) 장정주의자 

38) r때WllH ， C. 18. 
39) 특히 괴테， 셀링과 같은 독일 고전주의자들이 알혜고리에 대해 내리고 있는 --특히 
상징에 대비하여--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는， T. Todorov, r장정의 이론JI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5), 265-291면을 참조할 수 있다. 루카치는 벤야민의 알례고리론을 모 
더니즘에 적용하면서， 모더니즘에서 부활하고 있는 알레고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흘 

보여주고 있다. G. Lukacs, Re，띠ism in our times (tans. by ]. and N. Mander, New 
York, 1971) pp. 40-46 참조. 

40) W. Be띠amin， The or따n of Gerrmn Tragic Drarm (trans. by ]. Osbome, 1ιondon， 

1977), p. 175. 한편 뷔르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알혜고리 작가는 삶 
의 연관관계의 총체성으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 낸다. 그는 그 요소를 고립시키고 
그것의 기능을 탈취해 버린다. 그리하여 얄리l고리는 그 본질상 파편인 셈이며 그에 

따라 유기적 상정과 대립된다/’(뷔르거 r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최성만 역， 1986), 
118-119면) 

41) Benjamin, ibid., pp. 1π-178. 한편 이에 대한 Miller의 해석도 참조할 수 있다알래 
고리에서 감각적으로 명액해지는 것은 이염이 아니라 이념의 부재(absence of the 
idea)이다. 얄례고리는 어떠한 ‘정신’으로도 조명되지 못한 혜허와 단편틀을 가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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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게 서 상징 이 realia와 realiora의 이 분법 에 , realia에 서 realiora로의 상향 

운동의 방향성속에 존재한다면， 빨낙에게서 알레고리는 그러한 이분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realiora의 부재 속에서 realia 

그 자체에 대한 조건적인 기호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벨리에게서 주인공들의 행위， 슈제뜨의 질서는 언제나 두 차원， 즉 현실 

의 평면과 관념의 평면의 통일속에서 제시된다Ii"은빛 비둘기』에서 주인공 

다리얄스끼의 구골레보에서 첼레베에보， 리호프로의 이동， 까짜에서 마뜨료 

나로의 이동은 동시에 문명의 서에서 야만의 동으로의 이동이며， 이 두평면 

의 결합속에서 다리얄스끼의 행위가 해석되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벨리의 

슈제뜨적 다충위성(이 경우는 현실적 명면과 관념적 명변의 다층위성)은 문 

체적 전제， 즉 말에 대한 상정주의적 관계들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온 것이 

다.쟁) 밸리의 문체적 원리는 단어의 다층위성 그 상이한 의미의 사용이다. 

반면 알레고리로서의 빨낙의 주인공들에게는 이러한 다충위적 의미가 전적 

으로 부채하다. 그들의 삶 자체， 어떤 하나의 포즈가 단편적으로 전면으로 

둥장하고， 그 단편적인 포즈가 빨리의 주인공들의 배변에 존재하였던 관념 

적 평면을 대체하여 버린다.43) 

삶 자체로서， 포즈로서 둥장하는 주인공들에 대해 브라우닝은 “독자적인 

세계속에서 공폰하는 목소리들"44)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선 『벌거벗은 해』 

에 동장하는 주인공들을， “지방의 꺼족(오르디닌家)， 주교， 신비주의자， 마술 

사(실베스뜨르， 질로또프， 예고르)， 무정부주의자， 볼셰비키 "45)로 구분하고 

이들은 각기 고유한 삶을 알아가면서 서로 교차하지 않는 목소리들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교차하지 않는 목소리들의 상호공존이라는 점에서 브 

라우닝은 『벌거벗은 해」를 ‘다성적 소설(polyphonic noveO ’ 이라고 정의하면 

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그것은 미를 초월한다" U. H. Miller, "The two Allegories", 

A Llegory, Myth, and Symbol (ed. by M. W. Bloornfield, 1ιondon， 1981), p. 364.) 
42) r，때“4H， c. 15. 
43) 그렇기 때문에 빨낙의 주인공들이 취하는 포즈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쉽게 단정짓는 

것은 오독으로 귀결되기 쉽다. 예컨대 볼세비키의 ‘가죽 자켓’에서 작가의 아이러니 

나 풍자적인 태도를 보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오독이거나，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부차적인 것이다. 빨낙에게서 눈보라가 혁명의 표장(emblem)이었던 것처럼， ‘가죽 자 

켓’은 무엇보다도 우선， 볼셰비키의 표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4) G. Brow띠ng， Boπs Pilniak: Scytlúan at a typewiter (Miclúgan, 1985), p. 120. 
45) ibid.,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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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뼈) 바흐씬적인 의미에서 다성적 소설과의 차이는 단지 이 목소리들이 교 

