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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아름 다운 시 대 의 종 말 (KOHe l.1 npeKpaCHOA 3nOXH) J: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 시학에서의

반성과 지향

브로드스키에게 언어는， 그리고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시는 하나의 존재론
적인 사건이다. 이는 브로드스키가 시인을 ‘언어의

도구’로 간주하며

대한 언어의 우위， 더 나아가 언어의 자율성을 말하는 다분히

시인에

데리다적인 의

미 에 서 의 포스트모더 니 즘적 작가론을 펼치 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들이
브로드스키

*
**
1)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들을 지적한다1) 실제로 내용보다

이 논문은 2002 년 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4-AMl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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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

조하라. 끼. liaTKHH (l 997) TpHl1uarb TpeTb Jl 이'KBa: 3aMeTKH
Hoc때a BpOI1CKOrO ,
:K

(/H TaTeJ1Jl

Ha nOJ1JlX CTHXOB

MOCKBa: prry , CC. 87-98 , 256 258; A. C. BOJJfHHa (2001) “‘51 3apa
•

eH HOpMaJJbHbIM KJJaCC Hl.1H3MOM ... ’ (H. liponcKHH H pyccKa~ n033H꺼 XVIII BeKa)" , rpex-

HeBCKHe 'l TeHHJl,

H-HoBropon , C. 144; C H 30TOB (1 998) “n03Tl깨 eCKa~ pe4b KaK ~BJJe

“

H e TpanHl..1 HH H iþopMa OnHH04eCTBa B 3CTeTHKe H 5poncKoro"
Iψel1Bapμ Te.π'bHlJe HTorκ
n03 뻐뻐

-

CTa BponOJIb , 니 1. CC , 110-115; c. H, 30ToB(1999) “깨 TepaTypHa~

‘nOCT ’ Hoc 빼 a 5poncKoro"

Hay 'lHOH KOHpepeHUμH，

PyccKHH nOCTM0l1epHH3M: MaTepHa JIbl Me:#CBY3oBCKOH

CTa BpOnOJIb , CC. 77- '00; B, Kyp씨비H(2000)

nOCTMOl1epHH쩌 MOCKBa , CC. 250-255; M‘ 새nOBel1K깨(1 993)
MO때03 “

PyCCKHH nOCTM0l1epHH3μ’

PyCCKHH J1HTepaTypH뼈

“KyJIbTypa KaK xaoc (MeTa

nHaJJOrH4eCKoil n03THKH H 3BOJIIO l1 HH pyccKoro nocTMonepHH3Ma" ,

POCCH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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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내용을 말하는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듯이 보이는 그의 작

품에서 강한 유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시의 표층이 만들
어 내는 유희적 텍스춰는 때로 그의 시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것과 가깝게
만든다. 또한 브로드스키의 시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과격한 은유성， 곧
결합될 수 없는 두 항을 정언명령적인 선언이나 아포리즘의 진정성이라는 강
제를 통해， 혹은 ‘a는 b 이다’ 형태의 단언적인 문장의 통사적 에너지에 의해
결합하는 카타크레시스 (catachresis) 적 언어 실험， 더 나아가 그의 작품 전체
를 관통하는 이러한 카타크레시스적 의식 역시 기존의 상식이나 진리의 개념
을 뛰어넘고 그것을 파괴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해체 전략과 공통된 부
분을 보이며， 이는 곧 데리다가 철학의 언어 속에 내재한 은유， 특히나 카타

크레시스를 지적함으로써 서양 철학사의 궤적의 중심에 놓여있는 절대 진리
의 환상성을 들추어내는 방식이기도 했다 .2)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이와 같

은 카타크레시스 의식은 시적 시공간의 암묵적인 자기 동일성의 파괴를 증명

하는 ‘스타일과 장르의 혼합’이라논 또 다른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낳으며，
더 나아가 텍스트를 무한한 상호텍스트로 채우는 시 인의 텍스트 전략의 근거
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스키에게는 포스트모
더니스트들에게서와는 달리

상과 언어에

끝까지

포기될 수 없는 중심으로서의

작가의

형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그에게 언어란 ‘다양한 코드들의 집적’으

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제 1 원리이며
신성이다. 그의

작품에서의 카타크레시스적

의식이라는 것도 포스트모더니스

트들의 해체의 전략이라기 보다는 텍스트 내적인 공간에서는 그 어떤 해체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또한 이러한 해체를 통해 끊임없이

존재를 갱신함으

로써 시를 통해 영원한 삶에 다가갈 수 있는 테우르그로서의 시인의 무한한
권능에 대한 믿음이라는 존재시학에서 기인하는

오히려 모더니즘적인 텍스트

행위였다.
푸쉬킨의 ‘기념비’로부터
능과 ‘시 그 자체 (n033101

계속되어 온 그 어떤 권력도 초월하는 시인의 권

a

I< l<

Ta I<OBa~) ’， ‘시의 국가’라는 문학적 이상에 대한

/Russia, Vol. 8. No. 112. Venezia. CC. 159-178; A. A. φ0 I< HH (1 998) “ HacJJellHe 110c때a
BpOllCKoro B KOHTeKCTe l1 ocTMollepHH3Ma" , PYCCKH，깨 fTOCTMOl1epHHJM: fTpel1BapHTeJlbHble
HTorK Me*BYJOBCKHH C60PHHK CTaTeκ 4 .1, CT aBp0110JJb , C‘ 106.
2) J Derrida(996) I 백색신화 J ， r 해체 J , 김보현 역， 서울， pp. 163-249.

브로드스키의

집착은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서 물론 자기

아이러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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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은 시인에 의해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어떤 것으로서， 존
재론적인 강령이자 지향의 대상으로서， 그의 작품의 표면적인 비위계성과 가
치론적 강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텍스트의 변하지 않는 구심점이었다.
그러나 브로드스키 시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쟁적이고， 다분히 이
율배반적인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초기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바르드 시인들의 것과 유사한 시어들이나，3) 동시성， 순간성으로서의
시 행위에
로부터

대한 지향， 마야코프스키에게서와 같은 문학의

거리를 두는 과정 속에서， 더

낭만주의적 확장으

나아가 망명시인으로서

러시아를 ‘바다

건너’ 편에서 보게 되는 전기적 사건 속에서 점점 강하게 드러나는 그의 작품
의 ‘포스트post-' 적인 아우라이다 포킨이 지적하고 있듯이 브로드스키의 작품
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에는 ‘포스트’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4) 그의 작품의 철
학적

정향성을

지적하며

‘포스트소비 에 트적

연구자들은

‘포스트기독교주의 (nOCTxpHCTHaHCTBO) ’，

경 향 (nOCTCOBeTH3M) ’， ‘포스트종말론적

경 향 (nOCT3cxa TOJJO-

대 3M) ’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문학사적 위치 역시 ‘포스트고전
주의 (nOCTKJJaCCH뻐 3M) ’， ‘포스트네 오로만티 즘 (nOCTHeopOMaHTH3M) ’， ‘포스트리 얼 리
즘 (nOCTpeaJJH3M) ’， ‘포스트아방가르드 (nOCTaBaHrapll) ’， ‘포스트모더 니 즘 (nOCTMO

llepHH3M) ’과 같은 용어 를 통해 설명 한다. 그의 작품의 분명 한 ‘포스트’적 아우
라 때문인지， 포스트모더니즘을 하나의 학파나 사조로서가 아니라， 러시아 문

학사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문학적 상황으로서의 ‘포스트’ 단계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연구서들에서는 언제나 브로드스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적어도

그는 러시아 문학이 포스트-모던의 상황으로 가는 과도기나 경계에서 러시아
현대시가 보여주는 메타리얼리즘이나 프레젠탈리즘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의

3)

시초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5)

브로드스키와

바르드

시인들의

언어형식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ll.

11.

1IaKep6aß

(1 998) “n0331!.S1 l10c 빼 a 5pO~CKoro KOHua 1950-x rO~OB: Me*며 KOHuenTOM H
CJJOBOI.t"

BOl1pOCbl OHTOJIOrH 'l eCKoß n03THKH: nOTaeHHaJ1 JIHTepaTypa , I1BaHoBo ,

CC. 168 - 169를 참조.

4)
5)

A, A, φOKHH(1998) ， c. 105.
M. 3nmTeßH(2000) nOCTMOl1 epH B POCCHH, MOCKBa , C. 30 1. 또한 메타리얼리즘과 프레
젠탈리즘， 브로드스키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 등에 관해서는 M. 3nmTeßH(2000) 같은
책， CC , 138-163 과 11. E. BacH Jl beB (1 999) PyCCK깨 n03T째eCKHß aBaHrapl1

E1< aTepHH6ypr , CC. 196-213 참조

XX

Be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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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라코프는 러시아 현대시의

경향이 1910년대

러시아 은세기 시문학의 상

황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러시아 시의 ‘동세기 ÕpOH30B뼈 BeK ’
라 칭한다 6) 그에 의하면 현대 러시아 시는 1910-20년대 러시아 시에서의 아
방가르드(미래주의)와 아크메이즘의 대치 상황과도 유사한 대립구도를 보여준
다. 즉， 러시아 현대시에는 개념주의를 축으로 하는 포스트미래주의적 경향과

아크메이즘을 계승하는 포스트아크메이즘의 경향이 공존하며 이 때 브로드스
키는 과격한 해체의 전략을 구사하는 포스트미래주의와는 차별되며 포스트아

크메이즘의 경향에 더 가까이 자리한다. 포킨 역시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을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으로 나누면서 브로드스키의
다는 전통을 따르며

