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바기노프의 소설 

『염소의 노래 (K03nHHa~ neCHb)J의 신화성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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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문학이 발생한 이후， 신화와 문학의 상관관계는 일면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올 보여준다. 문화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이 두 영역간의 

교류는 ‘신화의 문학으로의 이전’이라는 형식올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도 있고， 혹은 구비문학， 신화에 대한 학문적 개념， 미학적-철학적 연구 가운 

데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신화와 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 

구는 크게 진화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1) 전자의 관점에 

서는 역사적으로 문학의 발생에 선행하는 의식의 일정한 단계로서의 신화라 

는 개념을 전제한다. 문학은 단지 신화의 파괴되어지고 유기되어버린 형식과 

만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신화의 파괴를 촉진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신화와 문학은 결코 시간 속에서 공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대둥 

한 관계(conOCTaBJleHHe)가 아니라， 대 립적 관계 (npOTHBonOCTaBJleHHe)에 놓이 게 

된다. 

반면， 유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 각각의 특성올 대립적 체 

계의 배경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화는 자신과 관계하 

는 예술을 포함하는 문자시대의 문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내재적으로 조직된 문화적 세계로 이해된다. 이 관점에서는 개별 

적인 특성들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조직화의 원리와 사회적 맥 

락에서의 기능， 개인과 집단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조직화 원리의 방향성 

을 드러내 보인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10. JIOTlolaH, 3. MHHU, JIHTepaTypa H 뻐φ。norH~ ， CeMHOTHKa KynbTypy(TPYnN ßO 3HaKOB뻐 

CHCTeMaM XIm, TapT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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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은 각각 모델화된 대상의 일정한 측면에만 상웅한 

다는 사실올 염두에 두면， 모델화된 대상은 실제적으로 위의 두 가지 방법， 

혹은 더 많은 다수의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문화적 

대상은 자신의 메커니즘의 기호학적 다종주의와 이종성의 조건하에서만 기능 

할 수 있는만큼， ‘신화’와 ‘문학’ 또한 시원적으로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여 타 

자와의 대비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호보충적인 경 

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기는 양자의 타자에 대한 우세로 파악해 

야한다는 구조주의적 접근은 설득력올 지닌다.2) 

니체와 바그너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19세기말 20세기초 러시아 문학에 

나타나는 신화지향성은3) 이전 세기의 리얼리즘에서 보이던 경향성과는 확연 

히 구별될 정도의 지배적인 것이었고， 특히 20-30년대의 텍스트들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낙관주의의 위기와 형이상학과 분석적 인식방법에 대한 환멸 

은 신화 속에 구현되어 있는 전체주의적이고 태고적인 세계감각을 다시금 부 

활시키려는 시도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화지향적 텍스트들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직관주의나 범신론은 텍스트 언어의 원시성과 직관성을 낳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자기성찰과 자기기술에 정향된 고도 

로 지성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들은 그 테마가 어떠한 것이든 메 

타문학성과 연관되었으며， 의식적으로 이전의 신화적， 문학적，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텍스트 신화>는 특히 ‘문학에 관한 문학’으로， 다양한 전통 

들에 의해서 시학적으로 의식된 유희이며 그 예술적 조직체 안에는 전통적 

형상들이 변형되고 다종다수의 인용과 회상이 유입된다. 이러한 신화지향적 

텍스트들은 양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신화 혹은 신화소들에 대한 직접 

적인 인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신화는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주는 ‘암호-코드’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20-30년대의 신화지향적 텍스트들 가운데 우리는 K. 바기노프(K. 

2) 여기서 논자들은 그럴 때 ‘신화적 단계’는 ‘문학’의 부재의 시기가 아니라 문화속에서 

신화적 경향이 명백히 우월하던 시기가 되며， 이 시기에 문화의 답지자들은 운화를 

신화에 기반하여 형성된 메타언어의 용어와 개념 속에서 이해할 것이며 결국 비신 

화적인 대상들은 그 이해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로， 

19세기 실증주의는 신화를 고대의 민족이나 먼 과거 속에서만 찾아야만 하며， 그것 

을 당대의 유럽문화에서 보지 못했음올 지적한다.(TaM *e, C. 35-36) 
3) 3. r. 뻐Hll， 0 HeKoTopliX “Heo뻐φJ10rH'IeCKHX" TeKCTax B TBOp'leCTBe pycCKHX CHMBOJl

HCTOB // BJlOKOBCKHA c60pHHK 3, Bhln. 459, TapTy, 1979, C. 7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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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HHoB:1899-1934)의 창작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의 최초의 소설이 

자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염소의 노래 (K03J1HHaj\ rrecHb) .!l (1928)는 텍스트의 

신화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작품이다. 바기노프의 소설 『염소의 노래』는 작가 

전기적 차원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 다층적인 모더니즘적 기법과 연관된 구조 

분석， 미학적-철학적 이론전제들， 아끄메이즘과 오베리우 그룹 둥을 비롯한 

당대문학 그룹들의 문학 프로그램과의 비교 둥과 같은 여러 층위에서의 광범 

위의 검토를 펼요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심은 이런 중요한 광범위한 주 

제 가운데 작품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화성’의 검토에 주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30년대 러시아 문학의 중심토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신화주의(지향)였으며 이런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작 

가4)의 작품은 어떤 신화들 혹은 신화소들로 침윤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신화성이 드러나는 차원들을 메타텍스트적 구조， 빼쩨르 

부르그 신화와 문화， 언어의 문제 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관련된 작가의 입장도 살펴보기로 하자. 

11. 가운데 말 

1. 메타택스트적 구조와 신화성 

20년대 러시아 소설로부터 이 소설을 결정짓는 요소이자 동시에 바기노프 

의 다른 소설들과 이 작품을 변별시켜주는 요소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원 

칙적으로 매우 새로운 텍스트 구조에서 비롯된다. 흔히 그의 소설 구조로 평 

가되는 ‘소설에 관한 소셜’ 혹은 ‘소설 속의 소셜’5)은 단순히 메타소설적인 차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르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4) 바기노프는 당대의 작가들과 폭넓은 교제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에 결성되어 있던 
빼쩨르부르그의 모든 문학모임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의 전기에 관해서는 다음올 참 

조하시 오: A. nypHH, Or머TI!I K. BarHHOBa, HOB뻐 MHP, M., 1993; c. K뼈aJIbHHK ， HeHanHcaH

뻐e BocnONHHaHHj\, BOJlra, 1992, 7-8. 

5) 이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뻐HllHHa 0., 0 KapHaBaJIbHOII npHpo.ae 

poNaHa BarHHOBa “K03J1HHaSl necHb" // A. AxNaTOBa H pyCCKaSI KyJlbTypa Ha'laJla XX 
BeKa, Te3HCI!I KOHlþepeHLtHH, M., 1989; 이 형 숙， “K. 바기 노프의 소설 “스비 스또노프의 

저술과 나날들 삶과 예술의 경계를 파괴하는 과정" r러시아 문학J ， 제 9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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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 즉， 이 작품은 서술의 진행과 더불어 언어적 텍스트 공간에서 극장적 

인 텍스트 공간으로 변형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겪고 있다. 문학적 공간은 소 

설창작 과정에 대한 묘사로써， 극장적 공간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제거라는 각 

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작품의 서술구조는 소설 『염소의 노래』의 

장르에 다각적인 이해를 필요로하게끔 만든다. 