차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독자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목소리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삶 자체에 

대한 재현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벌거벗은 해』를 어떠한 의미에서든 -

브라우닝이 이해하듯- 목소리들의 상호교차 없는 ‘다성적 소셜’로 파악하기 

는 어려운데， 그것은 우선 화자와 주인공들 간의 목소리들(입장들)의 교체와 

상호간섭이 이 소설에서 여러군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가가 혁 

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눈보라로 

서 혁명을 형상화하는 것(이는 먼저 서론， 33면에서 화자에 의해 현대의 시 

간충을 묘사해주는 텍스트( .오늘날의 노래 (Tenepem~~ nec~)’)로 제시된다) 

에 대해 주인공 설베스뜨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해준다. 

들어보게， 혁명이 어떻게 울부짓고 있는가를 - 눈보라를 향해 마녀가 노래하 
는 것을! 들어봐 그비이우우， 그비이우-우! 쇼오악 쇼오오야--- 가아우. 숲도 

깨비는 북을 치고 있군글라-브붐! 글라-브부우움!--- 그리고 마녀들은 앞서 
거니 뒤서거니 서명을 해대고 있어. 끄바르뜨-호즈! 끄바르뜨-호즈!--- 숲도째 

비가 화를 내고 있어. 나츠-에바끄! 나츠-에바끄! 흐무!- .. 그리고 바람은， 소나 
무숲은， 눈은쇼오야， 쇼오오야 ... 흐무우우 ... 그리고 바람그비이이우우우 

. 돌리지?(64) 

주인공이 화자 택스트를 반복하면서， 변형하는 경우(이 경우 이범적， 비 

판적 거리를 갖는 변형이라기 보다는 보완파 해석에 가까운 변형)와 함께 

역으로 다시 주인공의 말이 화자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볼세비키」라는 제목을 가진 6장에서 화자는 ‘볼셰비키의 서사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장면은 혁명과 동서의 테마에 대한 작가 자신의 태 

도를 주인공의 말과 결합시키는 좋은 예를 제공해준다. 

먼저 혁명과 동서의 테마에 대한 작가의 기술이 끼따이로 형상화되어 제 

시된다. 

한낮 모스크바， 끼따이-고로뜨에서， 프록코트를 입고 서류가방을 든 중절모 

46) 원래 브라우닝의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r벌거벗은 해』에 대한 장은 “ Polyphony and 
the Accretive Refrain in Boris Pilnayk’s N와.ed Y，않r" ， Russιm μiter따ure 

Triq때terly (Michigan, 1979)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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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술을 부렸다. 그리고 밤이연 그것을 대체한다. 바로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천상의 제국， 중절모 없는， 단추구멍 같은 눈을 가진 끼따이가 바로 그래서， 

- 이제 끼따이가 벌써 스스로들 프록코트에 서류가방을 든 중절모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세번째 끼따이가 대체하러 오지 않을까 (126) 

여기서 혁명은 “프록코트를 입고 서류가방을 든” f「럽적 끼따이와 “단추 

구멍 같은 눈을 가진” 아시아적 끼따이의 결합으로 제시되면서， 다시 세번째 

끼따이가 둥장하는데， 이어지는 세번째 끼따이의 목소리는 바로 아르히뽀프 

의 그것 이 다(“MoreT :merpli'mo φYK뻐pOBaTb"47l). 여 기 서 혁 명 이 일종의 정 반 

합의 과정으로 제시됨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다음 여러번 둥장한 혁명의 눈 

보라의 형상이 이번에는 다시 화자의 목소리로， 가치명가가 담겨 단락구별 

된 형태로 제시된다. 

눈보라.3월 아， 바랍이 눈을 삼킬 때， 얼마나 좋은 눈보라인기 ! 쇼오야야， 
쇼-오야야， 쇼오오오야야1 ••• 그비이우， 그바아우， 가아아우 ... 그비이이우우， 그 
비이이이우우우 ... 구-부-즈! ... 글라-브붐!… 글라-브부움! ... 쇼오야야， 그비이 

우우， 가아우우! 글라-브붐!! 구-부즈!! 아. 얼마나 좋은 눈보라인가! 얼마나 
눈보라다운가! ... 얼마나 흘-룡-한-가! ... 026, 강조는 인용자) 

인용된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자와 주인공들의 발화들간의 무경계 

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우선 화자의 텍스트속에서 변형없 

이 재현되는 주인공들의 말들은 시간충들의 병치라는 몽따쥬에서 각 시대 

의 택스트가 그러하듯이， 또한 알레고리로서의 주인공들의 형상이 그러하듯 

이， 사물 그 자체를 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인공들 

의 말들은 스스로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채로 텍스트속에서 재현된 

다. 