경우는 전통의

파괴보

그것을 새롭게 하려는 고급한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

고 있다고 본다.7) 그에 의하면， 브로드스키에게 모든 새로운 창작이란 전통의
지양이나 단절이 아닌， 전통의 반복， 곧 전통의 분석 (aHa-깨 3 ), 회상 (aHa -MHe3) ,
유비 (aHa - J10 깨$1 ), 변형 (aHa-MO때03) 의

과정을 통해

잊혀진 최초의

어먼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종의 ‘아나-프로세스 aHa-npOQecc ’이다. 이러한 지적은 분

명히 미래주의와는 구별되는 브로드스키의 아크메이즘적 경향에 대한 암시를

포함한다.
그러나 브로드스키의 ‘아나-프로세스’는 이미
의

대상으로 삼는다. 브로드스키의

말에

아크메이즘 자체마저도 그것

따르면 “모든 새로운 시인은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선배 시인들의 공식들과 고착화된 언어틀， 그들의
미학을 발전시킨다".8) 이처럼 그는 자신과 이전의 문학 전통과의 관계를 언급
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시의 포스트

아크메이즘적 본질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반아크메이즘적 잠재력을 암시
한다. 이

때 그의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은 바로 문학전통에

대한 이

중적인 태도， 곧 전통을 향한 지향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반성과 극복을 통한
갱신이라는 문학 내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인의 문학사에
서의 ‘포스트’적 위치， 즉， 하나의 완결된 ‘메가문화 (MeraKYJlbTypa) ’인 모더니즘
의 ‘밖에 위치해

있다는 시인의 시공간적

거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형성된

다.

6) B. r. KYJla l<oB(1998)

“n033H~

6pOH30Boro Be l< a:

npHHQHn~ xy~o*eCTBeHHoA THnO JlOr째

BonpOCbl OHT0J10rH 'I eCKOR n03THKκ nOTaeHHaJl J1HTepaTypa

7)

A. A. φ0 I< HH (1 998) ， C.

8)

11.

106.

5PO~ CI< HA (1 997) BpOllCKHη

o

l[BeTaeBO꺼，

MocKBa , c. 76.

, I1 BaHoBo , c. 188.

브로드스키 의 ‘포스트 모더 니 즘’

브로드스키에게 문학적

텍스트이며

전통이란 자신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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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초

전일적인 우주이고 상호 모순된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하

나의 완결된 시스템이다. 시인에게는 그것을 취사선택하고， 그것이 자신의 고
유한 목소리와 대립되지 않으면서 공존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

진다. 브로드스키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프로테이즘npOTeH3M’은 곧 다양
한 스타일과 문체， 그리고 상호텍스트를 자신의 작품 속에 아무런 거리낌 없
이 도입할 수 있다는， 그의 문학전통에 대한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이미 완결된 이상적인 문화의 패러다임의 끝에， 혹은 끝 이후에 서

있는

‘마지막 시인’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학전통의
끝， 더 이상 전진할 곳이
른 곳에서

없는， 단지 뒤로의 반성적 움직임만이 가능한 막다

시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은 ‘거울’을 통한 반영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 뿐이라는 자각으로부터 브로드스키 시의 또 하나의 포
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인 ‘텍스트의 이차성’이 생겨난다.
브로드스키의

서정적

화자는 자주 타인의

텍스트의 등장인물인

것처럼 그

려지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텍스트의 주제라기 보다 기존의 문학전통을 재현

하는 이차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9) 문학전통에 대한 이차성은 또한， 텍스트
외부의 현실들이

전통적 코드들을 재현하는 시인의

전언들 속에서

왜곡되고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즉， 브로드스키는 텍스트의 이차성이라는 가
면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러한 일차적 문화텍스트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음을， 곧 자신의 외재성 (BHeHaxo따MOC Tb)을， 자신의 ‘포스트’적 위치를 드러
내며， 이로부터 그의 작품의 역설적인 아이려니， 자기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리포베츠키가 지적하고 있듯이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라는 것은 결

국， 문학전통， 좁게는 은세기 문학이라는 이상향， 잃어버린 낙원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인식의 과정이었다 10) 이는 또한 ‘아름다운 시대의 종

말’을 목도한 시인 자신의

외재성에

대한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아름다운 세계， 곧 문화적

이상향을 향하려는 강한 파토스 간의

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로 나누는 일련의

줄다리기였

시도들， 혹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이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이란 곧， 이러한 파토스와 아이러니의 두

축으로 러시아 현대시의

9)

경향을 양별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브로드스키

A. PaHt쩌 H(200 1) Ha nHpy MHeMO 3 HHbJ: μHTepTeKCTbJ Hoc Hlþa ÓpOI1CKOrO , MOCKBa , CC.

133-134
10)

M. }]HnOBeUKH꺼 (1993) ， C.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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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양극단의 중간에서， 혹은 이 양극단을 오가며 자신의 작품을 강한 파토
스에 대한 아이러니， 혹은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포기될 수 없는 파토스라는

역설로 메운다. 그의 작품에서 때로 분명히 드러나는 ‘저급한’， 급진적인 포스
트모더니즘의 현상들은 파토스를 가리우는 강한 아이러니의 마스크에서 기언
한다.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상정주의의 이원성， 아크메이즘의

물성에 대한 지향， 미래주의의 분석적인 경향， 오베리우의 부조리성을 자신의
텍스트로 아우르며

동시에
모든

이것을 아이러니의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

이

러시아 모더니즘의

동시에

그것과의

동일시를 거부하며

경향들을 종합하면서，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의

무모함을

아이랴니를 통해 고백하면서 브로드스키는 아름다운 세계의 종말 뒤에 서

있

는 시인의 비극적 외재성이라는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브로드스키는 초기
끝에

시들에서 시간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인식과 다가오는

대한 예감을 자주 시의 주제로 삼는다. 특히나 그는 초기 장시들을 통해

그러한 시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수한 시공간으로서의 문학 내적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만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자신의 상상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는 전능한 작가성에의 지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간의 직선적인 흐
름은 언제나 시간 외적인 공간으로서의

시의

공간을 잠식해 들어오고 결국

시인은 자조적인 어조로 시의 공간의 끝을 목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인한다.

시 공간을 연장하려는 시인의 의지와 그의 의지를 무화하는 시간의
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주면서도 작품의

끝에서는 언제나 시의

밀려난 현실 속의 시인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그의 작품에서 시간의 끝은 공

간적인 ‘막다른 골목 (TynHK) ’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 (KOHeu npeKpaCH얘

(969)

3nOXH)J

힘에 대

공간 밖으로

「아름다운 시대의

이라는 시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이미

아름다운 시대라는 공간 밖에 밀려나와 있음을， 더 이상 아름다운 시대란 존

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이라는 배경 속에서 시적 화자
는 ‘약소국의 대사’라는 은유로 묘사되며 이 때 그 약소국은 ‘시의 나라’를 지
칭 한다:

“ nOTOMy

qTO HCKyCCTBO

06J1 bICeBlliHX , yrp lO MbIX
/

He

)J( e Jl a31

nOC Jl OB /

n033 깨 Tpe6yeT CJlOB ,

/

31 -

BTOpOCOpTH얘

,

CB 3I 3aBllieHC 3I

HaCH JlOBatb co6CTBeHHbIH M03r

KalO Cb B KHOCK /

3a BeqepHeH

ra3eTO꺼

11)

,/

,Il ep )J( aBbI

caM

ce6e

O,ll HH H3

nO ,llaBa31 O,lle )J(,Ily

r J1 yXHX

,

C 3TOH ,

,

cnyc

시 예술이라는 것은 단어들을 필요

11) 또한 이 부분에서 시의 나라의 대사가 시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사러 내려
간다는 표현은 브로드스키의 이후 작품에서 드러나는 산문성에의 지향， 일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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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에， 시와 관계하고 있는 약소국의 귀먹고， 머리가 벗겨지고 음울한 모

습의

대사들 중 하나인 나는， 내 자신의 뇌를 혹사시키고 싶지 않아서 옷을

걸쳐 입고는 저녁 신문을 사러 가판대로 내려간다 (II,

161).1 2)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초기 시에서 시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시의 나라의 강한 권력자， 데미우르그로서의 시인의 권력을 향한 모더니즘적

지향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의 공간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통해 묘사
되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이란 곧 시의 나라 밖으로의 이동이다. 결국 시의 부
재논 삶의 부재로서의 죽음이 된다. 시를 연장하려는 노력은 푸쉬킨의

「기념

비」 로부터 계속되어 온 시의 이상， 모더니즘의 이상으로서의 문학의 영원성
을 향한 지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로드스키에게서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은
곧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메가문화 시기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에게 ‘아름다
운 시대의 종말’ 이후의 삶이란 곧 죽음의

펼연성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에의 지향， 모더니즘의 종말 이후의 모더니즘의 영원성을 향한 지
향이다. 모더니즘의 이상이었던 시의 공간과 시 자체의

영원성이 불가능하다

는 인식은 브로드스키의 ‘포스트一모더니즘’의 조건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지만 언젠가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행위는 부재와 죽음이라는 포
스트-아포칼립시스 상황에서 시인에게 주어진 삶의

수단， 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반복은 이전의

것과 지금 반복된 것 사이의

비통일성을， 재현은 재현되는

대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상황에서 시인의 삶의 수
단이 되는 반복과 기억의
인의

현실에

재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더니즘이라는 시

대한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반복의

는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 이후 브로드스키

시의 본질이

된다. 그의

메우는 많은 타자의

텍스트들은 바로 이러한 기억과 반복의

행위

작품을

행위이다. 그의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지적하게 하는 강한 상호텍스트성

역시

이

러한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영원한 현존을 위한 반복과 재현의 결과일 뿐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 이후 브로드스키

시의

중심에는 부재하는

것에 대한 기억과 그것의 반복， 재현의 원리가 자리하게 된다. 시대의 종말에
시 텍스트로의 도입 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12) H,

4 TOMax , COCT , r , KOMapoB
c , 161. 앞으로 브로드스키 시의 인용은 권수와 페이지번

5pOllC 때 ìí (1 992-1995) CO!.[HHeHHJI Hoc Hlþ a EpOI1CKOrO B

cn6 ,; nap HlI<; M,; HblO-꺼。PK ，

호만으로 표기한다.

