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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에서 살펴본 김의 환상적 택스트의
위상과 특성
30 년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 도그마로 인하여

환상문학이

번성하지

못했지만， 1996년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트가리타』 가 모스크바에서 출판됨으
로써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사에 환상문학의 부활이 촉발되었다. 스탈린 사후
의 소련 문학은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문학의 목적론을 탈피해서 개개인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려는 문학기류가 형성되었다.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

리타 (966)J 출판 이래 1970 년대 소련 문학의 주도적 경향은 예술의 개성， 주
제의 다양성， 예술적 자유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리얼리
즘 문학을 탈피한 환상문학의 텍스트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이율배
반， 비합리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요소， 환상적 이미지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접
목되고 있다1)

*

경남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1) 아브라함 테르츠 (Abram Tertz) 는

r사회주의 리얼리즘 관해서」 라는 그의 저서에

서 러시아 소비에트문학이 지향해야 할 점은 환상문학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
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세계문학의 차원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을 리얼리즘의 포기와 아울러 호프만이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작가로부

터 환상적 이미지를 수용하여 불합리성과 환상의 도움으로 어떻게 독자들을 진실
되 게 가르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1959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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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문학의

모태가 된 민속문학은 19 세기 위대한 리얼리즘 문학이

는 1770-80 년경에

시작되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환상문학은 20 세기에 새

로운 문학형태로서 자리 잡았지만， 그 밑바탕은 19 세기의 환상적

리얼리즘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은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

시키고 있다. 환상적
되톨려
에

리얼리즘의

대표자인 푸쉬킨， 고골리는 역사의

민속적이고 낭만적인 환상문학의

이르러서야 모더니스트에

시간을

전통에 기초를 다졌고， 19 세기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문학경향은 다시

말경

환상적

경향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1970 년 말부터

현재까지 환상적 요소들을 지닌 작품들이

있다， 2) 특히 김 0939- )의 소설인 『다람쥐，

잇달아 출판되고

1984 J 의 출판은 소비에트 - 러시

아 문학사에서 환상문학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서곡이 되면서， 김이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 김은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사에서

비추어

볼 때

푸슈킨，

고골리， 도스토예프스키， 졸로호프， 자마친 이후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는 환상
적 작가군(群)인 징기스 아이트마토프， 블라디미르 오를로프， 니콜라이 예브도

키모프의 문학정신의

맥을 이어받고 있다 ，3) 김은 19 세기말의 전형적인 러시

아 리얼리즘 문학과 舊소련 시기의

강력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으로부터

일탈한 소설을 몇 편 발표하고 있다，4) 환상문학을 대표하는 김의

문학 텍스

2) 나자 피터슨 (Nadya Peterson) 은 자신의 논문에서 “ 70년대 말에서 80 년대에 이르는
소련 문학의

특성은 환상문학을 ‘새롭게 부활시키려는 강한 염원’을 보여주고 있

다 "0986， 2)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슈퀴쉰 (Sukusin) 같
은 작가는 환상적
일련의

환상적

요소를 지년 민속적인 요소와 설화와 민간신앙을 접목함으로써

작품을

발표해

Rougle) 은 “고아한 예술분야에서

오고

있다고

환상적

주장하고

요소의

있다

찰스

러글 (CharIes

증가는 소비에트-러시아문학에만

국한된 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신선함

청아함 그리고 고도의 오락

의 질이 반영된 것 "(1990， 301-2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러시아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의 주된 흐름은 환상적 요
소플 지난 작품이 서서히 출판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환상문학은 블라지미르 오

를로프 (Vladimir OrIov)

r다 날로프 첼로 연주자」 와 정 기 즈 아이 트마토프 (Chingiz

Aitmatov) 의 r 백년보다 더 긴 하루，

4)

김의

작품은 여러 나라에서

일부가

r샤할린의 방랑자들J

1983,;

이다

번역되었고， 국내에서는 단편 모음집인 r 푸른 섬』 의

(1987 , 최건영，
1997,; 와

었고， 그 후 소설

r다람쥐， 권철근

타우로스의 마을，

싣민자.， 21α')()，; 이

국내에서

손명곤 편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

r아버지 숲， 김근쉬I 1뾰"}6，; 그리고 r켄
출판되었다

로이카(개혁)’과 ‘글라스노스치(개방 혹은 언론의

자유)’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

힘입어， 소련

문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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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18 세기 말경부터 20 세기 초에 이르는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에 뿌리내린

환상적

리열리즘 토양에

새로운 환상문학의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작가의

독특한 서사기법 구조와 테크닉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환상문학의 도래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김의

작품에서 환상적인 주요 요소들은 시간여행， 죽은 자의 부활， 영혼의

이동， 환생， 이야기하는 동물， 날아다니는 인간， 용， 초자연적인 화자인 켄타우

로스 창조， 초자연적인 화자다람쥐， 방사선 총 등이다. 김의 주인공들은 물리
적인 죽음 후에도 동물， 나무， 숲， 별의 정령이 되어 이 세계에 계속적으로 현

존하고 있다. 김의 텍스트에서는 극단적인 서사기법의 구조와 초자연적인 요
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화자가 빈번히 바뀌고 시제의 불일치가 나타난

다. 초자연적인 화자와 초자연적인 등장인물의 출현과 더불어 화자의 서사음
성도 한 문장 혹은 한 문단 내에서도 1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더 나아가 비 인

칭

화자로 교체되기도 한다. 김의

“그가 말했다

독특한 서술기법의

스타일은 화자음성인

혹은 “그들이 말했다”라는 독자와의 암묵적 인 서사양식 의 약

속을 깨뜨리고 화자가 여러 명의 주인공 사이를 자유롭게 념나들면서 서사하

고 있다. 더 나아가 김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 종교， 기독교， 그리스 철학，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양의 신화와 철학체계를 문학 텍스트에 차용하
여， 현대적 서사기법의 구조와 스타일에

접목시킴으로써 자의식이 강하게 반

영된 환상적 텍스트를 창조하고 있다.
김은

<연꽃>에서

초자연적인

서사음성과 초자연적인

등장인물틀의

출현

그리고 서사음성의 시공간을 초월한 빈번한 교체는， 김의 후기 텍스트에서 구
체화되는 모든 문학적 특성과 고안을 내포하고 있다. 김은 텍스트 내의 철학
적이고 신비적인 언급과 그리고 산문에서 운율을 지닌 시적인 문장들의 창조
로 김 특유의 시적인 메타 텍스트를 창조하고 있다. 김의 〈연꽃〉 텍스트에서

그의 서사기법의 특성과 양상을 분석한 후 그것이 진정한 환상적 문학 텍스
트5) 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적인 메타 텍스트로 명명할 수 있는 가를 분

대표적 문예잡지인 r신세계.J , r킷빌나 이 그 동안 터부시되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실음으로써 김의 작품도 이런 잡지들에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모스크바

에서 김의 전(全)작품이 여섯 권으로 출판되었다.