두번째로 화자와 주인공들의 발화들간의 관계는 화자의 형상의 문제， 즉 

47) 아르히뽀프는 엉터리 외국어 발음과 변형된 러시아 발음을 구사한다. “[아르히뽀프 
는]회합에서 외국어로 말하였는데， J(OHCTIIHn’poBIITb, 3HerpHQHO, nHT빼OHorpll뻐11 ， tþyl<

LtHpoBIITb, 6y:tcL\eT,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그라고 러시아어 lIoryT을 IIlJ ryTb이라고 
말했다."(121 ， 강조는 원저자) 이러한 엉터리 외국어 발음과 변형된 러시아 발음에 대 

한 작가의 아이러니한 태도， 풍자적 거리의 문제는 ·가죽 재킷’의 볼세비키와 마찬가 

지로 부차적인 것인데， 이러한 발음은 차라리 삶 자체의 재현으로서의 말 자체의 재 

현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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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해」에 둥장하는 화자의 정체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장식 

체 산문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과 직결되고 있다. 앞서 인용한 꼬제브니꼬바 

에 따르면 장식체 산문의 효과는 “세계에 대한 정서적 전유의 적절한 전달” 

과 “묘사대상에 대한 묘사의 적합성”의 결합속에서 달성된다.얘) 즉 작품의 

화자는 현실의 비뜨(6따)， 삶의 모습들에 대한 그 자체로의 서술을 지향하는 

동시에(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도큐먼트 연대기， 노래 r관례집 j과 같은 단편 

을 직접적으로 택스트로 도입하게 만든다)，49)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상， 현 

실이 자신에게 주었던 충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빨낙에게서 ‘세계의 정서적 전유의 적절한 전달’ 이 때로는 인물 텍스트 

로의 화자의 개업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화자의 감정적， 서정적 발화로 나타 

난다면， ‘묘사대상에 대한 묘사의 적합성’은 무엇보다도 연대기자적인 화자 

의 마스크로서， 그의 기능으로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50) 그리고 이러한 

두 화자는 서로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고， 혼합적이다. 예컨대 서정 

적 화자의 노골적인 서정적 발화가 혁명에 상처를 업은， 혹은 혁명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면， 흥미롭게도 연대 

기자적인 화자의 서술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틀의 비뜨에 대한 사실적인 기 

록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에서 빨낙의 서정적이고 시적인 화자와 연대기 

48) KO:a:eBHHkOB I1, T뻐 :a:e. 이와 유사하게 Jensen도 빨낙의 장식체 산문의 심리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진정성에 대한 요구， 즉 진정한 현상 그 자체의 재현에 

대한 요구에 대한 빨낙의 급진적인 반웅이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현 

상들이 그에게 미친 효과들에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표현을 주었던 것이다. 택스트의 

전체적인 주관적인 장치(app킹CltuS)가 작가에 대한 사물들의 충격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헥스트적인 양상(없m외 modus)이 되고 있다. 즉 그것돌로 하여금 현실의 요소들 
로 남으면셔 동시에 택스트의 요소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P. A Jensen, p. 

85, 강조는 원저자.) 한편， Jensen은 다른 글에서 몽따쥬와 같은 단편의 결합은， 주관 
적인 시션， 즉 작가의 의도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P. A Jensen, 

“Nature as Code: Pi1njak’s Forrn" , Natwe as αde: πJe Aclúeument cf Boris 
Piirlj짜 (Cope띠lagen， 1979), pp. 잃6-337)를 참조하라. 

49) 현실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과 빨낙의 비리얼리즘 소설의 차 
이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에서 현실의 재현이란， 언제나 
총체적， 법칙적 재현이라면 빨낙에서의 그것은 ‘사실 문학’ 에서의 현실의 재현에 가 

깝다. 
50) 이러한 두 화자의 교체는 이 작품에서 수미일관하게 진행되는데， 고프만은 이를 각각 

.. 섣교가이자， 서청가로서의 작가”와 “주석가， 기록차， ‘HI1πpllJlHCT’ 로서의 작가”라고 

말한다.(r'，때MI1H ， c.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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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화자의 기능은 --당대를 전변화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치한 

다. 