러시아연구 재 14권 재 1 호

68

부쳐진 비명， ‘거울의 승리’는 바로 종말 이후 시인의 시적 전략으로서의 반성
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 이후 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말감’이

라는 모티브 역시 거울이 어떤 상을 재현해내도록 하는 도구이기에， 즉， 빛(시

간)의 전잔을 막고 그것의 직선적인

per

스펙티브를 retro- 스펙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의의를 지닌다. 부재에 대한 인식과 재현에의 의지는 각각
이 시기 브로드스키 작품에서의 반성과 지향의 양상이다.
이와 같은 부재(죽음)와 재현(죽음 속의 삶)을 동시에 함의하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바로 이 시기 들어 브로드스키의 작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는 ‘기념비’이다. 세계의 끝， 퍼스펙티브의 밖이라는 토포스， 즉， 망명 후 시

인이

러시아 밖에 위치하여 바라본 고국의 상징인 ‘제국’이라는 은유적 공간

을 장식하는 핵심 모티브로서 기념비는 단순히 소비에트의
부정적인 상징에 머무르지 않으며， 초기

절대권력에

대한

작품에서의 다소 경멸적인 일의성을

벗어나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 13)

13)

브로드스키 초기 시에서 조각상과 기념비는 분명 소비에트적인 ‘기념비성’의 전도
된 형태였으며， 따라서 시인에게 바쳐진 기념비에조차 다소 경멸적인 의미가 투영
되었다

그에게 ‘굳어버림’， ‘무생물성’， ‘거짓과 위선’을 자질로 하는 조각상이란 그

어떤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체계로서의 절대적 권력을 의미했으며 이
는 그의 초기 작품에서 시간의 파괴적이고 독재적인 힘과 죽음의 필연성의 상징물
이

다름 아년 푸쉬킨으로부터

속의

러시아 은세기 문학에 이르는 페테르부르그 텍스트

악마적이고 아포칼립시스적인

청동기마상의

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그의 초기

형상( ，행진 (meCTBHe)J

>(1961))

시에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질풍노도’의

‘길’과 ‘환영’의 시학을 대신하여 작품의 중심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조각상의 수사
적 몸짓’은 그의 작품에서 계속되어 온 펀어버림， 추위， 얼어붙음의 결정체로서 죽
음의 상징이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과도기적이고 작가의 메타적 자기 인용 (aSTOMeTa

-OTlHcaHHe) 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60년대 말의 작품
프」 에서는

“거짓의

기념비라도

되겠다”는

주인공의

「고르부노프와 고르차코

말을

찾을

수

있으며

또

'1972년」 을 비롯한 브로드스키의 망명 후 작품에서는 조각상에 담겨진 의미소로
서의 죽음과 부동의 자절을 부여받은 物은 일의적인 부정성을 상실하며 시인 작품
의 주된 모티브를 이루게 된다. 그의 1972 년 작품인

「토르소」 에는 “조각상이 진

실이 아니며 단지 죽음에 불과한 것이라도 그 속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아이
러니 섞인 가정이 나타난다. “조각상에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가정과， “폐허

한 가운데에 남겨진 이름 없는 근육의 총계”라는 물성의 극단 속에서 그래도 시인

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비존재가 아넌 굳어버린 존재에 대해 언급하며 따라
서 멈추어진 시간의 담지물로서 조각상 역시 양가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브로드스키 작품에서의

기념비와 조각상 모티브의 진화에 관해서는 B ,

IOXT(1998)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념비는 본질적으로 역설이다. 기념비는 그것이

현존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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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

것보다 분명히

대상의

영원한

그것의 부재를 증명한

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호로서 그것은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서정 시대의 이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시의 영원
성을 지향하는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던의 상황에서의

시쓰기에

대한 은유

가 된다. 또한 그것은 굳어져 버린 과거의 기억으로서 브로드스키에게 과거의

꿀어져 버린 문학전통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브로드스키의 문학전통에
대한 양가성은 그의 기념비에 대한 양가성과 같은 내적 논리를 갖는다. 소비
에트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념비성 (MOHy~빠lT aJlbHOCTb) ’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문학의 영원성이라는 또 다른 ‘기념비성’에의 지향으로 대체되고， 이어 이러한
기념비적 문학공간에

대한 회의는 결국 문학전통의 굳어버림과 그것의 죽음

이라는 ‘기념비’의 부정적

함의로 귀결되며

이와 함께 브로드스키 시 세계에

서는 ‘종말’이 현실화된다. 그러나 종말 이후에 이르러 부정적인 것으로서， 생

명이 아닌 물로서의 기념비만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기억을 위한 가능성임
을 자각하는 시인에게서 ‘기념비’는 굳어져 있는 부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끝 이후의

세계에서의

대안으로서

상정에는 시인의 기억 속에 굳어져

포함된다. 때로 브로드스키의
지향은 부재의

현설에

가치를 갖는다. 곧 ‘기념비’라는

있는 문학전통 단면들의 기호라는 의미가

시에서

발견되는 기념비를 되살리려는 시인의

대한 저항이며

죽음에서 삶으로 시간을 역전시키려는

기획， 부재하는 과거를 반복을 통해 현재 속에 재현해 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
니다.

그의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더
드러내는 서사시

버린 조국의

강하고 급진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공연 (npe~CTaBJleHHe)J 은 바로 시인의 기억 속에서 굳어져

기억， 더 나아가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기념비적

인 것， 기억들은 작품의 문학적 공간 안에서 다시금 재현되면서 현전하고 동
시에 재현이라는 반복 속에서 왜곡된다. 브로드스키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체는 이러한 재현의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변형의 결과다. 즉， 그의 포
스트모더니즘적 왜곡과 해체는 급진적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아이러니에 의
한 해제와 동시에 재현을 향한 강한 파토스의 결과인 반복을 통한 변형이라
는 양면을 지난다.
“ C TaTyapH뼈 뻐φ

B

cc. 409-432 참조.

n033 싸1

5poLlCKOrO" , Russian Li terature , Vo1. 44 , North-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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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성’이란 사실상 모더니즘의 본질이며
그것의 유산이다. 모더니즘의 ‘미학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게 남겨진

정치화’로부터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정

치의 미학화’로 이행하면서 문학의 영원성이라는 절대적 권력은 문학처럼 영
원한 절대적 국가권력으로 치환될 뿐이다. 이러한 치환의 과정을 목도하며 양
자 모두에 대한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브로드스키에게서 ‘기념비성’은 부재 그

자체보다는 나은 부재의 기호로서 의미를 지난다
브로드스키의 후기 시들은 부재의 기호 속에서 시와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는 브로드스키의

비극에

대한 정의를 상기시킨다. 그에게 ‘비극의

“막다른 지점과 퍼스펙티브의 혼합 nOMeCb TynH l< a C nepCne l< THBOH

초상’은

mI , 208)"

이다.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 ‘막다른 지점’， 곧 ‘아름다운 시
대의 종말’의 지점에서 계속해서 ‘퍼스펙티브’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 비극적이

다. 이러한 비극의 정의는 또한 모더니즘의 끝

문학의

영원성이라는 이상의

끝에서도 계속되는 그의 시를 향한 지향을 형상화하기에

그의

시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시는 ‘비극’이다.

B HaCT0 5lll(HX TparenH 5I X, rne 3aHasec - 4aCTb IJJJa ll( a ,
YMHpaeT He rOPllNA rep。꺼， HO , no msaM Tpe ll( a
OT H3Hocy, l< yJJHca.
무대의 막이 비옷의 일부인， 진정한 비극에서는，
고고한 등장인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입어 낡은 무대의 막이
바늘땀을 따라 찢어지면서 죽어간다.

그러나 그에게서

m, 359)

진정한 비극성은 비극의 주인공의 죽음이

아니라 비극적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행하여질 수 있는 공간인 무대 자체의 사라짐이
다. 곧 이는 비극적인 삶이 삶 그 자체의 부재보다， 굳어진 문학 전통의 반복
이 그것의 부재보다， 더 나아가 부재의 기호가 부재 그 자체보다 낫다는 브로
드스키의 후기 시의

역설을 형상화한다. 이것은 또한 비극적 세계 인식을 그

리는 시 자체가 시의 부재보다는 나으며 부재하는 모더니즘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그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의 존재가 그것에 대한 완전한 망
각보다 낫다는 브로드스키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을 설명한다

미에서 그의 작품

이러한 의

『대리석』 의 주인공 툴리가 문학의 ‘기념비성’을 말한 로

마시인 오비디우스의 조각상을 향해 하는 말

“너 없이도， 너와 함께도 살

수 없다 (IV, 287)" 는 명제는 곧， 모더니즘과 문학 전통， 더 나아가 시 그 자

브로드스키의 ‘포스트 모더나즘’

체를 현실 속에서 계속하려는 지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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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성과 그것의 불가능함에

대한 반성

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삶인 시 창작에

대한 시인의

역설적 신앙과 죽음을 극복하는 ‘기념비성’의

권력을 향한

극치로서의

시의

파토스라는 시인의 이중적인 감정의 표현이 된다.
가장 급진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

작품으로 이해되는 브로드스키의

서사시

「공연 (npeIlCTaSJleHHe)j 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지향， 시의 권력과 ‘기념비성’에 대한 양가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
부로부터， 초월적인 위치로부터 바라보는 시인 자신의 자기 아이러니라는 복

합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서 사시

2. 1.