5)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공통적으로 김의 대표적 작품인 r연꽃，
읍소리，1980.1 , r다람쥐

1984.1 , r아버지

숲，

1989.1

1980.1 ,

r꾀꼬리의 울

그리고 r켄타우로스의

마을，

1993.; 은 소비에트-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의 환상적 작품이라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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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11.

r 연 꽃』 텍스트의 서사기법의 양상

김의 『꾀꼬리의

울음소리，

1990.1

난해하게 영켜진 이야기이다. 이

에

뒤이어

발표된 중편 『연꽃，

텍스트에는 김의 후기작품에서

1995.1

은

발전되고 있

는 서사기법과 다양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술가인 주인공， 주인공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 죽음과 구원의 문제， 인간-동물의 변형， 등장인물들 중
의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집단 서사음성인， ‘우리’ (MbI)를 내포하고

있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하다 (Kunicyn
중인 어머님을 방문하기

1982 , 236).

주인공인 화가 로호프는 와병

위해서 모스크바로부터 사할린 섬으로의

급히

문병

을 하게 된다. 로호프는 현재 어머니의 남편인 한국인 의부 박씨의 집에서 며

칠간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 15 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로호프가 다시 그의

어머니 묘소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플롯은 훨씬 더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때때로 로호프가

자신의 생각， 사건 그리고 감정들을 서사하기도 하지만 그가 사할린 섬에 머
무르는 사건의 서술은 전지전능한 비인칭 화자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 독자

는 다양하고 상이한 로호프의 어린 시절 친구틀의 서사음성틀， 그의

의부인

박씨의 서사음성， 그리고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다른 많은 등장
인물들의 서사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음성들 사이에서 화자의 빈

번한 이동은 한 문단 내에서 혹은 한 문장 내에서도 갑자기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화자음성의

예기치

않은 다양한 전이는

일상적인 서사표기인

말하다” 혹은 “로호프가 계속하다”라는 어먼 서사표시

없이

“그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다른 서사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총체적인 문장의 전후

관계 내 에 서 추론하여 야한다.
<연꽃>의 텍스트는 전통적인 시공간의 개념이 와해되어 있고 사건의 인과
율의 전후관계가 극도로 혼란하게 뒤엉켜있다. 한 문장이 로호프 어머니가 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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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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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목욕시키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사할린 섬에서 로호프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문장으로 종
결된다 (1980， 253). 동사 시제의 변화는 한 문단 내에서 혹은 한 문장 내에서
도 여러 번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는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현재의 기억

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야기 서사목소리의 실체가 누구인가 하는 끊임없는 노

력과 아울러， 시공간의
서사음성이
힘들기

개념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가 독서과정

중에

전달하는 이야기로부터 어떤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에 문맥의

전후관계 속에서

김은 고의적으로 독자를 오도함으로써

정보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마침내 서사음성의 실체가 뚜렷해졌을

때， 독자는 이전의 서사음성들과 관련된 모든 가정들을 숙고하여 그 텍스트의

정보를 재해석해야만 한다. 김의 총체적인 서사기법의 특성은 텍스트를 교묘
하게 배열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기대감을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 내에 작가의 간여와 그리고 텍스트의 속성과 본질을 밝혀주는 서사
기법의 모호성은 독자의 독서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작가의 간여의

암시는 제 1 장에서 완벽하지 못한 약강격의 운율 0980. 283-88) 로 씌어진 긴
문단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 문단에서는 서사음성의 주체가 서서히
해져서， 그것의

애매모호

설체가 누구인지를 거의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아울러，

김은 〈연꽃>텍스트의

전체에서

서사음성들의

감정적인

음조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과 이탤릭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두개의 활자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활자체로 서사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가 않다. 김의 이러한 문학적 고안들은 텍스트 안에 직접적으로 작가의 간여
가 실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되어야한다.

川<연꽃>: ‘삶의 합창’의 기능

<연꽃〉텍스트의 서사구조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여야한다. 텍스트의 어

떤 단위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러한 단위

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가 이러한 단위들을 서사하고 있는가? 화자， 주인공
들， 그리고 암시된 독자가 이러한 단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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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위들이 총체적인 텍스트의 플롯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가?
위의

질의에

대한 해답은 ‘삶의

합창’의

〈연꽃〉을 다루는 모든 비평가들은 예외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6)

없이 삶의 합창에 관하여 언급해오

고 있다. 그 중의 한 비평가인 쿠니친 (Kunicyn) 도 〈연꽃〉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의

합창의 이해가 펼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 의

이해이다". (“ nOHHHe {M뼈 OaHO

H3

Ba%HμX ... "

CaMhlX

1982, 237).
‘삶의 합창’은 〈연꽃〉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삶의 합
창은 1 인칭

복수대명사인 ‘우리’를 사용하면서

익명의

서사음성으로 최초로

나타난다. ‘우리’의 텍스트가 갖는 삶의 합창과의 최초의 관련성은 이중간격의
이탤릭체로 서서히 소개되고 있다.

EC JlH MhI B3110XHeM pa30M, B03 11YX 3eMJlH I10 I1HHMeTCJI HeBHl1aHHhlM yparaHOM.

Y

HaC XBaTHT BpeMeHH, 'l To6h1 0 Ka:{(l1oM CO 'lHHHTb 110COHHhlH peKBHeM.