작가 바기노프는 소설의 제목으로 ‘비극’이라는 그리스어의 축어적인 번역， 

“염소의 노래”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작품 장르의 기원을 그리 

스 비극 장르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비극이라는 고대 장르에 대한 이 

러한 직접적인 원용은 바기노프가 비극에 의해 형성되어온 뿌리깊은 의미형 

성의 메커니즘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작품에 신화시 

학적 상상의 방대한 층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염소의 노래』는 이러한 신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특히， 죽고 부활하는 식물 

의 신에 대한 신화와 연결되는데 이 신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상중의 하나가 

그리스 문화에서 극장의 원조격 인 디오니소스6)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장르 ‘비극’은 디오니스 제전에서 비롯된다. 제의 속에서 디오니소스의 죽음은 

희생제물인 염소로 상정되고 이러한 ‘염소 바치기’는 사실상 가상의 죽음이 

되며， 이는 ‘변장하기’라는 사유의 발생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작품 속 작가형상의 소설은 다른 희생으로 작가를 대신하기 위한 운 

명에 대한 나름의 주문외우기라 할 수 있다기 디오니소스의 승려들이 염소의 

마스크를 쓰고 희생제물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던 이 제전은 이 작품 제목 

과 작품의 장르에 대한 최초의 출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바노프(Bjj t{. HBaHOB)의 디오니소 

스 제전에 대한 이해였으며 8)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책 『고통받는 신의 그 

6) 디오니소스는 디메토르(Dimetor) - ‘두번 태어난 존재’， 에노르케스(Enorches) - ‘숫 

양’， 아르세노텔뤼스(Arsenothelys) -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진 존재’， 엔멘드로스 

(Endendros) - ‘나무속에 있는 존재’， 오마디오스(Oma버os) - ‘날고기를 먹는 존재’， 
뷔스테스(Mystes) - ‘비의를 받은 존재’， 브로미오스(Bromios) - ‘소란스러운 폰재’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신의 광신자들에 대한 취기어린 광란을 지휘한 

다.(A Dictionary of World Mythology, Ather Cotterell, Oxford Univ. Press, 1979. 
ν 까치， 편집실 역， 1986.) 

7) 여기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Onbra mHHnHHa, TeaTpanH3aUHjj rrOBe
CTBOBaHH~ B powaHe BarHHOBa “KonHHU rrecHb", TeaTp, M., 1991, No. 11 

8) 디오니소스 제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니체의 이해에서 비롯되지만， 니체의 관심 

이 지향한 것은 사실 디오니소스 제의 자체라기 보다는 더 한차원 높은 문화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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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인의 종교(3RnHHCKa~ penHrH~ CTpana~mero õora)~(1904)라고 할 수 있다.9) 

실제로 두 사람은 당대에 많은 문학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졌고， 바기노프는 

이바노프의 고전학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형화된 예술형식으로서의 비극은 이바노프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 비극 

의 원형적인 형태로서의 디오니소스 제의에 ‘조화’와 ‘균형’의 형식미를 상징 

하는 아폴로적인 원칙이 개입되어 섞임으로써 생겨났다. 아폴로적인 원칙은 

디오니소스 제의에 조화로운 형식의 감각을 부여했을 뿐만아니라， 또한 점차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리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이성， 조화， 

균형， 남성적 원칙의 ‘아폴로’ 대(對) 감성， 부조화， 파괴， 여성적 원칙의 ‘디오니소 

스’) 속에서 새롭게 조명된 디오니소스 제의에 대한 이해는 이바노프에 이르러 좀더 

색다른 색채를 부여받게 된다. 즉， 그는 니체의 개념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황훌 

경’， ‘고통받는 신’과 같은 개념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비극론을 만들어 낸다. 

이바노프에 따르면， 디오니소스 제의는 인간의 종교적 개념에 있어서의 첫 번째 씨 

앗， 이후 그것으로부터 종교가 형성되는 ‘근원적인 황흘경’을 의미한다. 종으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종교생’과 ‘황훌경의 체험’은 인간올 여타의 종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다. 황훌경의 체험이 디오니소스적 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아 

니라 인간의 종교적 경혐의 가장 오래된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神)이란 

황훌경의 종교적 체험에 선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무정형의 집단적 황홀경(f5e3 

npe~eTHoe HCTynneHHe)’ 그 자체의 육화에 다름아니다. 신과 인간의 황훌경 사이에 
서 존재하는 ‘매개적 수단’으로서의 디오니소스 제의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희생 

물의 이중적 본질의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스럽게 하는 동 

시에 성스럽게 되는 고통(CSJI~eHHOe H OCSJI~eHHOe CTpanaHHe)’이라는 이바노프의 개 
념이다. 

이바노프는 남성적 원칙의 아폴로에 대비되는 여성적 원칙으로서의 디오니소스를 

그것이 지니는 이중적 본질을 통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 

의 형상에 연결시킴으로써， 그것 내부에 존재하는 삶과 죽음의 상호 대립적인 국변 

이 공존하는 이중성과 죽음을 통한 삶의 갱생이라는 모티브를 표현한다. 디오니소스 

의 이같은 이중적 본질은 ‘여성적 원칙’과 연결된다. 그를 추종하고 사랑하는 신도들 

에 의해 찢기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 부활하는 디오니소스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 

호대립적인 요소를 자신속에 포용하는 여성적인 원칙의 승리를 상정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이바노프의 논문으로는 다음의 세 편올 들 수 있다 o Cym.eCTSe TpareaHH, 0 

nel!cTs싸I H ne l!cTsHe, 0 rpaHHuaX HCKyccTSa. B KH.: BJI~. I1saHos, Co f5paHHe CO~HHe
HHl!, TOM. IT, Bp!Ocenb, 1974 

9) 이바노프의 디오니소스 이해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또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F. Malcovati, The myth of the suffering god and the birth of greek tragedy in 
Ivavov’ s dramatic theory, Vyacheslav Ivanov: poet, critic and philosopher, New 
Have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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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오니소스 제의 자체가 지니는 정서적 측면， 내적 에너지， 비극적 정수 

둥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제의를 황홀경으로 표현되는 집단적 의지로부터 한 

개인의 비극적 운명의 드러냄， 즉 서정시의 한 형태로 변질시켜 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집단적 제의의 공간으로서의 무대는 이제 단독자로서의 주인공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벌이는 구경거리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과거 

에 제의의 주체이자 참여자였던 관객들은 자신들의 능동성을 상실하고 수동 

적인 관찰자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관객들은 더 이상 진정한 비극의 체험，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체적 실존을 벗고 집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마법적 가능성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일탈된 비극으로 

부터 종교성을 담지한 집단적 제의 형식으로서의 디오니소스 제의의 비극의 

부활， 집단성을 전제로 하는 종합 예술로서의 비극을 현대적 지평에서의 재정 

립하는 것은 이바노프의 드라마론 더 나아가 예술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 

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바노프의 드라마론을 관심하는 것은 그의 비극론 

에서 특징적인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 이 상승과 하강의 두 축은 삼각형의 대칭구조로서 비 

극의 구조를 결정한다. 정점을 향한 점진적인 상승과 그것을 뒤따르는 자발적 

인 하강은 비극작품 전체의 중심적인 풀롯을 구성하게되는데， 이는 작품의 중 

반부를 정점으로 하여 구별되게 된다.10) 

이바노프의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 신화에 대한 이해는 바기노프의 소설 

『염소의 노래』가 지니는 장르적인 성격 인물들의 행위와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메타소설적 구조 속으로의 디오니소스 신화의 융해 

와 이바노프의 디오니소스 비극론은 이 작품의 가장 중심적이고 동적인 신화 

소로 기능하면서， 작품에 신화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 이바노프는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상숭의 단계와 하강의 단계로 크게 대분하고， 이를 
각 단계별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디오니소스적 격동(UHOHJ얘CKoe B01l

HeHHe)’에서 출발한 예술가의 영혼은 ‘직관적 관조와 이해(HHTYHTHBHoe C03epuaHHe 

HJIH nOCTH:I<eHHe)’를 통해 ‘디 오니 소스적 에 피 파니 (LIHOHHC때CKaJI 3n빼aHHJI)’에 도달하 

고， 그것의 절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이후 다시금 하강하기 시작하여， ‘직관의 