『별거벗은 해』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교체는 일종의 

진자운동에 비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최대의 거리에서 사실 그대 

로를 재현하는 것에서， 최소의 거리에서 주인공과 화자의 정서의 일치， 나아 

가 이념적 입장의 일치를 보여주는 운동이다. 화자와의 정서의 일치， 입장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운동위치에서 우리는 실베스뜨르나 예고로프， 그리고 무 

정부주의자들의 말을 발견할 수 있다. 

IV-3. ‘국가화’ 이전， 유럽화 이전의 러시아로 거슬러 올라가기 

홍미로운 것은 시간충들에 대한 몽따쥬적 병치에서， 그리고 화자와 입장 

이 일치하는 주인공들의 발화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간층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가화’， 기독화 이전의 러시아， 

혹은 뾰뜨르대제의 서구화 이전의 러시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이다. 예 

컨대 대주교 실베스뜨르는 “우리의 러시아”는 “국가체제에 대한 두려움 속 

에서 세워졌다”고 말한다. 황제로 표상되는 국가권력과 선앙으로 표장되는 

세계에 대해 위계지워진 사유를 한면으로， 마법사와 동화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은 실베스뜨르의 말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정교적 기독교는 짜르와， 타인의 권력과 함께 도래하였지. 그리고 민중들은 

그것으로부터 도망갔지. 분리파에게로， 마법사에게로，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돈강으로， 야이끄강으로. 권력으로부터 도망갔단 말야. 아무튼， 동화들 속에 정 

교에 대한 것이 존재하는가? 숲도깨비틀， 마녀들， 물귀신들은 존재하지만， 그러 
나 전능하신 정교의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어 .(63면， 강조는 인용차) 

앞서 보았듯이 실베스뜨르는 혁명의 눈보라를 바로 동화속에 간직되어 

있는 국가화 이전의 힘들의 노래와， 북소리로， 움직임들로 해석한다. 또한 무 

정부주의자 바우제끄는 “전능하신 선이란 없고， 숲도째비들， 마녀들， 물귀신 

들” 만이 존재하는 동화 속에 간직된 국가화 이전 서구화 이전의 러시아의 

모습을， 바로 혁명에서 발견한다. 

주위를 살펴보셰요- 지금 러시아예 존재하는 것은 동화입니다. 민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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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민중들이 혁명을 창조하고 있어요 혁명은 동화처럼 

시작되었죠. 도시가 동화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동화적이지 않아요? 도시는 

17세기로 돌아가서 동화처럽 죽어가고， 공장들은 동화처럼 부활하고 있지 않습 

니까? 주위를 살펴보세요 동화에요. 쑥냄새가 나고 있어요 동화 때문이지요 

우려 둘 사이에 있는 것도， 역시 동화에요. 당신 손에서 쑥냄새가 나고 있찮아 

요!(79-80，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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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통해서 추적되는 ‘국가화’ 이전의 러시아， 그것은 국가나 종교와 

같은 신화적인 질서로 위계지워지기 이전의 상태에 위치한 러시아이다. 앞 

서 신화와 동화를 비교하면서 신화가 신화로서 둥장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적 제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즉 계충의 위계화 속에서 신화가 그 위계 

의 최정상에 위치하게 될 때라는 점을 지적하였거니와， 옐낙은 동화를 통해 

신화적으로 질서화된 이전의 모습의 고대적 러시아의 모습을 추적해 보여준 

다. 국가 자체의 폐지를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던 무정부주의자들 

의 시각이， 작가 자신이 바라보는 혁명에 대한 관점파 가장 유사한 것도 바 

로 작가 빨닥 자신이 국가 이전의 고대성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 

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로서 이해된， 동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혁명은， 무엇보다 먼저 

전망적이기보다는 근원적으로 회고적이며， 또한 정치적으로 이해되기 이전 

의，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진 혁명에 대립되는 사건으 

로 제시된다. 마법사 예고르까에게서 ‘독일인이자， 멍청이임에 틀림없는’ 

‘카를 마르크소프(KapJla MapKCOB) ’ 와 ‘농민출신의 볼세비끼’ 인 ‘레닌’ 이 대 

립되고， 바우제끄에게 ‘유럽 어딘가의 마르크스， 과학적 사회주의’와 ·이곳 

의 수천년의 세월을 가진 민간신앙(nOBepbe) ’ 이 대립되듯이， 한갓 조롱과 패 

러디의 대장이 될 뿐인 공산주의자(1<0뻐YHeCT) 올렌까 꾼츠나 라이치스 동 

무와 진정한 혁명의 추동자들인 볼세비끼(예컨대 아르히뽀프나 나딸리야 오 

르디년과 같은)가 대립된다. 여기서 혁명은 바로 후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지며， 뿌가초프， 스챈까 라진의 민중봉기의 연속으로 이해된다(아르히뽀프가 