「공 연 (ßpe l1 C T aBJle뻐 e}J

반성과 지향의 공간으로서의 극 구조

: 서정시의 동시성으로부터 서사적 쩨현 행위의 연극성으로
브로드스키의 시는 자주 극 장르의 구조를 따라 구축된다. 그것은 직접적으

로 극적 구성 원리를 따르거나 혹은 숨겨진 극적 공간 구조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의 극 구조는 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실현되는 이상적인 문학적 유
토피아 공간으로서의

극공간이라는

자체에

내재한

공간이

된다. 특히 초기

액자구조

낭만적

전제로부터

아이러니를 드려내는

시작되지만 동시에

머l 타시학적인

극

구조

코벤트가 가능한

작품( I 페테르부르그 소설 (neTep6yprcKHH pOMaH)j 의

I 행진(삐eCTSHe)j 의

신비극 공간 등)에서

시인의

시간극복을 가능

하게 하는 극 공간은 현실이라는 극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속에서의 시간의

힘에

복속되는 무기력한 공간이

되며， 이를 통해 브로드스키는 문학 내적인

시인의 권력과 자유와는 대조되는 시인 존재의 한계를 그린다. 이처럼 극 공

간 내에서의 시인의 무한한 자유와 권능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그것의 불가
능함에 대한 자각이라는 시인의 존재에 대한 이중의 의식은 그의 낭만주의적
인

이상주의와 낭만적

아이러니를 동시에

설현하는， 극 공간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화자의 형상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면 극 공간 내부의 서정
적 화자와 그에

대한 초월적 시선을 지니는 메타시학적 화자라는 분열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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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형상 속에서

암시된다. 그가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더

이상

불가능한 서정의 시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에는 아이러니 섞
인 시선을 드러내는 메타시학적 화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진다.
브로드스키의

최초의

시들에서

았다. 초기시들은 서정적

이러한 경향은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

동시성을 따르면서， 리듬이나

음성적

측면에

않

대한

강한 지향을 보여주었다. 그가 시를 낭송하는 태도도 바르드 시인이나 마야코
프스키 등의 낭만주의적 시인들의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이미 가
장 초기부터 여러 구조적 장치들을 통해 시적 화자와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
는 메타시학적

화자로의 분열을 암시하기 시작한다. 아직까지

구조였고 그다지

이것은 숨겨진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60 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그의 작품에서 문자와 문자행위의 모티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역시 대략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다. 그 이전에는 발화행위로서의 말이 더 큰 비중을 갖
는다. 1960 년대 중반에 씌어진 작품들에도 아직 발화로서의

언어의 모티브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점차 텍스트， 그래픽적인 기호들， 문자， 철자 같은 주제들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메타시학적 화자는 서정적 화자에 의해서 전달된 말이
문자화된 결과물을 보게 된다. 이는 곧 두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인 차
이 뿐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까지를 의미한다. 그의 작품에서 시인의
적 반성과 텍스트적인 사건으로서의 시쓰기
나면서 그의

작품에는 ‘흰 바탕의

메타시학

행위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드러

검은 것’이라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을

대체하는 절대적인 기호로서의 그래픽적인， 시각적인 물로서의 문자언어가 점

점 더 강하게 유표화된다. 대부분의 서정시에서 무표적인 당연한 행위로서 시
가 씌어져 문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텍스트 내적인 사건의 하나가 된다. 문자
행위가 묘사된 서정적 행위의 일부임을 보임으로써 문자 행위라는 사건과 다

른 일반 사건이 동등하게 서정적 사건의 부분을 이룬다.
문자 행위는 브로드스키 텍스트의 소통구조 안에서 경계적인， 전환적인 요
소가 된다. 문자의 존재에 의해 담화의 주체와 그 주체에 의해 창조된 텍스트

는 분리되며， 작가와 독자 역시 분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자 행위를 유표
화하는 행위는 결국 작품의 극적 구조를 낳는다. 문자 행위라는 하나의 사건

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계라는 것은 결국 무대 안과 무대 밖이라는， 극장의 본
질적인 이중적 공간구조에 해당한다. 문자 행위에 대한 지적은 텍스트의 자기
성찰적 전략에 대한 지적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 역시 문자 행위와 극의 자기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 니 즘’

반성적

성찰적

성격을 관련짓게

‘작가’와 ‘시적 주인공’으로

한다. 문자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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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곧 ‘서정적

주체’는

묘사하는 사람과 묘사되는 사람으로 나년다. 독자

가 해석학적으로 얻게 되는 텍스트 외부의 존재로서 작가의 형상은 텍스트를
벗어나 메타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논 보다 높은 위치로 이행한다. 따라서
문자는 문자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세계와 작가의

세계 사이에서

읽혀지는 세계로서의

‘서정적

매개항으로 기능한다. 문자행위의

주인공’의
주체는 그

‘자신’과 ‘타자로서의 자신’이라는 두 주제로 분리된다. 문자는 그것의 주체가
외부에 존재하게 하며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을 세계너머， 경계너머로부터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브로드스키에게서 자기
혹은 스스로로부터의 ‘소격’은 중요한 창조적

자신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원칙이었다. 그의

극적

구성은

결국 이러한 원칙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자 이러한 소격 현상의 결과이다.
서정적 텍스트 속에 문자행위가 언급되는 것은 서정시 고유의 현재성， 동시
성으로서의

서정적

전일성의

파괴를 암시하는 것이다. 포테브냐가 서정시의

시간을 현재라고 한 것은 곧 서정시의 동시성， 곧 발화의 시간과 주체의 내，
외부의 사건에 대한 반응 시간의 통일성으로서의 동시성을 의미한 것이다. 그
러나 브로드스키에게서 이러한 서정적 동시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작가
의 시간과 서정적 주인공의 시간은 자주 분리된다

이 두 시간의 층위는 자주

서정시적인 현재시제의 틀 안에 결합된다. 그러나 이 두 시간 층위에는 차이
가 존재한다. 작가적인 시간은 데미우프그적인 위치를 접한다. 그것은 통시적인
시간 층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시제는 과거나 미래 같은 시제들과
결합될 수 있다. 그 시간이 현재일 필요는 없다 쉬운 예로 브로드스키의 시들

I Anno Dorni띠」 ,
에서 시 속의

「로마 친 구에 게 보내 는 편 지 (nHCbMa

현재는 과거다. 또한 여러

’

pJ MCKOMY llpyry)

J 등

가지 현재성을 드러내는 모티브들이

이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와 과
거，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다. ‘이미 도래한 미래’같은 시간적 배경이 브로드스

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이처럼 서정시의

현재 시제가 여러

시간적인 배경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서정시의 현재가 지닌 분열성을 증명하며， 또한
작가의 시간이 서정적 주인공의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전시간성이나 탈시간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의 시간은 마치 시간의 축을 따라 펼

쳐진 수평적인 선 위를 가로지르는 수직적인 시간축 같다. 그러나 작가의 시
간 인식에서는 자신의

데미우르그성에

대한 아이러니

역시

드러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시는 서정적 화자의 시간 외부에서 데미우르그적 시간을 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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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가의 시간이

이루어 내는 극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분열된 인식을 드

러내는 극중극과， 그것을 둘러싼 극， 그리고 작가의 실제 현실이 이루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내포하게 된다.
브로드스키의

스풍의

시는， 서정적 ‘나’의 분리를 드러내는 일차적인 방법인 ‘그리

가면’이라는 모티브가 말해주듯이， 거짓된 동일시의 유희로서의 극장

화， 양식화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서정시의 독백성으로부터 벗어난다. 서정시
의 독백성을 벗어나기 위해 브로드스키는 자신의 한 분신인 서정적 화자에게
가면을 씌우고 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신은 그를 지켜보는 메타시학적

화자가 된다. 브로드스키는 자화상을 ‘자신의

봄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외부로부터 본 모습’으로 정의한다.

BeccrropHO ,

'1 TO

- rrOpTpeT , HO Õe3 rrpHKpaC:

<... >
4TO , B Cy Jl(HOCTH , H eCTb aBTOrrOpTpeT
ffiar B CTOpOHy OT COÕCTBeHHOrO Tena ,
rroBepHyTwA K BaM B

rrpoφHnb

BHll H311anH Ha "'H3Hb ,
BOT 3TO H 30BëTC~
crrOCOÕHOCTb He
HeÕhlTH~

KaK

。 TCyTCTBH~ ，

'1 TO

TaõypeT ,

rrpOneTena

“MaCTepCTBO ":

CTpamHTbC~ rrpOuellYP잉

~OpMW CBOer。

CrrHCaB ero C HaTypbI.