순간을 기억 속에 재조명 (3ep따Ka때1Ib배Hoe 0야Tpa:l<e앤H뻐He HI뻐11쩌HπTy앤HT까깨H뻐’뻐빠B맑뻐HO야ro I‘‘‘i빠j 

는 ‘아폴론적 꿈(anOJIJIHHHRcKoe CHOBHueHHe)’을 통해 ‘아폴론적인 원칙과 디오니소스 

적 원칙의 진테제’인 예술작품의 창조를 이루게 된다 B.lI q. I1BaHoB , 0 rpaHHuaX HC

KyccTBa. B KH.: B.lIq. I1BaHoB, C06paHHe CO'깨HeH뼈， TOM. II, BpKlCe1lb,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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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작품의 작가로 선언하는 작가형상(06pa3 aBTOpa)은 작품의 첫머리 

부분과 작품의 중간중간에 나타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작가형상의 두 

번의 서문을 통한 동장(“책의 문턱에 둥장한 작가가 말하는 서문”과 “책의 중 

간에 둥장한 작가의 서 문")과 작품의 중간중간에 끼 어 들어 와 말하는 “간문 

(Me삐yCJlo BHe )" , “막간(HHTepMellHjJ)"을 통한 둥장은 일반적으로 메타소설이 그 

러하듯이 소설전체가 갖는 메타적인 허구성， 즉 소설가의 글쓰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작가 존재론적 전망과 작가의 삶과 예술에 대한 관 

점의 제시로 목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갖는 

메타성은 일반적인 메타소설이 갖는 예술창작 행위 자체와 행위를 쓰는 텍스 

트 사이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작품에 

신화적 성격을 부여하는 운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자신을 작가로 선언하고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작가형 

상과 그러한 작가형상의 인물인 쩨쁘똘겐 그리고 그 쩨쁘졸낀이 그려내는 인 

물인 무명시인， 그리고 그 무명시인이 만나는 쩨쁘졸낀과 또 그에 구현되어 

있는 실제작가 동의 복잡한 소설층위들은 서로 침투하고 간섭하여 그 상호 

경계를 허물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실-예술의 일면적 경계구분을 허락하 

지 않는 독특한 소설적 시공간이 형성한다. 소설의 이러한 복잡한 인물들간의 

관계와 시공간의 섞임은 텍스트의 디오니소스 신화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를 추앙하는 여신도들에 의해서 사지(四鼓)가 찢겨나가 죽음을 맞 

게되는 디오니소스의 형상은 쩨쁘졸낀， 무명시인， 철학자， 꼬스짜 로찌꼬프， 

미샤 꼬찌꼬프 등에 의해 그 모습이 분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작가형상(06-

pa3 aBTOpa)으로 제시되며， 특히 실제작가 바기노프의 전기적 사실과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작가형상의 직접적인 분신으로 나타나는 무명시인은 

디오니소스 신앙의 많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디오니소스 신앙의 특징인 

‘거룩한 광기’나 인간의 의식을 제거하는 ‘황훌경(엑스타시)’은 무명시인의 많 

은 심리상태에 대한 묘사나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진다. 

OH ~BHHYnC~ ~anbme. 

“~ 3TOrO Ha~a YHHqTO*HTb BOno C nOMOm~ BOnH. Ha~o YHHqTO*HTb rpa

HHqy Me*~ C03HaTen바뻐}.I H nO~C03HaTenbHJ.IM. BnyCTHTb nO~C03HaTenbHOe ， 

~aTb ewy B03MO*HOCTb 3aTOnHTb CBeT~meeC~ C03HaHHe.’'(103)11) 

11) BarHHOB K., K03nHHa~ neCHb: POMaHbI, M., COBpeMeHHHK, 1991, C. 103. 이후의 인용은 이 
책의 쪽수에 따라 직접 본문에서 괄호안에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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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광기에 대한 무명시인의 추구는 ‘세계에 대한 예술적 인식에 대 

한 필수조건’으로서의 광기에 대한 호라티우스의 시학과 연결되고 있으며， 작 

품의 곳곳에서 보이는 도취의 모티프는 디오니소스의 도취， ‘황흘경’의 모티프 

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HO'lb TeMHa. CeA'Iac TpeTHA '1ac HO'쩌. Jbo6HMNA '1ac MOHX repOeB. 4ac pac

I.IBeTa HeH3BeCTHOrO ß03Ta, ero CßOCot5HocTeA H BHlIeHHA, H CHOBa BHlI<y: 

CKB03b JIIOTblA MOpo3 , ßO CHell<HblM yxa없M yJIHI.I, ßOll YlI<a않뼈HA BeTep, OT KO

Toporo OMepTBeBaeT J1HI.IO, OH HIIleT OßbJlHeHHJI, He KaK HaCJJalI<lIeHHJI, a KaK 

cpellCTBa ß03HaHHJI, KaK CpellCTBa BBeprHyTb ce6J1 B TO CBJlm.eHHOe 6y3y뻐e 

(amabilis insania), B KOTOpOM paCKp뼈aeTCJI MHp, 1I0CTyß뻐A TOJJbKO ßpOpHl.Ia

TeJJJlM( vates). (25) 

작품의 메타소설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디오니소스적 인물들의 분신관계 

는 그리스어， 라틴어 및 유럽 언어를 정통하고 있었던 바기노프의 언어능력에 

힘입어， 그리스어 ‘비극’에 대한 축어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얻어진 예술적 효과 

라고 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 신화에 대한 지향은 결국 작품의 메타소설적인 

서술구조를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텍스트가 지니는 장르 ‘비극’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맞물려 있 

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바기노프의 ‘비극’에 대한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은 이바노프의 ‘비극론’이었고 이것은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별하 

여 상승적 움직임과 하강적 움직임의 삼각형의 구조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염소의 노래』의 구조도 사실상 동일한 이바노프의 ‘비극론’에 입각해 구축되 

어 있다. 총 37장으로 구성 된 이 소설은 그 중간부분인 20장을 전후로 하여 

주인공들의 삶이 확연하게 대조를 이룬다. 빼쩨르부르그 인텔리겐차들인 주인 

공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작중에서 인물들을 그 

려내는 작가이자 동시에 그가 창조한 인물들과 통일한 차원에서 그의 창조인 

물들과 같이 활동하는 쩨쁘쫓낀이 소유하고 있는 빼뜨로고프의 특이한 건물 

은 단순히 그들의 회합을 위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탑’으로 불려진다. 이 ‘탑’ 

은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예술적 영감의 상징이며， 작중 인물들은 작품의 전 

반부에서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상숭운동을 시도하고， 또 그곳에서 

회합을 갖기도 한다. 이 회합에서 쩨쁘쫓낀이 행하는 연설은 그들의 자기정체 

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탑’이 갖는 상징성도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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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I nOCJlel\lU깨 。CTpoB PeHeCCaHCa, - rOBOpHJI TenTeJlKHH C06paBmHMC~ ， 

- B 06CTaBmeM HaC llOrMaTH'IeCKOM MOpe; 뻐， e뼈HCTBeHHO MiJI, COXpaH~eM 

orOHbKH KpHTHUH3Ma, yB llJICeHHe K HayKaM, yB llJICeHHe K 'IeJloBeKy; ll~ HaC HeT 

HH rOCnOllHHa, HH pa6a. 뻐 Bce HaXOllHMC~ B BblCOKOII: 6amHe, 뻐 CJlblmHM, KaK 

~poCTHble BOJlHbl ð~TC~ 0 rpa뻐T뻐e 6oKa.(56) 

그러나 혁명직후 내전이 끝난 당시의 레닌그라드의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 

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자신들의 예술적 인문학적 재능을 본존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문학적 소양을 상실하고 일상적 삶의 차원으로 미끄 

러져 떨어진다. 스스로를 르네상스의 마지막 섬으로 주장하는 이 모임의 맴버 

들은 새로운 볼셰비키적 질서에 대해 동을 돌린다. 이들은 볼셰비키적인 새로 

운 소비에트 사회에 걸맞지 않은 인간형이다. 볼셰비키는 시인도 문화도 펼요 

로 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결국 정신적 파멸을 체험하고 ‘탑’에서 한 명 한 

명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어떤 정신적 활동도 필요로 하지않는 단순히 먹고 

살기위한 길을 찾아 치과의사로， 점원으로， 엔지니어로， 그리고 새로운 소비에 

트의 교수로 변화하게 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인물 각각에 할애되고 있는 

각 장들은 지속적인 하강운동의 연장이다. 이 하강의 움직임은 각 인물들이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포기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삶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무명시인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무명시인의 자살에 이 

르러 작품의 하강웅직임은 작품의 비극성을 최고조로 고조시킨다. 