뿌가효프의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동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블록에 의해 혁명의 상징이 되어버린， CTHXHJI의 분출로서의 눈보 

라는， 빨낙에게서 ‘오늘날의 노래’로 명명되면서， 블록의 그것과 유사하면서 

도 다른 기호적 특성을 갖게된다. 즉 그것은 숲도깨비의 북소리와， 마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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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거렴， 숲의 러시아(바람， 소나무， 눈)의 소리， 한마디로 고대 러시아를 구 

성하던 소리들로， 무엇보다도 고대의 요소들의 형상 자체로 해석된다. 여기 

서 벨약이 블록의 눈보라에 대해 부여한 소리들이 또한 당대의 정치적 담론 

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눈보라의 소리로 제시된 ‘글 

라브붐(rJlaBóYM) ’， ‘구부즈(rYBY3)’는 당대의 정치적 기관을 의미하는 약어 

였기도 하였는데，51) 여기서도 혁명에 고대의 시간， 그 요소를 투사하는 작가 

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IV-4. ‘동화의 프리즘’ 과 신화적 서술 

『벌거벗은 해』에서 동화는， 혁명을 통해 추적되는 고대적 러시아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에서 그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동 

화는 회고일 뿐만 아니라 회미하게나마 혁명 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또한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여기서 동화는 혁명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해주는 하나의 모형으로까지 기능하게 된다. 예컨대 작품속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언급되는 동화 「이반 짜레비치와 개구리공주」를 보자. ‘만 

남 -- 옷을 태우기 -- 그로 인한 고난’ 의 슈제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동 

화는 이에 상웅하는 작가의 역사 발전단계， 즉 .고대 원시 러시아 -- 기독화 

된 러시아 -- 혁명의 러시아’， 혹은 ‘자연적 러시아 -- 뾰뜨르 대제의 서구 

화된 러시아 -- 혁명의 러시아’의 단계에 대한 묘사를 함축한다 . 

• 고난’의 단계에 혁명을 위치시킴으로써， 작가는 혁명이 러시아 민중에 

게 가져다준 고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이후의 단계에 대한 전망 

을 또한 함축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즉 이 동화의 결말이 --많은 동화의 결 

말이 그러하듯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동화로서 혁명 

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결말에 대한 예감이 등장하 

게 되는 것이다. 혁명을 동화로 바라보는 바우제끄는 동화의 그것처럼 혁명 

51) T. R N. Edwards, “Pil'nyak: the fatal cu따usion" I Three Russ따n ωriters αu1 the 

in따1‘'onaI (C러nbridge， 19없)， p. 102 참조 그는 이 약어둘이 ‘central aφ띠띠strations 

of paper industries and military school’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어사전에 따 
르면 rJllls6yw은 “ f .JlaSHOe ynpasJleHHe rocy.llSpCTS앤IILINH npe.nnpHRTHR뻐 6y..lI:I<HoA 

때。빼J1e뻐OCTH"의 약어이 며， rysy3는 “ f JlllSHOe ynpssJle뻐e BoeHHo-Y"'e6H없 3SSe.lle

HHA"의 약어이다.(CJ1OBSpb coxpSlleHR꺼 pyccxoro J13HXS (M. , 1963), C. 120 C. 153 참조)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신화와 동화 

또한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한다. 

바보 이반은 거의 파멸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것도 남아있질 않 

아서， 죽음 조차 그에게는 허용되질 않지요. 바보 이반은 숭리합니다. 그에게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허위와 싸움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은 파 

멸하게 되지요. 모든 동화는 슬픔， 공포， 그리고 거짓과 엄혀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해결되지요.(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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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말에 대한 예감 동화에서 처럼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숭리하 

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은， 진정한 볼셰비끼 아르히뽀프와 나딸리야 오르디 

닌의 결합을 묘사하고 있는 두번째 3부작， 6장의 제3부， ‘가장 밝은 부분 

(caMa.!l CSeTJla.!l)’ 에서도 등장한다. 작가는 예고르 소바치 낀(Erop C06atfI-lKI-IH) 

의 업을 통해 “진리와 기쁨은 어쨌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A npasna 1-1 panOCTb SCe-Ta재 sOCTO~eCTS)'lOTb! He MorëT I-IHatfe)"고 

말한다. 