분명히 초상화다. 있는 그대로 그려진‘

<...>
또한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화상이다
자신의 몽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당신 쪽을 향해 자신의 옆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등받이 없는 의 자，
떠나버 린 삶을 멸리로부터 본 풍경.

부재를 있는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부재의 형식으로서의 비존재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 말로 “대가의 솜씨”이다

OII , 92)

자신을 객체화시키고 그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보는 전략， 그로 인해 서정
시의 현재라는 단음성은 극복된다. 그의 작품에서 ‘나’는 객체화되며 ‘나’가 위

치한 시공간으로부터

소격된다.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우주적인 시간으로

브로드스키 의 ‘포스트-모더 니 즘’

확대되고 또한 그 안에 새로운 경계와 구역이

생겨난다. 그의

75
작품에서 반복

되는 퍼스펙티브， 수평선 같은 형상들의 의미에 의해 여기와 저기， 가까운 곳
과 먼 곳 같은 시공간의 경계가 생겨나고 특히 저 세계로부터 본， 경계 너머

로부터 본 시각과 같은 모티브틀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내
러티브로 향하게

한다. 프레이덴베르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내러티브는 과거

가 현재와 절연되고， 이 세계가 저 세계로부터 분리될 때 생겨난다’ 14)

이상적인 자기 정의적 문자 행위는 ‘나는 쓴다’라는 발화이다. 브로드스키는
끊임없이 서정적인 상황과 그것을 서술하는 상황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려고
애쓴다. ‘나는 쓴다’라는 발화가 아닌 다른 발화 행위에서 조차 독자는 텍스트
내적 서정적 사건과 자신이 그것을 수용하논 사건 외에 그것을 쓰는 문자 행
위가 있음을 기억할 것을 강요한다.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발화는 대개의 경
우 ‘나는 쓴다’라는 행위의 틀을 지향한다. ‘나는 쓴다’라는 발화는 일종의 화

행이다. 이 때 이 발화의 기표와 기의를 합칠 수 있는 것은 이 둘을 현재 시
제라는 시제의 툴 속에 포함시키는 방법뿐이다. 문자와 그 문자에 의해 묘사

되는 것을 현재 시제 속에 함께 위치시키기 때문에 서정시에서 현재는 지배
적인 시간이 된다. 이 경우 작가와 서정적 주인공은 가까워져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이들은 실존적

현재로서의 ‘지금， 여기’ 안에 공존한다. 이러한 동시성

으로 인해서 서정시는 순간을 멈추어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닐
수 있었다. 리하초프가 지적했듯이 ‘민중의 노래는 바로 노래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생각한 바로 그것일 뿐이다. 그것은 노래이고， 울음이고， 불평이고， 심
지어는 외침이기도 하다.’ 15) 따라서 ‘나는 노래한다’

‘나는 말한다’ 같은 발화

는 주체로부터 소외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쓴다’라는 발화의 경우는 다르

다. 그것은 구어에

비해

이차적인 ‘문자’ 때문이다

시각적인

기호에

의해서

발화가 형성된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그 기호의 앞에 그것으로부터 소격되어
있으며 타자로 존재한다. 기표와 기의의 거리는 구어에 비해 멀어지며 직접성

을 상실한다. 문자는 이차적이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의 재현이다. 그것은 ‘나
는 말한다’， ‘나는 노래한다’라는 동시성의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다

결국 ‘나

는 말한다’， ‘나는 노래한다’라는 완전한 동시성과 달리 ‘나는 쓴다’라는 발화
를 통해 브로드스키는 시간과 공간의 소격을， 동시성과 전일성의 이상의 파괴

14) o. M. φpeßneH6epr(1998) “ 06pa3 11 nOH Jl Tlle" , MHtþ H JlH TepilT ypa I1peBHOCTH, MocKsa ,
c. 274.
15) n. c. J1l1xa앤 s(1997) HCTopH~ecKaß rr03THKa pyccKoR π'HTepaTyp.κ cn6. ,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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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낸다.

내러티브의 형성에 대한 프레이멘베르그의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 루카치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그는 ‘소설의 시대’의 지배적인 예술원리로서 낭만적 아이
러니를 들고 있다.1 6 ) 산문의 시대를 아이라니의 시대로 정의하는 것， 주체의

자기 성찰적 성격을 통한 분열과 이를 통해 내러티브의 발생을 설명하게 되
는 과정 속에서는 시의 시대의 붕괴에서 발생한 산문 장르의 본질로서의 극
적 공간성이 암시된다. 극적 공간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며 성찰적이다. 극장
성은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의 시각，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
보는 자신을 그린 본질적으로 성찰적인 시인 브로드스키의 작품의 숨겨진 구
조적 특성이다. 또한 내러티브는 본질적으로 퍼포먼스적 특성을 지니며 경험
의 흐로노토프와 재현의 흐로노토프의 분리를 내포한다. 재현적 시점을 지니

는 화자는 경험의 시점에 있는 자신을 그것이 끝난 뒤에， 그것의 밖에서 응시
한다.

브로드스키

역시

서사시

「공연」 에서

시인의

외재성， 현실의

존재로서의

시인의 ‘지금-여기‘와 텍스트 내적 시공간 간의 비동질성을 묘사하기 위해 극

공간의 구조를 차용한다

이 작품에서 재현되는 문학적 기념비， 혹은 시인의

기억의 단편들이란 일종의 ‘문자‘이다. 문자는 物이다. 그것은 이상적

발화로

서의 ’말’ 이후의， 단지 그러한 ‘말’의 굳어진 기억， 고착화된 형태로서의 物인

문자이며， 이러한 문자를 다시금 텍스트 공간으로 도입하는 시도는 곧 서정시

적 동시성이라는 이상의 부재를 목도한 브로드스키에게 주어진 대안으로서의
기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에게서 기념비에 대한 양가성이 서정적 동시
성의 부재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문자 행위에 대한 지향과 거의 동시

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서사시

「공연」 은 167ß 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은 화자가 독자에게

등장인물틀을 소개하는 8 행의 작가적 텍스트와 일종의 합창과도 같이 울리면
서 다음 주인공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4 행의 민중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마지막의 16 연만이 16 행으로 되어 있다. 16 연에는 민중의 무리로부터 울
리는 말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조용한 자장가와 같은 노래가 자리한다.

앞선 157ß 의 연은 소비에트인의 등장으로부터 마지막 15 연에서 무대위로 하
나 둘씩 나온 등장인물 모두가 모여 ‘혼교’를 이룰 때까지 하나의 완결된 무

16) n.

JIY I< a4(1994) TeopHJI poMaHa (C.3eH I< HH (1 994) “BCTyn. 3aMe TI< a

re Jl bCOHOM

I< HHrH

n.

I<

nepeSO IlY

JIyI< a4a TeopHJI pOMaHa", H.지0，. No. 9, Moc I< sa , C. 16).

r.

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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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작품의 시작에서는 익명의 소비에트인이 소개되면서 무대 위로 나온다. 그
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또한 극 장트의

무대지시와도 같이

극이

진행되는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중국의 변방’이 언급된다.
npenCTaBIUe Jl b COBHapKOMa , HapKOMnpOCa , MHHHHne Jl a'
3Ta MeCTHOCTb MHe 3HaKOMa , KaK OKpaHHa KHTa껴!
3Ta J1H~HOCTb MHe 3HaKOMa' 3HaK nonpoca BMeCTO Te Jl a.
MHorOTO~He

WHHe JlH. BMeCTO M03ra

BMeCTO ropJl a
BOT H BblWeJl

-

TeMHbllI

~e JlOBeK ，

Be~ep.

-

3an5lT a}].

BMeCTO ÕYPKaJl 3HaK ne Jl eHH}].

npenCTaBHTe Jl b HaCe Jl eHb}].

인민위원회， 인민계몽위원회， 외무부 대표여!
이 장소는 저에게 익숙하군요. 마치 중국의 변방처럼!
이 사람이 저에게 익숙하군요. 봄통 대신에 심문부호，

외투의 말줄임표. 뇌 대선에는

쉽표.

목 대선에는 - 어두운 저녁. 눈깔 대선에는 나누기 부호.
여기 사람이， 민중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JIII，

114)

동시의 한 구절에서 가져온 듯， 희화된 인형과도 같이 묘사된 소비에트인의

등장에 의어 푸쉬킨， 고골， 툴스토이 등이 시대착오적인 분장을 하고 등장한
다 17) 이

때 그들은 무대위로 ‘나온’ 소비에트인과는 달리

온다’. 이미 무대에

무대

안으로 ‘들어

나와 있는 소비에트인의 관점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무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즉， 이는 소비에트인의 등
장과 함께 작가의 시점이

익명의 소비에트인의 것과 겹쳐지는 것， 즉， 작가가

그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작가는 평범한 소비에트인의 시

17)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이어 소비에트인의 등장에 대한 민중의 평가의 말이 뒤따른
다. “ BOT H BblWe Jl rpa:!<naHHH , / nOCTalOIIlI깨 H3 WTaHHH 저기 사람이， 바지에서 꺼내면
서 , 나왔다

이 부분은 분명 히 마야묘프스키 의 'CTHXH 0 COBeTCKOM nacnopTeJ 의

“ 51 nOCTalO H3 뻐pOKHX WTaHHH nyÕJl HKaTOM õecueHHoro rPY3a 냐는 통이 넓 은 바지
에서 귀중한 중책의

사본을 꺼낸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마야코프스키의

시에서

서정적 ‘나’가 꺼내는 것은 소비에트인의 신분증이며 그것이 귀중한 의무라 묘사되
고 있지만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는 바지에서 꺼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
고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목적어를 암시함으로써 마야코프스키 시에 나타난 소비에
트인의 의무와 애국심， 혁명의 파토스플 완전히 무화하며 그것을 패러디하고 희화
화한다.