HCnOJIHHM

He :l< HO ,

HCTOBO , C B03BblmeHHo Jl ne 'l aJIblO.

Ero

0981 , 250)

만약에 우리 7f 다 같이 깊이 숭을 들이키면， 땅의 공 71 가 일어내서
미증유의 태풍이 되어 비상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샤람에 대해서
자치 있는 진혼곡을 작곡하깨 위한 충분한 샤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혼곡을 섬세하게， 열정적으로， 고양된 슬픔을 느끼며 연주할 것이다.

독자는 <연꽃>의

이러한 서사적

고안 때문에

접하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임종시의
떨어진 삶의
이

시적인 분위기의

텍스트를

여인음성들뿐만 아니라， ‘멀리

합창’ (OTaaneHHoe neHHe Xopa 빼 3HH) 도 청취할 수 있다는 표현

있다. 그리하여 ‘우리’와 ‘삶의

합창’과의 상호연관성이

성립되고 있다. 이

양자의 상호성은 <연꽃>텍스트의 말미 부분에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로

호프 어머니의

임종 후에 로호프가 몇

명의 등장인물들과 대변하는 장면이

있다

꺼

yMepJIa , He

0띠.yTHB

npH 3TOM HH 'I erO---KaK H Torlla , Korlla pOllHJIaCb--H

Tenepb MOrJIa CO CTOpOH bI HaÕJIIOlIaTb CBOIO
Hamero Xopa. MbI y3HaJIH ,

6)

'1 TO

:l< H3Hb

lI eJIO , Ha3μBaeMoe

H CJIaBHTb

ee

B

neCHoneHH~X

CMepTblO, eCTb HeocnopHMoe

김은 때때로 ‘우리‘ (Mbl) 라고 단순하게 언급하기도 하고 ‘우리-합창’이라고도 명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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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H .aeTe Jl bCTBO TOrO , 4TO

lI<

H3Hb TB051 ôblJI a HMeHHO Ta I< OIO ,

l< a l< y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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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I ôy.aemb

BH.aeTb B CBOHX Be4HhlX CHOBH.a eHH 5I X no .a mYM Ol< eaHa , no.a rOpb l< He BOnRH 4ae l<.

(1981, 337)
태어나던 그 당시처럼 그랬듯이 죽을 때에도 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들

의 합창 속에서 삶을 찬미할 수 있다. 우리는 소위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네가 장차 대양의 물결소리와 갈매기들의 슬픈 울음소리 속에서 영변의 얼

굴로 보게 될 삶의 여러 모습들과 네가 직접 살았던 삶이 동일하다는 사실
에 대한 증거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은 자의 서사음성인 ‘삶의 합창’과의 상호 연관성이 구

체화되고 있다. 사실상 이 단락은 대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

장은 죽어 가는 여인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합창’에 의해서

서사되고 있다기 인간의 삶이 물리적인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영원성의
주제는 이 텍스트의 초기 부분에 소개되어

있다. 로호프 어머니의 삶의 여정

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그녀 자신의 서사음성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그것
들 중 하나의
것의

이야기는 이미 사망한 여인의 서사음성으로 서사되고 있다. 그

암시는 〈연꽃〉제 2장에서 ‘우리’의

서사음성인 “ HaM BeaOM---" 로 시작

되고 있다. 그 이후에 로호프의 어머니 유령인 (prizrak) ‘우리’가 박씨가 타고
있는 버스 안에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서사하고 있다.

H BOT , He .aonyc l< a51 TOrO. 4TOÔμ yMep OH [Pa l<] B nO Jl HOM HeBe ll< eCTBe.
I< OCHOCTH

H

BeJlH4aA피해

noxo ll< ero Ha

lI<

CI< OpbÔ , HeÔO HanpaBH JlO K He M)' paCKpameHOrO nOC Jl aH l.( a ,

eH ll( HHy. 0981, 268)

그러나 하늘은 그가 (박씨) 완전한 무지， 우둔 그리고 커다란 슬픔 속에

서 죽지는 않도록 어떤 여자를 닮은 색채 영롱한 사자(使者)를 보낸다.

인용된 텍스트로부터 추론할 수 것은 이 여인의 유령은 ‘삶의 합창’의 일부
분이라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의

한 순간을 노래하고

명백해진다: “나는 지금 영원한 합창

있다." (“ R Tenepb no tOUlIi ß rO JlOC , MrHOBeHbe Be'moro

Xopa---" 1981 , 27이 그리고 ‘우리-합창’이

7)

박씨와의 조우와 대화 후에， 그녀

이 점에 관해 볼프강 카작 (Wolfgang Kasack)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연꽃

에서 김은 사후 인간 개개인의 삶의 영속성에 관한 분명한 공언을 위해서 결별의
순간으로 죽어

(1988, 172)

가는 어머니와 성인이

된 아들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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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서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제시방법은 시

간의 순차성이 파괴되어 있고 사망한 로호프 어머니가 현실세계에 출현한 동
기부여는 어떠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따르지 않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서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서사할 때 그
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서사음성도 ‘합창’에 귀속되어 있다는 직
접적인 표시들이

있다. 그리하여 독자는 수많은 서사음성들 중의 하나인 ‘우

리’를 통하여 이야기를 서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텍스트 내에서 ‘합창’의 역할과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상 ‘삶의 합

창’은 주인공들의 세계에서는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의

기능과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유진

오닐

(E ugene O'neil) 의 말에 서 살펴 보자

Normally the members of the Chorus serve as interested commentators
upon the action , sometimes functioning as a background of public opinion
against which the situation of the particular play is projected, or again
clearer the more universal significance of the action. 0938, X XI)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합창의 역할이 연극의 중요한 전통으로， 합창은 극

작가와 청중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담당할 뿐 플롯에는 직접 참
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연극에서 합창의 기능은 극작가가 청중
과의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관객들은 연극을 관람할 때 연극의 규약
을 인지하고 있고 무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합창
의 역할이 사건의 플롯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연꽃>에서 우리-합

창의

기능과 역할은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합창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