동화의 슈제뜨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결말에 

대한 닥관적인 전망은， 그렇다면， 신화에서의 예정된 결말， 즉 최초의 사건의 

반복으로서의 결말파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신화와 

동화에서의 결말의 문제를 상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화든 동화든 그것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세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준 

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신화가 세계를 하나의 

위계지워진 질서로 모형화하는 것에 비해， 동화는 세계를 위계지워진 질서 

로 모형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세계를 위계지워진 질서로 모형화하는 

신화텍스트가 반복되면서 자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하위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에 비해， 동화택스트는 업에서 업으로 내려가면서， 창출되는 발화상 

황에 의해 변형되고， 그려하여 계속적인 변형의 택스트， 이본들을 만들어낸 

다. 

위계지워진 질서의 관점에서 세계를 모형화하는 신화에서， 현재와 미래 

의 모든 사건들은 최초의 사건의 반복으로 위치지워지게 된다. 그리하여 미 

래의 방향은 이미 예정되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지게 된다. 여 

기서 우리는 빨낙의 회고적 시선이 신화적 단계보다 더 이전의 고대의 시간 

대로 향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신화보다 더 고대적인 형태의 동 

화로의 회귀， 그것의 효과는 신화적인 위계를 파괴하는 것에 있다. 동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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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모티프는 모든 것에서부터의 해방의 역동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록 세계를 위계적으로 서술해주지는 않지만， 위계적 

질서로 포섭될 수 없는 삶 그 자체의 원모습을 회복하게 해주고， 그 원모습 

을 사실 그 자체로 드러나게 해준다. 

신화적인 위계적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작가는 혁명에 대한 어떠한 예정 

지워진 방향도 거부한다. 즉 빨낙에게서 혁명이란 --동화 자체가 세계에 대 

해 비위계적 서술구조를 갖는 것처럼-- 발전의 합을 예비하는 질료적인 단 

계였던 것이지 최종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빨낙 

은 혁명이 본질적으로 ‘전(前)뾰뜨르 시기 -- 뾰뜨르적(=유럽적) 러시아 -

혁명 -- ?’, 혹은 ‘기독화 이전의 루시 -- 기독교 러시아 -- 혁명 -- ?’의 

단계에서 바로 ‘?’의 내용을 준비하는 질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따라서 

빨닥에게서 러시아 혁명의 결론은 ‘본질상， 질료(MaTepHa..n， B CYIIlHOCTH) ’ 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52) 일종의 ‘정반합’의 과정이며， 여기서 혁명은 정반 

을 지양하며 ‘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할 것인데， 제목 ‘벌거벗은 해’ 

(rO찌ß rOll)에서 ‘벌거벗은’의 의미는 바로 혁명에 의해 노출되어버린 러시 

아의 시간에 대한 형용수식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적 서술， 동화의 프리즘이 신화의 그것과 다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즉 신화적 서술이 자신의 위계속에서 모든 조각조각들이 보편신 

화를 간직하고 반복하는 총체적인 구조(신화적 총체성)를 가지고 있다면 동 

화적 서술， 동화의 프리즘은 각각의 조각 조각들이 자신의 독자성을 간직하 

면서 서로 병치되고 연결되고 비교될 수 있는 몽따쥬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대의 마녀들과 숲도깨비들의 광란의 춤과 북소리는 현대의 노래 

인 혁명의 눈보라로! 그리고 볼세비끼의 서사시언 공장의 기계음으로， “혁명 

의 거대한 뱃돌이 일린까를 빵아” 만든 가루(역시 눈보라의 이미지!)의 형상 

으로 연속되지만， 이러한 시칸의 흐름들 속에서 각각의 조각들은 자신의 독 

자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애초의 원텍스트 자체가 세계에 대한 비위계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서술로부터의 잠재적인 해방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r은빛 비둘기』에서의 세계의 명면들이 

관념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수직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다면 r벌거벗 

은 해」에서의 세계의 명면들， 러시아의 역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간충들은 

52) ‘마지막 삼부작’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마지막 장 결론(3alcJlO'IeHHe)에는 ‘본질상， 

질료(waTepHan， B CymHOCTH) ’ 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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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수직적인 질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원시의 고대 루시도， 기독 

교화된 러시아의 유로지비(lOp。때B뼈)도， 혁명 후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눈 

보라와 기계음도， 각각 자신의 고유한 생명력을 분출하며， 동둥한 가치로 나 

타난다-
동화의 프리즘으로 혁명을 바라봄으로써 현실을 구심적 질서로 편입시컸 

던 신화적 총체성이 파괴되어지고， 각각의 텍스트들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서로서로 병치되어질 뿐인 몽타쥬적 구성을 통해 결합되어지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몽타쥬적 구성을 통해 전변화되는 것은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가치평가가 부여되어지기 이전의 삶 그 자체， 현실 그 자체이다. 이 