메타소설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디오니소스적인 분신관계， 이바노 

프의 ‘비극’ 장르에 대한 이해는 이 작품에 신화적 성격을 부여하는 중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작품의 신화성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또한 작품이 끝임없이 되새김질하는 빼쩨르부르그 신화에 대한 지향 

에서 비롯됨을 간과할 수 없다. 

2. 삐쩨르부르그 신화와 문화 

소설은 강한 빼쩨르부르그 신화 지향성올 띤다. 작품의 처음 부분에 제시되 

고 있는 두 편의 서문 모두 빼쩨르부르그에 대한 언급으로 출발하며， 작품 곳 

곳에는 도시의 실제적 공간으로서의 빼쩨르부르그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라이트모티프로서 반복되는 구체적인 도시 형상의 텍스트 

속으로의 도입은 작품 슈제트상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직접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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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과 동시에 작가의 직접적인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즉， 작가형상은 서문 

에서 마치 둥장인물처럼 직접 둥장하여 “이제 빼쩨르부르그는 존재하지 않으 

며 자신은 “요람을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선언함 

으로써， 소설 『염소의 노래』가 빼쩨르부르그 신화를 새롭게 생성하거나， 혹은 

새로운 레닌그라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망자로서의 

빼쩨르부르그의 장례치르기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작가형상의 이 작업은 

자기자신까지도 포함한 매장하기이며， 이는 어떠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라기 보다는 단순한 열망에 대한 반향이다. 

Tenepb HeT neTepÕypra. ECTb }]eHHHrpalI; HO }]eHHHrpalI HaC He KaCaeTC.5I 

-- aBTOp no npO~eCCHH rpoÕOB뻐K ， a He KOJThlÕeJlbHblX lIeJl MaCTep. nOKa:I<emb 

ewy rpoÕHK -- ceA:'Iac nocTyKaeT H y3HaeT, H3 KaKOrO MaTepHaJla ClIeJlaH, 
KaK lIaBHO, KaK뻐 MaCTepOM, H lIall<e polIHTeJle꺼 nOKoA:HHKa npHn。‘빼T. 80T 

cell'lac aBTOp rOTOBHT rpoÕHK lIBalIllaTH ceMH rOlIaM cBoell lI<H3HH. 3aH.5I T OH 

YlI<aCHO. Ho He lIywaeTe, 'ITO C ueJl뻐 KaKolI-HHÕYlIb rpoÕHK OH H3rOTOBJI.5IeT, 
npOCTO CTpaCTb y HerO TaKa.5l. nOBelIeT HOCHKOM -- TpynoM naXHeT; 3Ha'lHT, 
rpoõ HYlI<eH. H JlIO마IT OH CBOHX nOKoIIHHKOB, H XOlIHT 3a HHμH ell{e npH lI<H3HH, 
H py'lKH HM lI<MeT, H 3arOBapHBaeT, H HCnOlIBOJlb 1I0CKH 3arOTOBJI.5IeT, rB03따IKH 

3aKynaeT, KPYll<eB no CJIY'IaIO 1I0cTaeT.(13) 

작가형상이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는 망자들 즉 이전의 빼쩨르부르그 신화 

텍스트들은 작품 전체에 수많은 기호들로 포진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러시아 

문학전통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골， 도스또예프스끼， 벨르이， 블록의 빼쩨르부 

르그 신화소들이다. 이러한 전통적 신화소들은 시공간과 플롯의 도치， 다양한 

시간을 동시적으로 제시하기， 의식의 흐름， 스타일과 장르의 이질적인 부조화， 

아이러니한 톤과 서사적 톤의 혼재， 파편적인 서술구조 등과 같은 온갖 모더 

니즘적인 기법들이 실험되는 바기노프의 텍스트와 뒤섞이고 혼합된다. 

작품전체에 걸쳐있는 빼쩨르부르그의 부재， 죽음 그리고 장례와 같은 주제 

의식은 즉시 텍스트를 신화세계로 이끄는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작가형상에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실제적인 도시가 아니라 환영， 허위， 위선， 추함， 특히 

꿈과 이상이 배제되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빼쩨르부르그는 작가형상뿐만 아니 

라 그의 직접적인 분신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하여금 러시아 문학 전통에 

서 표현되던 빼쩨르부르그 신화성을 체험하게 만든다 12) 

12) 러시아 문학에서 빼쩨르부르그 텍스트들이 일정하게 보여주는 빼쩨르부르그 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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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인공들은 혁명이전의 러시아의 구인텔리겐치아의 대표들이다. 특히 

그 가운데 쩨쁘졸낀은 수개국어에 정통하고 있으며， 고대 회랍의 문화에서 르 

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체슬라프 이바노프까지 정통하고 있는 석학으 

로 인문학의 담지자이다. 따라서 그의 위상은 단순한 주인공들의 하나라기 보 

다는 빼쩨르부르그 문화와 유럽문화의 중개자로서 자기매김되고， 더 나아가 

문화로서의 빼쩨르부르그 형상이 된다. 르네상스， 재생에 대한 열변을 토하며 

고대적 전통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문화의 결실을 동시대에 맺고자 했었던 

그의 열망은 “번영”이라는 제목의 12장의 그의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nOcne TpeTberO npenO~aBaTe~ nO~H뻐aeTC.lI TenTenKHH. 

- rp8JK~aHe. - rOBOpHT OH. - B퍼 nOQTHnH HaC CB.lI~eHHWM 3BaHHeM npo

$eccopOB H npenO~aBaTeneR; OT rono~a. OT nOBaRb뻐x 6one3HeR. OT MOpaRb

Horo CTpa~aHH.lI. Ha CeBepe neTep6ypr norH6aeT. TaM KHHrOXpaHHnH~a onyc

TenH. MY3eH 60nbme He noce~ruoTC.lI. B YHHBepCHTeTe 야O~T. cephle KaK TeHH. 

cTy~eHThI. TaM He HH C06aK. HH KOmeK. BOpoHhI He neTaIOT. Bopo6bH He QHPH-

유형론적인 특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빼쩨르부르그는 현실계 

와 저승계의 이원세계로 구성된 공간이다. 둘째， 빼쩨르부르그는 사자(死者)들의 도 

시， 즉 포스트아포칼리프시스적인 공간이다. 셋째， 건축물， 조각품， 집들은 살아 움직 

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람들은 그림자이거나 인형으로 이해된다. 그 대표적 

인 예가 ‘청동기마상(Me~뻐 Bca~HHK)’이다. 넷째， 빼쩨르부르그의 참된 실제성을 구 

성하는 것은 유럽의 문화이며， 빼쩨르부르그의 공간 자체는 거짓， 위선과 환영의 공 

간이다. 다섯째， 빼쩨르부르그 공간에 대한 극장적 이해이다. 즉 무대 위의 연극적 

공간과 무대 뒤의 공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설정되는 것과 같은 빼쩨르부르그 공 

간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여섯째 빼쩨르부르그는 역사적 우연성이 객관적 합법 

칙성을 지배하는 공간이다. 일곱째， 마술적 신화와 종말론적 신화의 통일성이 이루 

어지는 곳으로， 도시는 늪지의 물위에 세워졌으며， 물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라는 

이해를 보인다.(따라서 이때 주로 홍수의 모티프가 출현한다.) 여닮째， 빼쩨르부르그 

도시는 문화적인 이차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유럽문화의 인용으로서 존재 

한다. 아홉째， 빼쩨르부르그 텍스트는 사건 아닌 것이 특별한 사건이 된다. 주인공들 

의 행위는 거부되고， 오히려 주인공들의 자기반성적 행위가 사건화된다. 열째， 빼쩨 

르부르그 텍스트에는 특별한 유형의 주인공， 빼쩨르부르그 괴짜가 출현하며 이들은 

주변세계를 고유한 실재로 믿지 않으며， 오히려 덧없는 신기루로 인정한다. 