다.
H co06~a~ OCTaHOBHmHMC~ napH~M 06 YMepmeA C Hcnyry AHCHUe , OH BOBce
He nOAaraA Toro , 1.j TO MbI y*e THXO nOCMeHBaeMC~ Hall HHM , 3Ha~ ， 1.j TO H 싸<aKOH
AHCbI HeT Ha MorHAe ero MaTepH. ‘ 0981 , 305)

멈추어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놀라서 죽은 여우에 대하여 알리면서 그는
우리가 이미 그의 어머니의 묘소 위에

여우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조용히 그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으

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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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BOAbHO BWÕpaB aoõpo H On~Tb nOAara~ ， 4TO HHKTO ero B 3TOM yAH4HTb
He CMO ll< eT"

,

OH He MOr 3HaTb , KaK 3HaeM Mw , 0 TOM , 4TO npOH30꺼aeT COBCeM

HeaaAeKO , B pyHHax ÕhlBmerO UapH l1 hlHa H õyaymero BOArorpaaa .. ,

(1981 , 323)

허락 없이 선행을 선택하고 다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폭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까운 미래에서

과거의 차리츠인의

볼고그라드의

미래의

폐허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 ,

합창만이

위에서

등장인물들의

언급한 중요한 정보들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창은

행동， 사상. 그리고 감정을 창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배경을 창

조할 수 있다. 때때로 합창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하고 그들에 관한
논평도 하고 있다. 김이 합창의 어조와 텍스트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서 두 가지 타입의 상이한 펼체인 보통과 이탤릭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합창의 역할은 적어도 텍스트 내에서 작가의 간여가 현존하고 있다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합창이 등장인물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삶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합창은 거의

대부분 자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합창이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합창의 언어는 그것이 지시되고

있는 등장인물을 서서히 희석시키고 있다.
H MbI npOAeTaeM Haa aaBHO oceBmHM npaXOM 3eMHblX aOAHH , BHaHM

3eMH Y'。

HOBb H noeM 0 HeA 5e3 3aBHCTH H ne4aAH , Mhl , yBAe4eHHhle neB l1 hl , B03BoaHM K
HeõecaM np03pa4Hwe

3aaHH~

xopaAOB , noeM He

aA~

nOCTopOHHHX cAymaTeAeA ,

a aA꺼 ca Mblx ce5~ ， H B rOAocax HamHX 3By4HT aHreAbCKa~ KpOTOCTb ,

(1981 ,

270)
우리는 오래 전부터 놓여 있던 세상의 계곡들의 먼지 위를 날아다니며 생

명의 밭에서 새 탄생을 봅니다. 그리고 애정이나 슬픔 없이 그것들에 관해
노래합니다. 우리

황홀한 가수들은 찬송가의 투명한 건물을 하늘에 운반해

요 어떤 청중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합니
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에서는 하늘의 경건함이 울려 나와요

초자연적인 사건의

발생은 ‘말하는 식물’， 혹은 ‘걸어 다니는 책상’과 같은

언어 본래의 속성이 이율배반일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독자인‘내가’하늘 속
으로 비상하고 있는 텍스트를 읽고 있을 때， 독자는‘시적인 나’가 지구중력에

도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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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론하려고 한다.
<연꽃>의 텍스트에는 서사되고 있는 지시대상의 애매 모호성을 자주 접하

게 된다. 다음의 문장에서 신원 미상의 갑작스런 서사음성이 출현하고 있다.

, H rO Jloc Moií H3-nOll 3eMJlH np06beTCJI , BblpBeTCJI H
J1 eTJI , Me Jl bKa Jl OllHHOKO B rO Jly6oií
nYC TblH e--BBblCb H BBblCb , K rpeMJllI\ eMY aJlMa3HOMy BeH l1Y XOpaJl a, --J11060Bb
MO Jl, Moií rOp JlOBoií paCKaT 재 K 째lI\ero CMeXa , MOH cBepKHyBwHe :!<eMqy*H뻐 CBeTOM
OqH-- Jl, MaTepHHCKa Jl J11060Bb, npoiíny npe06pa:!<eHbe B <뻐} H 06peTY CBo6011Hblií
6eCneqa Jl bHblií oro Jl oc B Xope. (1981 , 313)
H JI 6yIlY

J1 e:!<aTb OllH a

BocnapHT 06paTHO K XoPY , H, 6e JlblM rO Jly6eM

그리고 나는 혼자 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는 땅속을 뚫고 바

깥으로 나와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다시금 떠올라 합창이 될 것이다. 하얀 비
둘기가 되어 날아다니고 푸르른 황야에서 혼자 팔라락 거리며 다가가 점점

더 높이 올라서 소리 나는 금강석 왕관처럼 찬미가가 될 것이다나의 사
랑， 나의 홍조， 진주 빛으로 빛나는 나의 두 눈

나 모성애는 변신하여 우리

가 되고 합창 속에서 자유롭고 슬픔 없는 목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위의 인용된 단락에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독자는 이

서사음성 뒤에 숨어있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한 마리의 하얀 비둘기로 변형되
거나 찬미가의 왕관을 실제의 사건인 우레와 같은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지

않

는다. 토도로프 (Todorov) 의 주장은 이 같은 설명을 지지하고 있다.

If we try to transcend the words in order to reach the vision , the
vision might be classified in the category of the supematural... But we
must not follow such a path: the phrases quoted require a poetic [nonrepresentativeJ reading , they do not tend to describe an evoked world.

0970 , 61)
〈연꽃〉에서

합창의

존재는 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합창에

귀속하는

수많은 문장은 다양한 은유들과 수사학적 미사여구로 씌어져 있다. 합창의 텍
스트는 제 3 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텍스트는 산문으로 씌어진 운을 밟지 않은

약 강격의 운율로 씌어져 있다. 이 단락들은 <연꽃>의 나머지 텍스트와 비교
할 때 운율적이고 비유로 생생하게 서사되고 있다. 누가 제 3 장의 서사음성인

지는 뚜렷하게 명시되어
다

있지 않으나， 합창이 서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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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의

기능은 산문의 서사화법에서

일탈된 시적 간여를 창조하고 서사화

볍 그 자체의 본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합창이 다루는 통일된 주제가 나
타날 때마다， 합창의 단어는 시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호프의 어

머니 임종 후， 로호프가 유년시절 알고 지냈던 겔라라는 한 여언을 만나려고
할 때 그녀의 집 창문을 통해서 그녀의 동정을 살펴본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H 6b1J1 ee OT l.l OM , a OHa , B03MO :l<HO , Moe ì\ MaTepblO HJ1 H MaTepb lO MOHX lleTe꺼
EIlHHCTBO Hame , CJ1HTOe B J110 6BH , KaK ayx :l< H3HH B 3eMJ1~HOR BJ1 are , BCnμXHyJ1。

nepeno

MH얘

B CBOeM 6e J10CHe :l<HOM

ce~HHH.