러한 현실에는 재난과 기아， 폭력으로 특징지워지는 ‘마르 대피역’의 민중 

의 모습(3장 中 ‘나딸리야의 눈을 통해서 (rJIa3뻐H HaTaJIbH) ’ 부분과 첫번째 

3부작인 5장 中 ‘3부작의 세번째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CaMaJI Te뻐u)’에 

등장하는 묘사)， 나날의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민중의 모습(마지막 3부작， 결 

론의 ‘대화(Pa3rOBOp잉)’ 의 묘사)과 함께 원시적이고 역동적인， 동시에 원래 

의 자신들의 삶을 되풀이하는 민중의 삶(결론의 .주술(HarOBOpw) ’ , ‘혼례( 

CBa.ab6a) ’, 특히 ‘혼례’에서 삶의 택스트와 r관례집」의 택스트의 몽따쥬를 

보라)의 현설이 모두 포함되어진다. 

그렇다면 『별거벗은 해』에서의 결론이 ‘본질상 질료’ 인 것을 당대의 마 

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비판하였듯이， 꼭 빨낙 자신의 혁명， 그리고 혁명 이 

후의 사회상에 대한 전망의 부재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되찾. 

은 원래의 삶의 모습， 가치평가되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날 현실’ 그 자체 

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신화시학적 상징주의 모텔과 그로테스크-차니발적 상징주의 모텔의 접 

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벨리의 r은빛 비둘기」는 그로테스크-카니 

발적 원리들의 작용으로 패러디되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화적 사유의 구 

조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중첩으로서의 상징화， 

신화화 작용으로， 또한 영원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반복과 순환의 고리에 위치시키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화적 사유의 구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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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얄스끼의 모험과 패배는 신화적인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동-서의 테마를 다루는 3부작의 제 1부 였던 r은벚 비둘기』에서 지는 해 

의 서를 버리고 어둠을 흘리는 동으로 이전해가려 하였던，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였던 다리얄스끼의 모험과 패배가 하나의 신화로 만들 

어진다면，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정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빼쩨르부르그』 

의 에필로그에 둥장하는 니팔라이 아뿔로노비치의 형상 또한 하나의 신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물론 다리얄스끼보다 훨씬 더 많은 패러디의 세례를 받 

았지만). 

끝없는 부정의 과정(그로테스크-카니발화의 과정)속에서도 관철되어지는 

신화만들기가 밸리의 소설들을 특정지운다면 빨낙의 소설들은 끝없는 허상 

가르기로 특정지울 수 있다. 예컨대 『벌거벗은 해』에서 나타나는 『은빛 비둘 

기』에 대한 패러디， 특히 꾸제야로프에 의한 그리스도 잉태프로그램에 대한 

패러디로서의 질로또프에 의한 구원자 잉태프로그램의 경우， 여기서 질로또 

프의 계획이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 꾸제야로프 자신의 계획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원래 그것 자체가 성경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패러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꾸제야로프의 계획 속에 반영 

되어 있는 벨리 자신의 세계관， 즉 동-서라는 틀로 러시아(더 나아가서 세 

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패러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잃) 

앞서 멜리의 r은빛 비둘기』가 문제 자체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설정， 즉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동-서의 테마 

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이 아니라， 오허려 그것을 하나의 ‘문제거리’로 만드 

는 것Ii'은빛 비둘기』에서의 다리얄스끼의 모험이 바로 그 과정에 해당한다 

면 멜낙의 허상가르기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설정이 틀렸다는 것， 동-서라 

는 테마의 문제설정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다. 이 

미 패러디되어진 그리스도 잉태프로그램을 도저히 그 진지성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고 감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설정의 무가치함을 공격적으로 

폭로하는 것， 패러디로서의 질로또프의 계획을 통해 작가가 보이고자 한 것 

은 바로 그것이다. 

빨낙의 허상가르기의 칼날은 더 나아가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의 신화화 

53) r별거벗은 해』에서 둥장하는 질로또프의 계획이 r은빛 비둘기』에 나타나는 벨리 자신 

의 세계관에 대한 패러디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V. E. Alexandrov, pp. 84-88를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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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차니즘 그 자체를 겨냥한다 r은빛 비둘기』에서 나타나는 영원성의 시간 

파 그 동형적인 반복， 순환은 『별거벗은 해』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시간충들 

의 병치와 비교로 나타나고 여기서 원모텔로서의 동화는 다른 모델을 동형 

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자성을 갖는 다른 시간대들의 이본 

을 생산하며， 그리고 원모텔 그 자체가 하나의 직접적인 삶의 형식으로 변화 

된다. 동화도， 고대의 삶도 신화화， 이상화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은빛 비둘 

기』에서 관념적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 공간으로 구현되던 동-서의 공간은， 

F별거벗은 해』에서 그것이 원래 가졌던 관념성을 상실하고， 그 자체가 --현 

실적 공간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형식， 현실 그자체로 

변화한다. 그럼으로써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이 東과 西에 부여하였던 관 

념적， 이념적인 내용은 배면으로 물러나고， 오직 그 구체적 형상이 전변화하 

게 된다. 