사실， 이러한 빼쩨르부르그 텍스트의 모든 특정들이 바기노프의 소설 『염소의 노 

래』에서 개념화되고 있다. 작가는 이런 특징들의 기능론적인 역할을 러시아 문화의 

특성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또한， 크게 보자면， 이런 특정들은 실제적인 현상과 문 

화적인 조건성의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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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OT. < ... > 3JleCb, CpeJlH IOlKHOlt np뻐0매， B 5narOJlaTHOM KnHMaTe , B H305HnHH 

nnOJlOB 3eμHJ.IX， MbI pa30BbeM HHTeneKTyanbH뻐 caJl, HaCallHl에 nnoJll>l KynbTy

pbl.(65) 

그러나 “번영”은 겨울이 지나면서 퇴락하게 되고 그를 포함하여 그 자신의 

친구들도 모두 마약에 빠지거나 신비교에 빠져버린다. 작품의 말미에 이르면 

쩨쁘쫓낀은 더 이상 휴머니즘의 문화 대변자나 혹은 그 자신이 그러한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관청의 서기나 회계원과 자신이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접시를 깨는 

저급한 인물로 추락한다. 예술가의 표상이자 빼쩨르부르그의 펼로스트라트인 

무명시인은 이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시인이 아 

닌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의 평범한 시민인 아가포노프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다. 그 외의 주인공들도 더 이상 고급문화의 담당자가 아닌 단순히 순번표를 

나누어주는 사람， 책방주인， 수집광 둥으로 변화된다)3) 

이러한 주인공들의 쇠락과 연결되어 고찰되고 있는 주제의식은 빼쩨르부르 

그의 실존적 위상과 관련된 문화의 운명이다. 

TPOHU뻐 yCTynHn MeCTO, KOTHKOB B~HO cen B KpeCnO: 

-- A no BeqepaM MaTb <<OHO>> rOBOpωla 0 napHlI<e, 05 EJIHCeltcKHx noJUlx H 

。 Ka5pHoneTax ， H 16-TH neT OHO y5e*ano B neTep6ypr C 6aneTHI뻐 apTHCTOM. 

OHO ~5Hno neTep5yr KaK ceBepHbllt napHlI<. 

TenTenKHH BCTpeneHYnc~. 

--neTeo5vor -- ueHTp rVMaHH3Ma, -- npepBan OH paCCKa3 C MeCTa. 

1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타소설적인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인물들은 바기노 

프와 M. 바흐젠의 친교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바흐씬은 당시 그의 미완성 논문 “미적 
활동에서의 작가와 주인공”을 집필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이 작품에서 철 

학자의 모습으로 동장한다 r염소의 노래』는 바흐첸의 영향을 따른 작가와 그에 의 

해 창조되는 주인공들 사이의 상호조건성과 상호종속성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실험 

이 이루어지고 있은 작품이다. 인물들의 목소리는 작가의 직접적인 발화와 함께 올 

려퍼지기도 하며， 때로는 작가의 목소리를 삼키기도 한다. 인물들의 조건성과 갈등 

은 인물들의 원형이 쉽게 파악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부각된다. 즉 쩨쁘쫓낀은 당 

대의 유명한 문학연구가이자 문화연구가인 뿜빨스끼 (JI. B. nYMn~HcKHlt)를 연상시키 

며， 시인 자에프라뜨스끼는 구밀료프(H. r앤HneB)를 연상시킨다. 인물들과 실제 원형 

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T. HHKonbcKa~ ， KOCTaHTHH BarHHoB, 

ero Bpe~ H KHHrH. B KH.: KOHCT. BarHHoB, K03nHHa~ necHb, M. , 1991, c.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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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 ueHTP 3nnHHH3Mκ - nepe6HR HeH3SeCTH뼈 n03T .(89)[밑줄 필자] 

탑으로 대표되는 문화의 공간은 빼쩨르고프의 섬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빼쩨르부르그로 확장되어 주인공들에게 빼쩨르부르그는 초기 기독교 사회의 

로마로 이해된다. 인문주의의 중심지이자 헬레니즘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던 

로마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못했던 것처럼， 20 

년대의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에서 빼쩨르부르그의 문명의 중심지 역할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이 공간에서 문화의 담지자， 곧 

예술의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은 과연 새로운 유물론적 소비에트 

사회에서 자기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술가의 운명 

에 대한 자기성찰이 빼쩨르부르그의 운명과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다. 

소설 『염소의 노래』의 시공간은 크게 두 차원으로 제시된다. 그 하나는 ‘문 

화의 시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의 시공간’이다. 전자는 작품의 주인공들 

이 상호의사 소통을 이루는 공간이며， ‘고상한 주제 (BblCOKHe npellMeTbI)’에 대 

해 논의하는 세계인 반면 후자는 상호의사 소통이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공간 

이다. 이 공간들은 소설에서 존재와 비존재의 차원으로도 연결되어 제시된다. 

즉， 무명시인은 자신의 일상적인 이름(아가포노프)을 획득하자 죽음에 이르며， 

마리아 빼뜨로브나는 더 이상 쩨쁘똘낀의 “꿈(MetlT a)"이 되지 못할 때 죽는 

다. 그러나 이 공간들은 독단적인 자신의 세계를 주장하고， 고립된 형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적인 관계로 제시된다. 즉， 두 세계는 완전히 

‘합일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디오니소스적인 원칙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화세계의 담당자로 동장하는 주인공들은 특히 쩨쁘졸낀과 무명시인은 선 

화적인 세계의 보존자로 존재한다. 이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 

이며， 문화적 원칙의 대표자들이다. 작품에서의 직접적인 마술적-제례적 행위 

는 일상적 차원의 삶을 이전의 문학적 예술적 삶으로 의미화하는 행위로 제 

시된다. 얼마 전에 사망한 빼쩨르부르그의 시인이자 예술가， 여행가인 자에브 

프라뜨스끼의 힘， 세계관， 자긍심에 반한 미샤 꼬찌꼬프가 고인이 남긴 유품 

들과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따라하고，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삶의 모방은 삶의 연극화이자 예술적 차원으로의 고 

양행위이다. 이들의 이중적 존재차원이 갖는 불안감은 따라서 본원적인 것이 

었고， 결국 작품의 주인공들은 점증하는 소비에트 세계의 유물론적 위협으로 

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자신들의 문화사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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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속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다. ‘탑’의 기능은 작품속에서 직접적으로 동장하 

는 쩨쁘졸낀의 ‘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의 사원 (xpaM HC J<YCCTB)’, 고문서 도서관， 사탕포장지를 비롯한 다양한 잡 

동사니 수집， 각각의 인물들이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진 진귀한 서적， 물건 

등은 한 면에서는 문화의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사실상 

주인공들을 당대의 부조리와 공포로부터 차단시켜주는 피신처로서의 수동적 

기능을 한다. 