(1 981 ,

353)

나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아마도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거나 내 아들의 어
머니일지도 모른다. 사랑으로 결합된 우리의

일심동체( -_.心同體)는 땅의 수

분에서 삶의 활기처럼 내 앞에서 백색의 파종으로 갑자기 타올랐다.

여기에서 로호프가 사용한 단어는 일상의 물리적 볍칙이나 관습을 간과하

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와 상반된다고 말할 수 없
다. 오히려 그것은 음성학적 단위로 구성된 이 단어들은 새로운 비유적인 의

미를 창조하고 있다. 독자는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모습， 혹은 여러
가지의

인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이러한 단어들의 유희를 즐기게 된다
사건의

위의

차원을 탈피하여， 운문에서와 같이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용된 단락은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의

대상과 인식에

관련 없이

순수하게 언어학적이고 로호프의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8)

IV. <연꽃>: 두 가지 차원의 택스트가 실재
8) 행이나 스텐자로 구성되지 않는 산문도 시적이거나 비유적이 될 수 있는가? 쉬클로
프스키는 예술이란 ‘이미지로 생각’(뻐mJ1eHHe o6pa3a뻐

1983,

7) 한다는 사고를 지지

하는 예술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 개념을 쭈체프 (Tjutcev) 의 시(詩) 인 <3apHH l.l C

r J1yxoHe MblMH neMOHa뻐>(농아의

악령을

지닌

pH3aMH rocnona>( 주인의 제복을 걸친 하늘

마른

1983,

번갯불)과

고골리의

<He6a C

7) 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접하게 된다. 쉬클로프스키는 각각의 실례를 하나는 시에서， 다른 하나는 산문에서
돼하고 있다. 그는 시와 마찬가지로 산문에서도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관한 설명

없이도 순수하게 언어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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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꽃〉에

등장하는 서사 고안들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연꽃>에 제시된 두 가지의 상이한 텍스트의 차원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 텍
스트의

장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첫 번째 차원의

텍스트는 중요 플롯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허구적인 사건들 차원의 텍스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합창의 텍스트이다. 우리-합창의 텍스트는 <연꽃〉의 나머지 텍스트와는 구조
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상이하고， 그것은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합창의 기
능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야기 차원과 그것이 지시하
는 차원이 동일하다면， 합창의 텍스트는 사건을 논평하고 규정하는 이야기 제

시의 차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합창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결과 넬러 (Nerler

1982, 44) 와 같은 비평가는 “‘우리’가 연역적으

로 확고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인가?"(“CymyCTByeT 깨

06be Jl THBHO

(M에>

, BbI.Il aHHOe anpHopHO 3a HenpeJlO:l<H뼈

lþaKT?") 라고 묻고， 이어서 “논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합창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은 전 적 으로 불가능하다 것 이 명 백 한 사실 이 다." (“COBep피해HO OlleBH.Il HO , lI T。

nOBepHTb B cymecTBoBaHHe Xopa CMepTH뼈

lI e Jl OBeK

J1 0rH lI eCKH

He MO:l<eT") 라고

답하고 있다. 이 같은 넬러의 주장은 앞에서 논한 ‘합창’의 구조적인 위상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들을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

넬러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합창은 단순한 문학적 고안으로 그것은 그리

스 비극에 등장하는 합창의

기능을 훨씬 초월하여

합창의

존재는 일관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넬러는 <연꽃〉에서 합
창은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서사음성이 아니라 등장인

물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합

창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반론이다 합창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합창의 텍스트가 <연꽃〉의 나머지의 텍스트와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해야한다. 등장인물들이 합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가?
합창이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

어떤 불리적인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합창이 텍스트 내에서 사건들과 어떤 인과관계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연꽃>텍스트를 면밀히 독서하면 합창이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사건들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로호프의 어머니가
사망 후에 합장이 유령의 형상으로 박씨에게 파견되어 그와 담소 후에， 박씨
가 바닷가에서 주워 모은 나무 뭉치를 등에

업은 채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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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0981 ，

2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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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는 로호프 어머니의 죽

음 바로 이후에 발생한다.

5e3MJl Tell<HO JIe*aJIa nO I< OllHHUa , CHOBa paBHa Jl H 6JIH3 1< a Jl He6y , 3eMJIe , MOplO,
6eJIblM

CHeraM.

CblH

6 b1JI

p JlIlOM

H

MOJI l.I a

JII0 60BaJIc Jl

e lO,

OXBal.leHHI뼈

BμcO l< oll

“

CI< Op6bHl nOHH aHHJl, H MbI 6 blJIH C HHM B 3T y ~ß에HyTy ， H JI Om.yTHJI Bame npHcyTcTBHe ,
I< a l<

l.I yTKy

3HeprHH.

lO

THmHHY , HanOJIHeHHylO

CTpaHH비 M

TpeneTOM H *apOM

TaHHcTBeHHoll

0981 , 338)

죽은 고인은 다시금 하늘에， 땅에 바다에 그리고 하얀 눈에 그것들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평온하게 누웠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 옆에서 그녀에 대해
말없이 기쁘게 회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동안 그들 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로서 어떤 비밀스러운 에너지의 열기와 기이한 떨

림을 한껏 느끼며 팽팽한 정적 같은 우리들의 현존을 감지하였다.

그리고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다.