러시아연구 제 14권 재 1 호

78

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현실 시공간의 시인은 말하기의 전권을 작가적 마스
크에게 위임하며 잠재적으로 극 공간 외부로부터의 관조자가 된다. 이 작품의

1 연에서 15 연에 이르는 무대 공간은 결국 소비에트인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의 마스크에 의해 주도되는 공간이다. 이 때 작가의 마스크 형상은 민중
극에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설명하는 장터극 변사 (라요쉬닉 (paew
배 K) 이나 발라간-데드 (õaJIaraHH뻐
다. 그의

Ilell) )의

풍자적이고 코믹한 형상을 닮아있

언어는 장터극을 이끌어가는 이들 화자들의 풍자적

어휘나 민담적

어 휘 를 모방한다 18)

화자의

텍스트에

의해 무대로 불려나온 등장인물들은 서사시

「공연」

속

의 극 공간을 이루며 일종의 극중극의 구조를 형성한다. 화자의 텍스트를 잇
는 대중의 합창과도 같은 대사들은， 마치 극중극 공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
중으로부터 나온 말인 것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 두 종류의 텍스트 즉， 화자의 작가적 텍스트와 대중의 무리로부터 튀어나온 대사들의 교체로 이

루어진 15 개의

연은 등장인물들과 대중이 함께 존재하는， 극중극을 포함하는

상위의 극의 존재라는 환상을 만틀어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무대와 관중석의
경계가 사라지는 장터극， 혹은 인형극에서와 같은 민속극 (lþOJIbKJIOp) 의 구조를
모방한다.
작가적

텍스트들 각각은 마치

독자(혹은

청자)에게

일종의

재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재현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루복 (JIYÕOK) 의 텍스트와도 같다. 로
트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루복의 예술적 공간은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극
장적

공간성의

느낌을 갖게

한다.

<... >

루복 그림의

테두리를 무대나 막의

주름 같은 극장적 요소들이 장식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9) 서사시 「공연」
은 극장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관중석을 염두에 둔다.
작가적

텍스트와 소비에트 대중의 직접화법들의

림과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을 차례로 조명하듯이

교체는 마치

당대 사회

각각의 루복그

전체의

형상을

그려낸다. 루복에서 그림과 함께 있는 텍스트틀은 단순히 그 그림을 설명하는

18) 화자의 언어에는 민속극에서 흔히 사용되는 민담과 구전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다
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 았다 ‘'rOBOpJl T .flHXHe J1IOp.κ 'I TO BHyTpH , pa30 'l apOBaH
간악한 샤맘들은 안에 들어가면 실망한다고 말한다 "(III，

115); “ B3ap-Bnepep

JIeTa~T

llpa 폭탄이 앞뒤로 날아다년다 ."(III， 115); “니YPO-IOPO: Hell<H빼 rpa$ / npeBpaTHJICJI B
KHHlI<H찌꺼 WKa$ 이건 71 적이다: 온화한 백작이 책 장으로 변해버 렸다 "(III ， 115).
19) 삐 J] oTMaH(1998) “ XYllO ll< eCTBeHHa Jl np pOlla pyCCKHX HapollHblX KapTHHoK" , 06 HCKYCJl

“

CTBe. cc.

483-486.

브로드스키 의 ‘포스트 모더 니 즘’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려냄으로써

그것이

79

단순한 하나의

닌 일종의 움직임이 되게 만든다 20) 이 작품에서도 작가적

정지

장면이 아

텍스트는 기억 속

에 정지 장면들로 각인된 소비에트의 단면들을 살려내는 루복의 텍스트와 같
고 그러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인과관계 없이 몽타쥬되고 있는 전체 ‘공연’

은 마치 각각의 루복들이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한권의
루복책을 연상시킨다

작가의 말에 의해서 제시되는 각각의 텍스트들은 고착

화된 재현적 대상과 대응되며 따라서 이는 일종의 문학적， 혹은 사회적 기억
들로서 그 자체가 이미 ‘기념비’이며 부재하는 것에 대한 재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가변을 쓴 작가는 그러한 이미

재현된 것들을 작품의 공간 안으로

불러틀인다. 따라서 이 작품의 극적 공간 안에서 그것은 이미 재현에 대한 재
현이 된다. 재현의 재현이란 곧 재현의 반복이다. 이러한 반복의 과정 속에서
그것들은 왜곡되고 변형된다. 이
대상이

현실이

되게

작품에서

하는 기념비의

재현의 재현이라는 행위는 재현의

되살림에

다름 아니다. 작가의

텍스트는

소비에트인들의 기억 속에 재현된 그림을 자신의 텍스트 행위에 의해 재현의

재현이라는 이차적 재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라요쉬닉 같은 모습이나， 그가 극중극과 대중을 매개
하는 것 역시 이 작품의 루복성， 곧， 민속극적 성격에 의해 설명된다. 소비에
트인의 가변을 쓰고 과거의 기억을 자유롭게 살려내고 불러들이며 그것을 조
롱하고 패러디하는 시인의

형상은 민속극을 지배하는 라요쉬닉의

형상과 다

므지 않다. 정지된 장면에 불과한 루복그림과 텍스트가 그것의 직접적인 공연

의 구어예술을 기억 속에 재환기 시키듯이

서사시

「공연」 에서는 시인-라요

쉬닉에 의해 시간 속에 굳어진 과거가 ‘공연’의 영원한 현재시간 속에서 부활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조건적이고 민속극적인 이러한 극공간 안에서 부활한 과
거로서의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 시인의 기억 속에서 굳어져 버

린 죽은 물로서의 기억의 부활에， 되살아난 기념비에 다름 아니다 문학적 기념

비를 부활시키는 화자의 형상에서 마야코프스키의
에서

푸쉬킨의

동상을 살려내는 시인의

「기념일의 시 (106HJleHHoe) J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복 그림의 테두리가 곧 조건적인 극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경

계가 되듯이 ‘공연’의 비이성적이고， 민속극적인 초현실 세계에서는 양립할 수

20)

같은 책， c.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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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며， 은유의 실현이

일어나고， 현

실에서 불가능한， 민속극의 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와 같은 루복 공간 고유의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이 루복의 공간을 뒤집
힌 세계의 모델로서 카니발의 공간이

되게 했듯이

r 공연」 의 극 공간 역시

전복과 파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삶의 공간으로서 카니발이 된다. 루복이 공

식문화의 규범인 이콘으로부터의 소격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처럼， 이 작품의
작가적 텍스트는 공식문화로서의

기존 규범을 낯설게 하고 뒤집음으로써 재

현의 과정에 참여한다. 루복의 형식적 기호학적 원칙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의

극공간은 시인의

기억 속의 죽은 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카니발

적인 공간이 되며， 카니발적인 전복의 가능성을 통해 이미 규범화된 공식문화
자체의

전복을 꾀한다. 카니발적

공간으로서， 이

작품의

민속극적

무대에는

브로드스키의 작품에 특징적인 카타크레시스적 의식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된
다.

테우르기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면

2.2.

: 폴클로르(IþOJlbKJlOp) 의 자유와 개 넘 주의 전 략
「공연」 은 브로드스키의 카타크레시스적인 의식의
이며

이

때문에

자주 급진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수를 드러내는 작품

원리를 따르는， 브로드스키에

게 예외적인 작품으로 이해된다. 이 작품의 카니발적인 무대에서 일반적인 시

간， 공간의 법칙은 파괴된다.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을 산 인물들이 한 무대
위에 공존하며 푸쉬킨 고골， 툴스토이 등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도 않았던 복장을 하고 무대에 등장한다. 스탈린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들이

희화화된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의인화되어

다른 역사적

인물

인물들과

무대 위에 공존한다. 무대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불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카타크레시스적인 흐로노토프를 보여준다. 시에 적합하지 않은 저속하고 금기
시된 언어가 반복되며 저급한 언어와 상문체적 고상한 언어가 병치된다. 비유

의 차원과 현실 차원의 카타크레시스로 은유는 수사적 차원을 벗어나 실제가
된다. 시인에게 이질적인 소비에트의 기치들과 소비에트 문학으로부터의 인용
은 그것의 원래 컨텍스트를 잃은 채 이질적인 컨텍스트에서 유표화된다. 대중

브로드스키 의 ‘포스트-모더 니 즘’

의

말은 어떤 논리적

연관이나 인과관계를 지니지

81

않은 채

병치된다. 그러나

대중의 말은 인과관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시적 리듬과 운율에 의해， 곧， 차
스투쉬카 (qaCTYIIl Ka) 의， 폴클로르(Iþ0J1bK J10P ), 곧 민속극의
다. 리듬이나 형식
작가적

내용 차원에서

텍스트 역시 그 둘 간의

논리에

대조를 이루는 민중합창의

의해

결합된

억양과 화자의

대조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본질적인 카타크

레시스적인 의식， 카니발적인 성격， 민속극 장트의 자유에 의해 하나의 의미
장 안으로 흘러든다. 이처럼 작품을 지배하는 카타크레시스적 논리는 작품 내

적

공간이

보여주는 그것의

민속극적인， 조건적인 성격에

의해

정당화된다.