탑으로 상징되는 빼쩨르부르그의 문화는 주인공들의 파멸과 함께 소멸되었 

고， 따라서 이제 ‘빼쩨르부르그’는 없고 레닌그라드만 있을 뿐이다. 문화의 재 

생과 부활을 꿈꾸며 썩은 시체냄새가 나는 빼쩨르부르그로부터 빼뜨로고프로 

피신했던 그들은 빼뜨로고프가 폐쇄되어 빼쩨르부르그로 돌아오지만， 그곳에 

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살에 이를 정도의 무서운 자기쇠잔과 파멸뿐이다. 

이러한 쩨쁘졸낀과 작품의 주인공들의 체험은 “나는 빼쩨르부르그를 좋아하 

지 않는다. 나의 꿈은 끝났다라는 작가형상의 첫 번째 서문에서의 선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작가형상과 쩨쁘졸낀 그리고 그의 주인공들의 파멸은 

빼쩨르부르그의 문화의 종언으로 선언되는 것이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뒤섞임 문화적인 풍자와 장르적인 무대의 계속되는 

그로테스크한 혼합， 예술에 대한 봉사로서의 고양된 삶과 도시 빈민굴의 하층 

민의 삶과의 혼재 뭉은 작품의 미학적 성격올 결정짓는다. 이러한 소설의 시 

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바흐씬의 ‘메니빼아’ 이론이지만，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러시아 문학 전통에서의 고골， 도스또예프스끼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벨르이 (A. EeJ뻐ß)의 『빼쩨르부르그(neTepôypr )~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선배들의 빼쩨르부르그는 이 작품에서 단순히 

차용되지만은 않는다. 벨르이의 빼쩨르부르그가 인식의 위기로서의 빼쩨르부 

르그를 의미한다면， 다시 말해 초감각적인 절대적 가치들을 상실하고 오직 연 

기에 가득찬 도시에서 악마적인 행위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식의 위기 

에 처한 빼쩨르부르그를 상징한다면 『염소의 노래』에서의 빼쩨르부르그는 문 

화의 위기， 새로운 사회주의 현실에서의 문화의 불필요성이라는 위기의 상징 

의 기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자체이고， 역사적 현실로서의 빼쩨르부르그 문화와 레닌그라드 

문화의 연결선은 바로 고대의 건축물과 고대의 그림들로 제시된다. 

성스러운 문화의 공간과 소비에트 사회의 역사적 현실의 차원에 걸쳐 그 

이원적 존재론적 기반올 가지고 있던 주인공들은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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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대 건축물이나 그림들과 아울러 성스러운 고전 텍스트들을 통하여 두 

세계를 넘나든다. 작품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고전 텍스트의 인용이나 단어 

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일상성의 세계와 성스러운 문화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주술적인 말로서 세계의 존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마 

치 창작과정에 대한 메타적 자기기술 행위가 마치 무의 세계에서 실재의 세 

계를 불러내는 작가형상의 주술적인 언술행위이듯 돌돌 말려 접혀지고 압축 

되어 표현되는 개별적인 말(CJJOBO)들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신화소이자 세계 

를 변형시키는 힘이다. 

3. ‘말(CJlOBO)’의 신 화성 

소설 『염소의 노래』는 모든 메타소설이 그러하듯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 

는 현실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심， 그로 인해 생겨나는 

언어의 리얼리티 구성력에 대한 점증적인 신뢰 더불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실존적 위기의식 둥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작품의 첫 부분올 조금만 지나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주 다면적인 공간 

을 마주하고 있음올， 그리고 그러한 공간의 다면성은 인물과 작가의 층위의 

구분 불가능성， 현실과 예술 층위 구분의 불가능성， 나아가 기호와 지시체， 기 

표와 기의의 구분 불가능성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된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 

과 문화 전체는 기호계와 현실계의 일대일의 안정적인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때， 20세기 초 다양한 문학적 실험， 특히 소위 말하는 메타 문학 

적 경향은 이러한 전제를 뒤흔드는 작업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작업의 전방에 서 있었던 오베리우들이나 바기노프 등에게 있어서 ‘말’이 

가지는 새로운 창조적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된다. 바흐젠이 

주장하였듯 실제작가 바기노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시인의 다음의 

언급은 언어의 새로운 의미생성 능력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BY CTpeMHTeCb K 6ecc뻐CJleHHOMY HCKyCCTBy. HCKyCCTBO Tpe6yeT 06paTHO

ro. OHO TpeCíyeT OC뻐JleHHJI 6ecc뻐CJlHUY. lJeJlOBeK co BCeX CTOpoH OKpy*eH 

Cíecc뻐cJlHuel!. B외 HanHC aJIH HeKOe CO'leTaHHe CJlOB, 6ecc뻐CJleHH뻐 Ha60p 

CJlOB, ynopJl~O'leHH뻐 pHTMOBCKOl!, Bμ ~OJlll<H퍼 BrJIJI~eTbCJI ， B'IyBcTBoBaTbCJI B 

3TOT Ha60p CJlOB; He npHKocHyJlO JIH B HeM HOBOe C03HaHHe 뻐pa， HOBaJl Iþop 

Ma OKpy*aIOBlerO, 뼈o K8JIC~aJ1 3nOXa o CíJla~aeT el! O~HOl! C06CTBeHHol! φpMOl! 

HJIH C03HaHHeM oKPY*aIODler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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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구하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근거하여 

의미를 생성해내는 말이며 그러한 말을 통해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새로운 잣대를 구하는 것이다. 쩨쁘졸낀의 다음의 언술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M잉 JDO)lH I<yJlbTypHIie , 뻐 Bce OCíbjlCHHM H nol!MeM. lla, lla, CHatlaJla O CíbjlCH뻐， 

a nOTOM nol!MeM -- CJlOBa 3a HaC llYMa~T. HatlHemb tleJlOBe I<y o CíbjlCHjlTb , npH

cnymaembC jI I< CBO뻐 CJlOBaM -- H Te Cíe CaMOMY MHOrOe CTaHeT j1CHO. 

H OH BCnOMHHJI 0 HeH3BeCTHOM n03Te. Jbo61깨T OH 3110pOBO HeH3BeCTHOr。

n03Ta! HanHmeT HeH3BecTHwl! n03T, He ~’ajl ， llBe CTpOtlI<H, a B뼈lleT YMHO, 3X, 
tlepT B03b뻐， I<a I< YMHO. H 6YlleT B 3THX CJlOBaX rH6eJlb, H BeJIH I<ajl CTpaCTb, 
H *aJlo Cía Ha 3aXO~mee Ha Be I< cOJIHQe. 3a HeH3BeCTHOrO n03Ta CJlOBa C때M 

llYM~T. 0 , I<aI< YμeJl OCípamaTbCjI CO CTHXa뻐 HeH3BeCTHoro n03Ta TenTeJlI<HH! 

Ka I<HM MHOroo CíHJlHeM CMWCJla paC I<pWBaJlHCb ~ HerO MeTa~pa HeH3BeCTHOrO 

n03Ta! Ka3 aJIOCb eMY, pa3pymaeTc jI rOCYllapCTBO, a tlHCTWl! ~HOma nOeT 0 CBO-

6011e nyxa, nOeT C I<pWTH。’ I<a I< 6w CT~Cb， a BCe cnym~T H XBaJIjlT 3a HenO

H껴THwe MeTaiþop꾀， 3a CHjlHHe, B03HHI< a~mee OT COnOCTOBJleHH jI cJloB.(28) 

‘말들의 병치 (conOCTaBJleHHe CJlOB) ’ 속에서 생겨나는 의미， 먼저 생겨난 말 

에서 창출되어지는 세계， 국가로 대표되는 기존의 공고한 체계가 무너지는 듯 

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가 바기노프가 추구하는 바 진정한 예술이며， 이는 

작품 속에서 작가형상의 창작 원칙이자 쩨쁘폴낀의 창작의 원칙이고， 곧 무명 

시인의 창작원칙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의미를 조정하는 주체로서 말을 수단 

으로 사용하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씌어진 말이 그 자체로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작가의 창작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자리하게 되며 작품의 복잡한 메타텍스트적인 구조 역시 이러한 말의 속성에 

서 흘러나오게 된다. 즉 작가가 말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그는 자신의 인물 

의 주인 이 될 수 없는 것 이 다. 