HaM rpycTHo 6b1JIO CMOTpeTb Ha CTOJIb BeJIHK YHl C1< Op6b '1 eJIOBe l< a
nJIa 'l y m. ero

JIHua

Moero

C 비 Ha

He3pHMblM

KpblJIOM , HaBe Jl JIa

,H

THXHll

JI KocHyJIaCb
COH

Ha

ero

BOCnaJIeHHble orHeM HeHCTOBCTBa rJIa3a , H MHe CTaJIO Bllpyr TenJIO , cnoKollHo ,

Jl

BHe3anHO yCHyJI , npHnaB rOJIOBOIO K nOllymKe MaTepH , p JlIlOM C ee 6e3By 'l Holl

rOJIOBOIO.

0981 , 339)

우리는 한 인간의 매우 커다란 슬픔을 바라보는 것은 슬폈다

그래서 나

는 내 아들의 우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날개로 쓰다듬어 주었고， 마구 타오
르는 불안의 불길에 휩싸인 그의 눈에 조용한 잠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

자 갑자기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 어머니의 베개 속에 머리를 묻
고 있던 나는 갑자기 따스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말없는 어머니의 머리
맡에서 갑자기 잠에 빠져들었다.

<연꽃>텍스트의 구조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

사건들은 두 개의 중요한 특성들로 특정 짓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우리

합창의 직접적 개재는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이야기 사건의 발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 합창은 등장인물의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앞으로 전개 될 이야기에 어먼 인과관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정은 로호프를 포함한 다른 등장인물들도 합창의 존재를
반영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신이

감시를 받고 있고， 더

인용된 첫 번째 문단에서 로호프 자

나아가 그는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여 합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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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
와 유사한 경우로 로호프 어머니의 유령이 그녀의 현세적인 삶에 관한 여정

을 서사할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망한 여인’도 합창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실례는 그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유목민인 카
자크 야크야르와 그의

부인과 함께 몽고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에

거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때 유령의 화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C Tapb!μ

KOyeBHHK He 3Ha Jl, YTO Moll

nepeBOnO Jl OTH Jl O! B HerO , a
CTa Jl a

lI< eJl aHHO애

ero

lI< H3HeHHoro

lI<eH。μ ，

l!,

y6HT바1

B

nepB빠1

yac BollHb! n06J1 eCTHb!Il My*

CTpaHHa l! rOCTb l! C pe6eHKOM Ha pyKax , BHOBb

KOTOpylO OH He ycne Jl nO JllO b6HTb 3a HeHMeHHeM

BpeMeHH. A nOCTapeBWa l! EBa , :l< aKHl! pOBa lI< eHa...

BnopxHyJl a B MOe HCTO U(eHHOe MO JlOnOe Te JlO, KOTopoe

J1 erKO

6μCTpO

CH Jl y H He ll< HOCTb npH xopoweM nHTaHHH H npH nO JlHOM, r Jly60KoM CHe

C03HaHH껴.

H cor J1 aCHO

CTaJlO Ha6HpaTb
HCToU(eHHor。

(1981 , 34 1)

그 늙은 유목민은 전쟁 초에 사망한 아름다운 남편이 자기의 옴에

다시

환생하였음을， 그리고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기이한 손님인 나는， 그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없을 그의 부인으로

되어 버릴 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그 약간 늙은 이브 자키야로의 부인은 자
가 남편의 사납고 충족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가혹한 열정에 기진맥진

하여 기꺼이 나의 수척한 젊은 육체 속으로 가볍게 피난해 들어왔다. 내 봄
은 잘 먹고 몹시

피곤한 의식을 아주 깊이 잠재우자 내 몸은 다시금 힘과

좋은 매력을 회복했다.

위의

인용된 문장은 화자의 시점에서 볼 때， 영혼과 육신의 전이가 발생하

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육체적인 변화의 원인은 자

연의 인과법칙에 의한 영양분이 많은 음식과 깊은 수변 탓으로 돌린다. 등장

인물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들의 일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일 뿐이다. 등장인물들은 합창의 시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건과 합창과의 인과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합창은 등장인물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
에 관해서 노래하거나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합창의 존재를 전

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 등장인물들이 순간적으로 합창의 존재를 인지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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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다 해도， 김은 등장인물들의 인지의 결과를 상쇄시키고 두 세계를 분리시

키고 있다. 말하자변 김은 합창과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 야기되는 두개의 시
점 사이의 모순을 극대화하거나 문제화시키지 않고 있다. 김은 합창이 등장인

물들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은 등장인물
들에게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한 설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
인가 포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다는 경미한 눈치만을 허락

하고 있다. 김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과의

이율배반 대신에 양자를

함께 배열하고 있다. 합창은 허구세계 차원이 아니라 이야기 제시차원의 텍스
트만 귀속시키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삶은 죽은 자의 합창으로 인해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 합창은

이야기의

시적인

영역과 작가와 독자와의

이야기

제시차원에서만 작용하고

있다. 김은 두 개의 우주를 접목하여 유일한 증거자인 독자에게 그들의 접촉
을 목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v.

<연꽃〉택스트와 전통적인 환상적 텍스트와의 차이

<연꽃>의 장르는 완벽한 환상적

텍스트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

꽃>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두 세계의 관점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일
관성

있는 이율배반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평가인 찰스 러글 (Charles

Rougle)

의 <연꽃>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장. “연꽃은 현재 최큰 소비에트 산문에서
진정한

환상적

작품이다"

0990 ,

316)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꽃>의 장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합
창과는 상호관련성이 없는 다른 타입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어떻게 등장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분석

해야 한다.
합창과 관련이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발생은 로호프가 의부인 박씨 집에

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제 3 장에서 간호원과 만나는 장변에서 이루
어진다. 로호프는 간호원을 보자마자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어머니

묘소에서 마주치게 되는 암 여우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한다. (사실상 로호프
가 암 여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그 후에 언급된다.) 이 사건은 어떠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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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없이 서사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당황하게 된다.

두 개의 예기치 않는 요소들이 이 사건을 특징짓고 있다. 첫째， 로호프는 자
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둘째， 그는 그 여인을 한 마리의 암 여우로 인
식하고 있으나 주저

없이 그녀에게

대꾸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 가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로호프가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간
호원과 토론하는 중에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KOTopa j/ BCe
Ll e J1 aeT

Hao6opoT"

0981 , 253 , 297).