『벌거벗은 해」의 허상가르기는 또한 하나의 허상 즉 역설적으로 동화적 

인 허장을 만들어내었다. 자연과 민중의 원시적인 삶과 해방의 에너지에 대 

한 작가의 긍정적인 가치부여가 바로 그것인데， 계속적인 부정의 과정 속에 

서도 신화에서 또 다른 신화로 나아갔던 밸리와는 탈리， 빨낙은 자신에 대해 

서도 가차없이 허상가르기의 칼날을 들이댄다i"마호가니 (kpaCHoe nepeBO)J 

가 바로 그것이다 r마호가니』에서 나타나는 허상가르기의 칼날은， 혹 r벌거 

벗은 해」에서 이상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화화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일까? 그보다는 차라리 고대의 ‘원모텔’을 바라보는， 보다 정확하 

게는 그 ‘원모델’과 현재의 시간대의 관계설정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의 

변화일 것이고， 역으로 그것은 현재의 시간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허상을 갈 

라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r마호가니』에서의 칼날은 또한 

『벌거벗은 해』에서의 칼날의 연속에 다름 아닐 것이다. 다만 그 겨누는 대상 

이 다른 것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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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H CKa3Ka B MOnepHHqeCKHX pOMaHaX 

:aHaJIH3 "rOJIμA rOll" nHJIbHJlKa H "CepeÕpJlHbI때 rOJIyõb" 5eJIoro 

5ëH XëH TaH 

nHJIbHJl K, KOTOpblA POllHJI JIHTepaTypHblA TepMμH ‘nHJIbHJl KOBm.HHa’, 

Booõm.e CqHTaeTCJI HMHTaTOpOM H yqeHI’KOM 5eJIoro, 5YHHHa, PeMH30Ba, 

H ero pOMaH "rOJIμA rOll" CqHTaeTCJI HMHTaUHeA pOMaHOB BeJI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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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epôypr끼 "CepeôpRHμ때 rOJlYôb" H nepelleJlKO때 TeM바 3THX llByX 

pOMaHOB. UeJlb HaCTOR ID.eA paÔOT비 - pa3bRCHeHHe pa3JlH'IHA Mell<llY 

y 'leHHKoM (nHJlbHRK) H y 'lHTeJleM (5eJl때)， OCOÔeHHO Mell<llY pOMaHOM 

"rOJlblH rOll" H pOMaHOM "CepeÔpRHblA rOJlYÔb", KOTOPμe nOKa3비BalOT 

~CHylO HHTepTeKcTyaJlbHOCTb. 

3TH llBa pOMaHa HMelOT OÔID.HOCTb peuem.\H“ ‘llpeBHH'IeCKOrO , B 

KOTOpOM BKJlIO'IaIOTCR MHφ H CKa3Ka. Ho XapaKTepHO, '1TO cnocoô퍼 

peuenUHH ‘llpeBHH'IeCKOrO’ B llByX pOMaHaX pa3JlHqHbI. Pa3JlHQHble 

cnOCOÔbl peuen띠H KacalOTCR pa3재QH꾀X llByX nyHKToB (T.e. MHφa H 

CKa3KH) B ‘llpeB바f'leCKOM’ HHaQ rOBopR, pa3JlHQHble cnocoô바 

peuenUHH ‘llpeBHH'IeCKOrO ’ KacalOTC~ pa3 JlHl쩌H Mell<ny MHφOM， KOTOpblH 

φYH I<UHpOBaeT KaK CHCTeMa MblmJleHHH B pOMaHe 5eJloro "CepeÔP~HblA 

rOJlYôb", H CKa3KOH, CYID.HOCTb KOTOpOrO 3aKJllOQaeTCR B ‘lleMI째HKaUI써’ 

nOcpellCTBOM CKa3KH nHJlbHRK pa3pymaeT H napollHpyeT MHcþ Kal< 

cHcTeMy MblmJleHI써 MHcþon03THQeCKOr‘ o CHMBOJlH3Ma, n03ToMy peuenUHR 

CKa3KH B pOMaHe nHJlbHRKa "rOJlblH rOll" RBJlReT ero aHTH-

CHMBOJlH'IecKylO TeHlleHUH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