바기노프의 창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말에 대한 

바기노프의 생각은 무명시인의 말에 대한 생각과 일치한다)4) 무명시인은 말 

의 내적인 형식의 시원적인 본질， 물과 동일시되는 마로 침투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해 말을 그 일상적인 사전적 컨텍스트 속에서 떼어내고자 한다. 다시 말 

14) illHH뻐Ha O. B. , 06pa3 CJlOBa B I<OHTe I<CTe XYllo*eCTBeHHoro MHpa BarHHoBa, Russian 

Literature XLII, 1997, pp. 34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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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는 말의 ‘마술적인’ 잠재력을 복원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소설의 인물들 

에게서 말의 발화， 신화적인 의미의 이름부르기는 비존재로부터 세계를 불러 

냉이 된다i'염소의 노래』 역시 공허와 낙하에 대립되는 말에 의한 세계 만들 

기의 하나로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말의 존재 형성력에 관한 바기노프의 

믿음은 그의 초기 시들에서도 잘 드러난다.15) 이러한 그의 언어 이해 속에서 

말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전 예술텍스트의 실제성을 창출하 

고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쩨쁘쫓낀의 “예술은 도취이며， 존재의 객관적 

단계 이 다(HCKYCCTBO eCTb BOCXH~eHHOCTb， eCTb 06beKTHBH찌꺼 q>a3HC 6LITHjJ)"라는 

말이나 쩨쁘쫓낀의 작품에 대한 작품 속 작가형상의 언급 “책의 라이트모티 

프: 예술은 도취적인 존재이며， 환상은 존재의 객관적 단계 (neRTMOTHB KHHrH: 

HCKYCCTBO eCTb 6LITHe BOCXH~eHHOe ， q>aHTa3H jJ eCTb 06beKTHBH뼈 q>a3HC 6LITHjJ)" 

동은 쩨쁘졸낀-작가형상-무명시인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창작 원리라 할 수 있는 바기노프의 언어관을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언어관은 당대에 그가 교류하던 오베리우뜨들의 언어관이나 

그보다 앞선 모더니스트들의 언어관과 유사하다. 홍미로운 것은 이러한 언어 

의 자족성， 세계 구성 능력이 노골적이기까지한 신화지향성 속에서 아주 구체 

적으로， 누구의 언어론보다도 쉽게 제시된다는 점이다: 말이 있고 세계가 열 

린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작가적 언급에 해당하는 무명시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신화적 언어의 사용에 대해 아주 구상적으로 보여준다. 

XYllOllCHHKy He 'lTO 3allaHO BHe jJ3h1Ka, HO OH, paCKH뻐Ball CAOBa H COnaBAlIlI 

HX, C03 t1aeT, a 3aTeM n03HaeT CBOIO Irÿmy. TaKHM 015pa3oM B IOHOCTH MOeA:, CO

nOCTaBAlIlI CAOBa, II n03HaA BCeAeHHYIO H ueAhlA MHp B03HHK llAlI MeHlI B lI3h1Ke 

H nOllHlIAC lI OT jJ 3h1Ka. H OKa3aAOCb, '1TO 3TOT nOllHlIBmHAclI OT lI3h1Ka MHp 

COBnaA YllHBHTeAbHhlM 015pa30M C lleAcTBHTeAbHOCT~.(86)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말의 마술적 잠재력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인식 역시 

‘비극’적인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 말의 창조적 생성력과 연관되어지던 술 

취함이나 광기 같은 신화적 모티브들 역시 그 위태로운 허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언젠가 한번 나는 술취함도 단어의 병치도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15) 예를 들어 그의 초기 시 <R npoMeHlIA BeCb llHBHhlA ry끼 npHpo뻐>(1922)를 보자: 

Affi15A1O CAOBa: npell'lyBcTBYIO nalleHbe, 
3a15BeHbe CMhlCAa HX Cpellb TOpllCHm rOpOllcKH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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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느꼈다(OllHall<뻐 jI nOqYBCTBOBaJI, qTO COJIraJIH eMY - H OnbjlHeHHe, H 

conOCTaBJIeHHe CJIOB)"라는 작품 속 작가의 말과 무명시인이 자신의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나 아냐， 아니다， 말들이 거짓말을 했다， 실은 그녀는 오 

래 전에 죽었다(Ho HeT, HO HeT, CJIOBa COJIraJIH, Bellb OHa YMepJIa llaBHO)"라는 

언급은 이룰 보여준다. 더욱이 말의 이질동상형인 인물들의 결말 역시 부활보 

다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서문에서 언급되는 ‘관’으로서의 작품의 의미 역 

시 이러한 위태로웅의 반증이 된다. 

이렇듯 말의 신화적 힘에 대한 지속적인 토로와 그 실험의 배면에서 지속 

적으로 울려나오는 이러한 아이러니는 『염소의 노래』에 독특한 긴장감을 부 

여한다. 이 작품은 신화가 무너진 폐허의 자리에 그 신화에 대한 패러디나 메 

타-신화로 구성되는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염소의 노래』의 전체의 현란한 

의미작용은 작품의 주요 구성축을 이루고 있는 신화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말들과 그 말들에 대한 메타적 언술 그리고 그러한 메타적 언술 속에서 생겨 

나는 말과 인물， 말과 텍스트간， 인물과 인물들16) 간의 이질동상적인 형국들 

과， 다른 한 축에서 지속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장으로 잠입해 들어오는 ‘말들 

의 거짓일 수 있음’에 대한 불안간의 의미병치에 있기 때문이다. 

川. 맺음말 

K. 바기노프의 『염소의 노래』는 다종다수의 기호로 충일되어 있는 텍스트 

이며， 장르적으로는 소설의 경계까지 확장시킨 메니빼아(MeHHnnejl)이다. 구체 

적인 카니발적인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이 장르는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일어 

났던 모든 가치체계의 전복과 유사한 역사적 격변 상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의 하나이다. 비실재(非實在)의 세계로부터 세계를 불러내는 일종 

의 주술적인 언술행위처럼 고안된 이 소설의 구조는 자체의 창작사에 대한 

메타시학적인 차원의 기술로도 파악가능하다. 이는 작품의 배면에서 희생제불 

과 신의 동일시， 동시에 제전의 참여자의 신성에 참여(엑스타시)와 같은 디오 

16) 이에 관해서 다음의 작가형상의 언급을 찾아보자: “… 이어 계속되는 자신의 주인공 
바라보기 ... 나는 창으로 다가간다. 얼마나 고요한가 .... 그리고 행인들은 얼마나 슬 
픈가. 그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도 나의 주인공들은 그와 아는 사이 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우연히 살아남은 나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지도 모른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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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소스 제전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소설구조 형성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디 

오니소스 축전에서 사제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염소와 동일시되어 제의에 

참여자들에 의해 찢겨지듯이 바기노프의 소설 『염소의 노래』에 등장하는 작 

가형상은 자신의 주인공들에 의해서 찢겨져 있다. 작가형상은 다만 메타문학 

적인 기법， 자족적인 허상， 그로테스크적인 그림자일 뿐으로， 그의 소셜은 작 

가와 그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들의 상호종속 독립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고 

있는 모더니즘의 실험실이다. 주인공들의 목소리는 직접적인 작가의 발화와 

나란하게 울려퍼지기도 하며 때로는 작가의 발화를 삼켜버리기도 한다. 작가 

형상과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들은 디오니소스 제의에 참여 

한 사제들처럼 새로운 소비에트 역사시대 속으로 멸망해가는 빼쩨르부르그 

신화의 제사장들이 라고 할 수 있다17) 

『염소의 노래』에서의 빼쩨르부르그 문화의 파멸은 인물들의 정신적인 죽음 

과 병행적인 과정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이 파멸은 아직 최종적인 단계의 것 

이 아니다. 이 파멸은 소설의 무명시인에 의해서 쓰여지는 언어자체가 이 문 

화의 담지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소설의 언어자체가 이 문화의 담지자로 

계속 살아남아 궁극적으로 유럽의 휴머니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사라져버린 빼쩨르부르그의 전통문화는 언어 속 

에 보존된다. 오베리우뜨들이나 여타의 급진적인 아방가르드의 언어관과 바기 

노프의 언어관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표지는 그의 과거에 대한 문화적 기억 

소로서의 언어， 예술관이다. 작품 속에서 레닌그라드를 향한 작가형상의 적대 

17) 고대그리스 극장에서 ‘비극’은 결코 저차원의 희극적 코메디나 풍자적인 드라마들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고대 그리스 극장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바기노프의 

소셜들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해준다. 