이 표현은 〈연꽃〉의 시작 부분에서 화자

가 간호원을 소명하는 방식과 똑같은 표현이다. 이

메시지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이 단락이 우연이 아니라면， 로호프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제 3 장에서 제 1 장의 전지전능한 비인칭 화자의 말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로호프가 전지전능한 화자에게만 가능

한 정보에

일부분이나마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로호프가 전지전능한 화자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이 화자
와 함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성립될 수 있다 .9)
이 같은 설명은 초자연적 사건은 환영， 우연， 혹은 음모로써 설명될 수 없

다. 사실상

<연꽃>에서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먼 사건도 초자

연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제시의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다.
독자는 현실세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등장

인물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

꽃>에서 김은 등장인물의 현실은 우리와는 다른 현실이며 다른 시간개념에서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심어주고 있다. 말하자면 김은 독자에게 허
구의 이야기를 독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의 허구성은 로호프가 옛 친구였던 아르헤미드 스

쩨파노비치를 만날 때 분명해진다. 이

만남의 괴기함은 양쪽이 모두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로호프는 이야기 초기의 에피소드 이전에 사망
했으며 그리고 아르히메드 스쩨파노비치도 상당히 오래 전에 사망했다. 여기
에 그들의 대화가 있다.

9) 이것의 실례는 자선전의 담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1 인칭 서사적 화자로 서사된
자서전에서는 자서전의 성격상 등장인물과 화자는 그들의 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명사는 등장인물과 화자라는 두 개의 상이한 실체들을 표상 한다는 것을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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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TO ， H씨<a l< He MO ll< eWb 3a61Hb npow .II oro" CnpaWHBaeT OH C yCMew l< olí.

-“ 5 b1.11o

.II H

OHO" , OTBe 'l a lO 51 , “ H '1 TO OHO Ta l< Oe eC .II H HaC C BaMH ~aBHO

YlI< e HeT Ha CBeTe.
-“Tor~a
--cep~HT

'1 TO

lI< e

MbI

H rOBOpHT

H3 ce651 npe~CTaB.II5I eM ， CT051 3~eCb ~pyr nepe~ ~pyroM"

Apx씨에e~ CTenaHOBI깨.

-“ Mbl CYll1 eCTByeM B r .ll a3aX TeX ,

I< TO

HaC celí 'l ac npe~CTaB.II5I eT."

0981 ,

347-48)
그는 냉소조로 “과거지사를 잊어버릴 수 없느냐”고 웃으면서 묻는다.
“도대체 과거라는 것이 있었던가?" 나는 대답한다

“그리고 우리 두 사

람이 이미 오랫동안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여기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아르히메

트 스쩨파보비치가 화를 내며 말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상상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로호프의 이 마지막 대답은 사망한 자들의 만남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로호프가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들이 서로서로 이야기
를 나누고 있다는 상상하는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는 그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 행위자가 작가， 혹은 작가의 존재를
암시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합창일 수도 있다. 로호프는 그 자신과

아르히메드 스쩨파노비치가 담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의 현실의 위상은 독
자가 기대하는 현실과는 상이한 세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로호프는 그
행위자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

조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로호프의 언급은 허구세계에서 등장하는 사
망한 자들의 실재를 재해석해야만 한다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의 그들의 대화

는 독자의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체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사망한 자들의

출현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어먼 사람 혹은
어떤 사물의

상상력에

귀속하고 있다는 서사표기의 부재임을 인식해야만 한

다 10)

10) 이 논쟁은

r꾀꼬리의 울음소리J 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인공 오토 메스

너가 갑자기 별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듣는다 그 별은 그의 손자로 판명된다.
그의 반응은 무엇일까? 그는 이 분명한 초자연적 사건을 그의 합리적인 세계관에

도전이라고 인지하지 않는다. 그는 당혹감을 나타내지 않고 별과 조용히 담화를
나누고 있다 후에
설명되고 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도 작자의 상상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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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두 가지의 초자연적 사건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연 로호
프는 그의 미래를 예견 할 수 있고， 사망한 로호프가 죽은 친구와 담화를 나

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 초자연적 사건들은 허구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 사이

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상의 환상적 텍스트에
서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전적으로 허구세계에 의해서 중재된

다면 <연꽃>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의 출현에 중요한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어떤 요소들은 허구세계의 차원에서는 단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꾀꼬리의 울음소리』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사람

의

전기를 집필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서사표시의 부재는 독자에게 허구세계

에서의

사건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을 직변하고

있다. 로호프와 간호원과의

에피소드는 제시차원의

있다는 유혹을 야기할 수
텍스트에서

발생하고

있

고， 그의 말들은 비인칭 화자의 말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연꽃>에서 삶의 합창이 이야기 제시의 차원에서도 역시 작용한다는 사실

을 상기한다면(독자는 그 같은 사실에 유일한 증거인이다)， 푸쉬킨이 차용한
환상적

고안들과 김 자신익

고유한 환상적

환상적

텍스트의 필수요건이 허구세계에

고안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한 주인공의 관계라면， 김의 환상

적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와의 관계인 것이다. 그리하여 김은 초자

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마다 독자에게 그는 작가로서
에서의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고 있고， 작가는 상상력에

의해서

텍스트 내

모든 단어와

사건을 장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한 김의 서사관점은 독
자들에게 특별한 타입의 주저감을 창출하고， 그 주저감은 허구세계의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 모방의 특성인 불신의 부유 상황(浮游狀況)과 관련되어

있

는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 가는 중에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이것이 허
구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혹은 작가가 초자연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11) 라는 것이다.