유사성을 통해 결합되는 은유의 두 죽을 서로 상이한， 때로는 극단적으로 대

립적인 두 사물로 대신함으로써

의미의

반복이

아닌 존재의

창출을 꾀하는

차타크레시스적인 의식의 극단에서 재현의 재현으로서의 은유적 반복은 재현

에 대한 안티재현， 곧 재현의 반복이 아니라 재현의 왜곡을 통한 새로운 재현
의 창조로서 카타크레시스적 해제와 재창조에 이른다.

「공연」 에서

민속극적인 화자에 의한 재현의

기존의 소비에트적 진리와 그러한 진리개념 속에

이 작품 속에서

재현은 이처럼 반복을 통해
내재하는 숭고를 해체한다.

되살아나는 소비에트의 기치들과 이데올로기는 다시금 재현

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이전의 절대의 자기 동일성을， 그것의 진리성에 내
재한 숭고를，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영원성으로서의 ‘기념비성’을 잃는다. 이

작품 속의 화자의 작가적 텍스트는 소비에트 현실로부터 가져온 언어적 재료
들을 민속극 양식의 무대 공간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소비에트의 가치에 강요
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재현의 과정을 통
해 해체한다. 소비에트적인 숭고는 타부의 파괴와 키치， 대중의 언어 속에 반
영된 소비에트의 실제와 대조적으로 공존하며 고유의 숭고를 잃는다. 화자의
작가적

텍스트에서

이데올로기를

탈각시키는 시인-라요쉬닉의

전략에

의해

작가적 텍스트에는 욕설과 속어들로 채워진 민중의 차스투쉬카 형식의 후렴
구들이 보여주는 저질스런 노래들의 합창 음조가 배어든다. 화자의 작가적 텍

스트는 그것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형식적으로 분리된 채， 마치 작가적 텍스
트가 그리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는 듯한
후렴구의 차스투쉬카 리듬 속에 내재한 키치적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서사시

「공연」 의

전체 극공간의 동질성을 이루어

민속예술양식에 고유한 원시성의

낸다

즉， 이 작품을 통일시키는

전략은 결국 시인 브로드스키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소비에트의 삶의 본질로서 그것의 키치를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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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작가의 기억을 되살렸고， 기억 속에 각인된 소비에트 이데올로
기를 해체했으며

더 나아가 민중의 삶을 그려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 민속예

술양식은 사실 또한 소비에트가 지향한 아포칼립시스 이후의 새로운 민중의
세계로서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수단이었으며， 그러한 예술형식 속에 그려지는
현설은 소비에트가 이루어낸 “천국과도 같은 서사적

전경”이기도 했다 .21) 이

처럼 이 작품

「공연」 은 바로 민속예술 양식의 전형적인 기법과 전략을 통

해 소비에트의

이상과 유토피아의

상징물이자 그것을 그리는 수단으로서의

소비에트 시대의 대중문화를， 민속적 예술 양식 자체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개
념주의적이다.
핫산은 카니발화를 포스트모더니즘적 의식의 특정으로 간주한다 .22) 그것은

작품 속의 무대 공간이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며 이 작품이 자주 러시아 포
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소

비에트의 문화적 코스모스인 소비에트 대중문화를

「공연」 의 극 공간 구성

재료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은 개념주의적인 원칙을 공유한다.

개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작품 속에서 하나의 완결된 기호체계로서의 공
식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화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소비에트

적인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그 형태를 변형한다. 이 때 그들의 해체라는 것
은 사실

“망각을 통한 새로움에의

추구”이다.껑) 브로드스키 역시
려내는 시도 속에서

동시에

지향이라기보다는， 기억을 통한 다름에의

「공연」 에서 소비에트 문화에 대한 기억을 살
그것을 조롱하며

되게 한다. 스코로파노바가 지적하고 있듯이

패러디를 통해

해체의

대상이

r 공연」 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사실상 패러디와 이데올로기적인 재코드화， 극장화의 과정을 거친 언어적 코
드들， 개념들， 인용들이다 .24) 브로드스키는 자신의

기억

투어와 관용구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목록화한다

r 공연」 은 거의 비슷한 시

21) Y. IDCTYC(2000) “ B03BpaDl eHHe B pa꺼

있던 상

cOllpea재 3M H iþO Jl bK JlOP" , COIJpedJlHCTH 'I eCKHi1

KdHOH. nO l1 pe l1. X. nOHTepa H E. llo6peHKO. Cn6. , CC. 41 22)

뒤편에 놓여

48.

1. Hassan (1 987) The post-modern turn , Ohio , p. 171 (M. 끼HnOBellKHl1 (993) ， C. 160
으로부터 재인용).

23) H. MaHbKOBCKa찌 (1 995) napWK CO 3Me51MH (BBeoeHHe B 3cTeTHKy nocTMooepHH3Ma) ,
MOCKBa , C. 15.
24) H. CKoponaHoBa(1999) “ COBeTCKHll MaCCOBhl꺼

1I 3hlK

KaK nOCTMO l1 epHHCTCKHll TeaTp

<npe l1 CTaB Jl eHHe> HOCHφa BpO l1 CKOrO “ , PyccKa51 nOCTMooepHHCTCKa51

Y 'I e6HOe noco6He. MocKBa , C. 375

JlHTepaT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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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엉) 또한 앞서 지적된 이 작품의 루복책적인 특성은 등장인
물들의 직접화법을 물화시켜 도입하고 한 무더기의 카드들을 통해 세계-텍스

트의 미니어춰를 그려내고자 했던 루빈슈테인의 카드시의 원리와도 일맥상통
한다26). 또한 작품 속에 재현되고 있는 소비에트 지도자의 모습은 소비에트의
전형적인 회화로 양식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패러디하는 소츠-아르트 (cou-apT)

의 기법을 따른다.낌) 이 작품에서

25)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상징물 중 하나인

티무르 키비로프는 스스로 자신이 개념주의자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평
가들에 의해 후기 개념주의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소비에트

민중의 노래의 억양과 구절들을 차용하고 그것을 해체하며 동시에 감상성의 요소들
을 더함으로써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그의 작품 속에는 브로드스키
로부터의 인용들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나 이 작품

「공연」 은 키비로프적인 색채

를 많이 드러내며， 오히려 브로드스키의 작품 중 키비로프적인 바탕에서 씌어진 것
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공연」 과 키비로프의

「작별의 눈물 사이로 (CKB03b npo-

CJIe3bl) J 에는 많은 공통된 구절들이 존재한다공연」 의 키비로프적 특성
에 대해서는 C. MaKcy~oB ， H. nOKpoBCKa~(2α11) “ K npe~CTaB끼eH때 <<npe~CTaBJIeH때〉〉”，

lI\ aJIbHble

Russian Literature, Vol. 49. North-Holland. C

μ4; A. PaH lI HH(2001) c. 410을 참조하

라.

26) 루빈슈테인의 텍스트는 카드 조각들로 흘어져 있으며 그의 작품의 텍스춰는 각각
흩어지는 목소리들과 파펀들의 다원성에 의해 조직된다 그의 작품은 “일상적인 의

식들의 단면이며， 민중들로부터의 외침이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
또한 그것은 일상생활 속의 정지장면들이고， 집에서의 궤변이며， 부엌의 담론이고，
대중의 심리학이다

브로드스키의 서사시

「공연」 을 채우는 많은 몽타쥬들은 바

로 이러한 루빈슈타인적인 다음성과 폴리포니의 원칙을 따른다. 루빈슈테인의 카드
시의 텍스춰 조직원리에 대해서는 H. P. CYPo~HHa (1 999) “PyCCKHR KOHuenTy aJIH 3M: OHTOJIOrHlIeCKa~ onpe~eJIeHHOCTb nycToT B ~3blKe H KyJIbType ’ , PyCCKHil nOCTMopepHH3M:

MaTepHaAM Me*BY3oBCKOil Hay~Hoη KO때 epeHI!H， CTaBpOnOJIb , C. 74 를 보라

27)

I 공연」 에서

레년과 스탈린의 모습은 역사적， 전기적 사실들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동시에 코믹하고 그로테스크하거나 경멸적이고 희화화된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금 재현된다. 다음을 보라‘ “np껴lIa TBep~뼈 por B KapaKyJIb , HeKTO B
6p~Kax H3 6apaHa / npeBpall\aeTC~ B THpaHa Ha TpH6YHe MaB30JIe~ (모자 속에 단단
한 뿔을 감추고서 양가죽 바지플 입은 그 누군가는 마브잘레이의
자로 변한다)"

m, 114);

“ BXO~HT

제단 위의 독재

CTaJIHH C ll:l<yraIDBHJIH , Me:l<~y HH뻐 BblIDJIa ccopa /

5blCTPO ueJI~TC~ ~pyr B ~pyra ， Ha:l<째a~T Ha co6allKy , / H ~blMj\lI\a~C~ Tpy6Ka ... TaK ,
no MμCJIH pellCHccepa ,!H no 대 6 0Teu Hapo~oB ， B ~eHb BblKypHBaBillH꺼 nallKy. / H
CTO j\ T xpe6Tbl KaBKa3a KaK B nOlleTHOM KapayJIe (스탈린이 쥬가세빌리와 함께 나
온다.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난다. / 재빨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는 쓴다 /

러시아연구 재 14권 채 1 호

84
지평선의

범속화는 마치 소츠-아르트의

대표자 중 하나인 불라토프의

그림，

소비에트의 이상으로서의 지평선이 마치 벽을 장식하는 띠벽지처럼 그려진 그

림

「지평선」 을 상기시킨다

nacnopTe)j ,

I좋아 !(XOp애O)j ，

I 소비에트 신분증에 관한 시 (CTliXH 0 COBeTCKOM
I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BJJa짜iMHP I1JJH'~ J1eHHH) j ,

「미스테리아-부프(뻐CTep깨 5y빼 )j 등의 마야코프스키의 텍스트， 레프 오샤닌의
「세계의 민주청년에게 바쳐진 찬가(대뻐 ~eMOKpaTHqeCKOR MOJJO~e*b 뻐pa)j , 고리

끼의

「폭풍을 예고하는 바다제비에 관한 노래 (neCHSI 0 õypeBeCTHHKe) j 같은 소비

에트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텍스트틀은 새로운 컨텍스트 속에 놓이면서 희화된
다. 소비에트의 현실을 반영하는 민중의 말들이 이루는 카탈로그는 어떠한 이

상이나 낭만주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소비에트의 현실을 폭로한다.