바기노프의 네 편의 소설 rK03 J1HHa51 neCHbJ (1928), rTpy때 K 뻐H CBHCTOHOBa~ (1929), 
fBaM6o\lallaJ (1931), frapnaroHHaHaJ (1933)은 고대 그리스 극장의 원칙에 따라 씌어진 

작품으로 고찰가능하다. 즉 하루 동안 세 편의 비극과 한 편의 희극을 반드시 같이 

공연했던 고대 그리스 극장의 원칙은 바기노프의 네 편의 소설을 사부작으로 고찰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각 소셜은 각각 3/4 가량의 비극적 내용과 1/4 가량의 희극적 
내용으로 구성됨올 보여준다. 이런 설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네 편의 소설은 모 

두 ‘카오스-코스모스’ 둥과 같은 하나의 슈제트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네 편의 소설 

에서 ‘빼쩨르부르그 문화의 연속적인 파멸과 그 과정의 인물들 속으로의 침투’라는 

하나의 통일한 유형론적 슈제트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부작의 각각의 인물 

들은 한편에서는 빼쩨르부르그 문화의 원형이자 그것의 신화론적 구성성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체가 순수한 문화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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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감은 레닌그라드의 성립이 문화적 기억소의 파괴를 통해 이루어졌음에 

기인한 듯하다. 바기노프는 바흐씬의 이론에 기대어 빼쩨르부르그를 카니발적 

이고 그로테스크한 공간으로 제시한다. 이 곳에서는 모든 유럽적인 문화의 상 

위가치가 전복되어 새로운 유형의 신화적 장을 형성하게 된다. 작가 바기노프 

가 노리는 디오니소스 신화에 대한 지향은 작품을 빼쩨르부르그 신화와 연결 

시켜， 작품을 한편에서는 빼쩨르부르그 문화의 비극으로 해석될 수 있고， 동 

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빼쩨르부르그 문화의 부활을 제례적으로 묘사하는 카 

니발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묘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다. 

또뽀로프(H. B. TOnOpOB)가 지적하듯이， 바기노프의 이 소설은 살아있는 문 

화적 실제를 대체하는 문화적 쿄드들의 모음으로서 극도로 구조화된 쿄드 속 

에서 러시아 문학전통의 빼쩨르부르그 텍스트를 완성하고， 장사지내는 마지막 

텍스트로서 해석될 수도 있으며，18) 동시에 디오니소스의 부활처럼 모더니즘 

(A. EeJ뻐a의 Ii'neTep6ypr.l)으로부터 포스트모더 니즘(A. 빼TOB의 Ii'nymI<HHCI<뼈 

llOM.l)으로 이르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19) 

결론적으로， 바기노프의 소설은 빼쩨르부르그 신화의 발전에 있어서 개념적 

인 결론으로써 기능하면서 동시에 순수한 문화적 조건성으로서의 메타서술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18) H. B. TonopoB, “neTep6ypr H <<TIeTep6ypcI<Hß Te I< CT pyCCI<얘 깨Tepa TYPI1l>>" , 씨빼. PHTyaJI. 

CHMBOJl. 06pa3, M., 1995. 
19) B. H. TonopoB, “neTep6ypr H ceMHOTHI<a ropo.lla", Tpy때 no ceMHOTHI<e,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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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ифОЛОГИЧНОСТЬ 

В романе "Козлиной песне" К. 8агинова 

Паk чаОН Со 

К, Вагииов СОЗН/liельно в заглавии романа дает буквальныйсточный) рус

ский перевод греческого слова "Трагедия", ,ем самым отсяает читателя к 

генезису этого греческого жанра, Жанр "трагедия" ПРОИСХОДИI от Деонисис

кого культа, когда жрецы Деониса танцевали в I<о3линных масках вокруг 

круглого жертвенника. На Вагинова оказала большое означение работа Вяч. 

Иванова, в частности его I<нига «Эллинская религия страдающего Бога» 

(1904). 

Благодаря подобному ,очному переводу греческого понятия Вагинов доби

вается амбивалентное,н заглавия. С одной Clороны, роман Вагинова можно 

ИНiерпретнровать как трагедию пе,ербургскоя. культуры, с другой, как кар

навальное ГРО1"ес)(ное преДС1"авленне, РИ1"уально изобразающее возро*дення, 

Жрец Диониса - :но козель после принесеня его в жеР1"ВУ. И герои Вагина

ва - жрецы пе1"ербургс)(ого IdИфа после 1"ОГО, )(ак Э1"ОТ миф погиб, т.е. был 

принесен в жеруву нов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эпохи. 

Все типологичес)(ие черты петербургс)(ого уе)(ста в романе Вагинава, во

первых, )(онцептуализированы, 1". е. автор ВЬ!ЯВJUlет их роль и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циониравания в русс)(ой литера1"УРНОЙ iрадиции. Bo-ВiОРWХ, они предс;а

влены в амбивален1"ных Оiноmениях, ка)( реаЛЬНОСiЬ и как I<УЛЬiурная услов

HOCib. Вагинов опирае1"СЯ на iеорию Бахтина и преДСiавляеi Пе1"ербург в 

виде )(арнавално-гроуес)(ного npoCipaHCiBa, где все высокие ценносуи евр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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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ÜCKOÜ KynbTyp~ nO~Bepra~TC~ TpaBeCTßß ß 06pa3~T HOBOe Ml빼onorßlIeCKoe 

none, 

TaKßM 06pa30M, pOMaH~ BarßHOBa nO~BO~T KOHuenTyanbH~ ßTOr pa3BßTß~ 

neTep6yprcKoro M때a ß O~OBpeMeHHO OTKp~Ba~T HOB뼈 nyTb ero MeTaOnßCaH깨 

KaK lIßCTO KynbTypHoÜ ycnoBHOCTß,(KynbTypa nOnHOCTb~ nO~eH~eT peanb

HOCTb.) 

B K03nßHOÜ neCHß OnßC~BaeTC~ r‘ß6enb neTep6yprcKoü KynbTyphl napannenb

HO C ~yxOBHOÜ CMepTb~ nepCOHa*eÜ, HO 3Ta rß6enb e~e He OKOHlIaTenbHO, OHa 

npeo~onßBaeTC~ 6naro~ap~ TOMY, lITO CaM ~3~K nOBeCTß ~B~eTC~ HOCßTeneM 

3TOÜ KynbTyp~， CB~3~Ba~~eM ee C eBpOneÜCKOM rYMaHß3MOM, nO BHyTpeHHeMy 

c~cny K, BarßHOBa r‘ß6enb KynbTyp~ npeO~OnßBaeTC~ ~3hlKOM: ~3퍼K npe~CTa

Bn~eT co6oü M빼onorlleCKße npe06pa3a~1때e peanbHOCTß Cßnhl , neTep6yprcKa~ 

Tpa뻐UßOHHa~ KynbTypa, ßClIep3HyB B peanbHOCTß, COXpaH~eTC~ B ~3hlK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