11) 좋은 실례로 〈연꽃〉에서 수 없이 출현하는 서사음성의 이동이다， 이것은 등장인

물의

정체성의 변화로 등장인물들의 세계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혹은 작가가 이야기를 서사하는 방법에만 단지 상호 관련된 것이란 말인
가? 김은 많은 다양한 서사이동을 차용하고 있고， 그것의 이동은 비인칭의 전지전
능한 화자가 갑자기 등장인물의 서사음성에 의해서 방해받는다. 또 다른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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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도

로프 (Todorov) 나 케슬 (Castle) 은 전통적인 환상적 작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

의 발생은 환영과 연결되어
김은 이

단계를 뛰어

있다는 합리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 모방의 환영은 초자연적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환상적인 작품에서 유령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공에

게 일어나는 환각의 심리과정을 노출해야만 한다. 이와 반대로 김은 독자의
허구적인 환영을 위해서 상투적인 심리과정을 노출시킴으로써 이러한 허구의
환영은 환각에 가까우며， 작품을 읽은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유령을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과정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김은 끊임없이 독자의 기대감을 역전시키고 있
다. 김은 텍스트내의

작가의 간여의 흔적들과 텍스트의 허구성을 궁극적으로

표출시키면서 독자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김의

환상적

텍스트와 일반적인 환상 텍스트와의 다른 점이

다. 일반적으로 환상적 텍스트의 심리과정은 불신의 부유 상황을 내포하고 있
다. 전통적인 환상적 텍스트에서는 독자는 주인공과 더불어 초자연적인 사건
의 발생에 주저감을 야기하기 위해서 허구세계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는 반
대로 〈연꽃〉에서

김은 이러한 상태가 와해되기를

허구의 환영으로부터

텍스트를 읽는 현실세계의

갈구하고 그리고 독자를

현실성으로 초대하고 있다.

<연꽃〉텍스트에서 모방은 단지 모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방을 필요로 하

고있다. 그리고 김은 작가 자신과 그리고 독자 사이의 직접적 교제를 확립하
고 있다. 텍스트 내에

작가 간여의

표시는 대부분 합창의

형태로 표상 되어

있다. 김은 작가와 독자와의 접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세계

를 간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합창은 직접적으로 시적 차원에서만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하나의 등장인물의 서사음성이 다른 서사음성으로의 전이이다 사실상， 비인칭 화

자가 비평적인 언급에 대한 절제이다. 그러한 대행자를 통해서 서사되는 이야기에

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서술자의 부재라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서사음성이
갑자기

등장인물의

서사음성으로 방해받으면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의심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하여 독자는 이것은 단순히 작가의 서사고안들

의 하나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주인공들의 서사음성들이 서로서로 방해하
기 시작하면 독자는 서사음성의 이동의 본질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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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결 론

김의 <연꽃>의 텍스트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건들이 있다. 어떤 사건은 허

구세계의 등장인물들에게 발생하고， 다른 사건은 독서과정 중에 있는 독자에

게 발생하는 사건인 것이다. 독자에게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의 대명사가 하나
의 등장인물을 지시하다가 문장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등장인물을 지칭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의 사건은 등장인물들은 이 사건들은 인식하지 못
하고， 이 사건에

대응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이야기 제시의 차원에서

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들은 텍스트가 존재
하기 위한 실재의 사건들로 그것들이 독자의 서사 기대감을 변화시키고 허구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독자가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꽃>의 텍스트가 환상적인 장르라고 단순히 규정지을 수 없다. 그 이유

는 만약 <연꽃>에서 독자가 언뜻 보기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발견하고， 그
것에 의해서 주저감이 야기된다면 <연꽃>을 단순히 환상적 작품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김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가 어떻게 텍스
트를 선택하여 그것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야 하는 점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연적인 사건인가 혹은 초자연적인 사건인가? 김의

초기의

작품인 <연꽃>의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건이 묘사되어
지는 타입과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이 서사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김의 텍스트가 다른 환상적 문학 텍스트와의 차이점은 극도의 복잡한 서사

구조와 초자연적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자신은 세계，
대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해라기보다는 각 인간 개개인에 대한 성찰과 인

간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인간 본연의 본성， 삶과 죽
음， 죽음 후의 삶의 영속성， 역사， 인간 내부의 동물적인 잔혹성과 같은 문제
틀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담화하기 위해서 김 고유의 스타일인 진화된 서사

기법에 초자연적인 사건의 접목으로 고유의 시적인 메타 텍스트를 창조하고
있다. 김의 이러한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환상문학의 특성인 이야기 말하기의
단순성을 일탈하여 가장 발전된 혁신적인 서사기법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

205

시적인 메타 택스트로서의 아나툴리 김의 〈연꽃〉분석

다

이 소설의

텍스트는 진정한 환상적 텍스트라기보다는 시적인 메타 소설이

라고 할 수 있다. 김은 〈연꽃>에서 자의식이

메타소설의
물들의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시적인

형식으로 언어와 더붙어 시적인 실험적인 시도를 통하여 등장인

세계와는 구조적으로 격리된 초자연적인 사건을 극도의

복잡한 서사

구조에 접목하고 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사실주의적이고 순수한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그의

텍스트를 저술하고 있다"(1982， 119) 는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가 단순히 환상도피주의자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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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Ki m's <Lotos>: Poetic Meta-Fiction
Sim , Min-Ja

The significance of Kim ’ s texts as a whole lies in the fact that he
address directly-and on a deep level-some of the most fundamental issues
of the human condition such as subjectivity , human-versus-animal mature ,
kinship , memory and death. He tries to respond to these issues with an
organic , unified world view. Translating this world view into literature ,
Kim creates a unique style , which , while incorporating certain elements of
modern writing , remains unmistakably individual. This style subverts the
simplicity of regular story-telling(often characteristic of fantastic literature) ,
and tries to integrate the most advanced narrative strategies with the
supernatural. 1 believe that Kim represents an important and innovative
development , both in relation to Bulgakov' s landmark WMaster and
Margarita~ ， and in relation to the whole contemporary fantastic trend in
Russian literature.
The most conspicuous features of Kim ’ s works is the interaction of
extreme narrative complexity and supernatural elements. This reserves for
him a special place in the revival of the fantastic. It is established that
supernatural elements operate there not in the world of the characters , but
on the level of the telling of the story. These two novellas are defined as
poetic and meta-fictional. Kim began with meta-functional experiments ,
then went through a poetic phase in which he experimented with language
and with the supernatural as structurally separate from the world of
characters. He started with a personified narrator and that narrator ’ s mner
world , then moved to complex impersonal narratives which mixed the
natural and the supernatu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