“ KTO Tal<얘 CaBOHapoJIa?"
“ Bep0 5l THO , CO l< paÐl eHHe."

“사브나롤가가 누구야?"
“아마도 축약어 겠지 ." (ill ,

띠OBeJIμ cTpaHy lIO PYli I< H."

“ KTO nOCJIe lI HH l!? 51 3a BaMH."
“ 3x , UycHMa-XHpocHMa!"
“ *HTb COBceM B~HOCHMO.

“나라를 망쳐버렸어." (ill ,

114)
114)

“누가 끝입니까? 제가 당신 됩니다 ."(III， 115)

“아이고， 완전 쭈심지옥같은 히로시마군’”

“진짜 못 살겠다

(III，

115)

“ B~JI BC~ *H3Hb npOCT~M paõ。뻐
“lla까 Te CpO I< õe3 npHroBopa."

사회주의

공식문화의

중심에

“판결 없이 형을 주십시오

내재하던

"

(III ,119).

이상화된 삶이나 신화화된

현실의

상은 파괴된다. 브로드스키는 이처럼 이 작품의 민속극적으로 양식화된 극공
간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가 그 이데올로기의 표현도구가 되었던 민속극 양

식 자체를 통해 폭로되는 개념주의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민속 예술 양식은 아방가르드가 대중에 다가가는 전략이었다. 그들은 기존
의 예숨을 전복하고 새로운 예술적인 원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속적인 것

총신에게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렇게 해서

연출자의 의도대로/민중의 아버지는 죽

었다， 담배 한 갑을 다 피운 날에. / 가프카즈의 산맥은 보초를 서듯이 서

m, 116).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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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기울였다. 마야코프스키의 차스투쉬까， 그의 억양시， 회화에 도입된

루복의 원칙， 발라간이나 장터의 극에 대한 관심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민
속장르에 고유한 원시성의 도입은 엘리트 예술이 대중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

이었고， 이러한 원칙은 민중성을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하는 소비에트에서도
계승되었다. 민속예술양식은 아포칼립시스 이후의 새로운 세계라는 소비에트
적 천국을 그리는 도구가 되었으며， 소비에트 고유의

대중적， 민속양식을 창

조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에트 예술에 부여된 과업이었다. 곧 소비에트 사회에

서 민속예술은 스탈린을 신화화하고 그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소비에
트의 역사에 신화적 흐로노토프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한 예술 양식
이 보여주는 원시성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키치적 성격에도 불구

하고 소비에트의 숭고개념을 그리는 도구가 되었다. 소비에트는 아방가르드의
형식과 그것의 특징적인 언어로 소비에트 고유의 새로운 이념을 그혔으며 이

는 아방가르드와 대조되는 새로운 미학적 원칙으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학에 내재하는 카타크레시스적인 의식을 설명해준다. “스탈린 시대의 사회
주의 리열리즘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숭고에 맞닿는 고상한 스타일이나 문
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것을 묘사하는 다양한 민중적 예술
양식 없이 또한 생각할 수 없다갱) 이미 존재하는 형식을 이질적인 컨텍스트

안에 위치시키는 개념주의의 원리는 이처럼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방법론이기
도 했다 29) 이는 또한 이 작품

「공연」 이 구조화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이처럼 브로드스키는 개념주의자들， 또한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인
러시아 지하 문학이
이데올로기에

그러했듯이， 소비에트가 기존의

따라 재신화하고 그것을 다시

민속예술양식을 자신의

창조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소

비에트적 민속예술양식을 해체한다. 그틀의 작품이 자주 보이는 부조리한 모
습은 이미 존재하는 형식과 그것이 해체되는 새로운 컨텍스트 사이의 카타크
레시스적인 대조성에서 기인한다. 소비에트의 신화적 민속의 세계가 요구했던

유아적 의식은30) 이 작품에서 오히려 하름스적인 그로테스크로 소비에트언을

28)

n,

rennep(1994) “ B03B배leHHoe B CIl CTeMe 3CTen’'l eCK IlX KaTerop뼈

lI<.l\ aHoBCKoro

CO l1 llan Il CT Il'l eCKOrO peanIl 3Ma" , Wiener Slawistischer Alrnanach, band , 34 , c , 100 ,
29) 5 , rpoAc(2000) “nO .ny TOpH뼈 CTllnb: c0 l1 peanll3M Me ll<며， MO .l\epH Il 3MoM Il nOCTMO .l\ep
H~’ 3MOM" ， COupea J1HCTH t/e CKHR KaHoH, CC , 110 - 11 1.
30) 이 에 대 해 서 는 E, n06peHKO(2000) “ C0 l1 peanll3M Il Mllp .l\eTCTBa" , Coupea지'HCTH'/e CKHR
KaHOκ c , 3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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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화화하는 도구가 된다. 소비에트에서 어린이 세계의 이상을 구현하는 피아
네르의 형상에서는 역설적으로 소비에트의 비극성이 드러난다. 어린이 그림에

의해 무대 위에서 살아나는 소비에트인의 모습은 아이들의 세계인식에 특징
적인 회화성과， 회화적인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마술성을 반복한다. 브로드스
키는 축약어의 주술적인 반복과 어린이 그림의 원칙에 따라 그려진 부조리한

인형과 같은 소비에트인의 등장으로 자신의 극중극 공간을 연다. 그는 이처럼
회화적인 재현을 통해 부재를 그것의

기호적인 시율라크르로 대체하는 소비

에트 미학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그것의 부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소비에
트 권력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소비에트의

현실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부조리

가 되며， 이는 소비에트 체제의 비합리성을， 소비에트 미학 체계에 내재한 부
조리를 폭로한다. 극중극 텍스트가 보여주는 ‘기념비성’， ‘극장성’， ‘회화성’， ‘민
중성’， 민속성‘， 이 모든 것의 공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는 바로 소비에트 사

회의 모습이며， 또한 그것이 추구한 미학적 원칙 그 자체이기도 하다.

3.

r 공연 (npeaCTaBJIeHHe) J 의 끝:
r 인용의 끝 (KOHell llHTaTY)J 3 1l

기억 속의 소비에트 기호틀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원칙을 모방하는 시

31) M. Be3pollH뼈의 1996년 작품
였다. Be3pollH뼈의
작가틀과의

「인용의 끝 (KOHel.\ 뻐TaThI) J 의 제목으로부터 인용하

작품은 러시아 모더니즘으로부터

현란한 상호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에

이르는 많은 러시아

특히나 브로드스키로부터의 인

용은 자주 눈에 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1990년대 중반， 곧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의 시기를 살았으며， 포스트-소비에트의 상황을 한참 동안 겪은 작가 자신의 모습
을 반영한다. 인문학자-시인인 화자의 시와 시적 현상에 대한 비평과 허구를 넘나
드는 인용과 해석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은 분명히 브로드스
키의 작품

「아름다운 사대의 종말 (KOHel.\ npe l<paCH얘 3nOXH)J 을 패러디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용의

끝 (KOHel.\ npe l<paCH얘 I.\HTaT퍼)>이다.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많은 러시아 작가들을 인용하고 그들을 패러디하는 과정，
곧 포스트 모더니즘적

유회의

과정을 마치면서

작가는

이러한 현란한 〈인용의

끝>에 브로드스키가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이라는 구절 속에 담았던 아이러니와
향수의 컨 텍스트를 부여 한다.

참조.

M. Be3pollHhlll(1996) , KOHeu UHTaTN, cnõ. , cc.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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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극중극 공간은 15 연에서 다시금 이러한 모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작

이 된 마야코프스키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정점에 이른다
“ MbI 3anO JlHH JlH BCIO clleHy! OCTaeTCJI BJl e3Tb Ha cTeHy."
“우리는 무대 전체를 채웠다! 이제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는 일만이 남아
있다." (III , 119)

그러나 극중극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의 주도하에 인터내쇼날가를 부

트는 마야코프스키의

「미스테리야-부프」 에서와는 달리 “갑자기

합창하며

잡종을 만들어 내 기 위 한 ‘혼교를 시 작한다’ (XOpOM BJlPyr COBO J< ynHTbOI ,
BblBeCTH rH5p띠a). ”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은 혁명의

'I T05bl

이상으로 고무되어

있

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유토피아의 희망에 가득 찬 민중의 모습이 아니라，
소비에트적인 것의 본질， 즉， 소비에트적 ‘잡종’을 극중극 안에 다시금 재현
하는 인형과 같은 부조리한 형상들， 기호들일 뿐이다. 굳어버린

기억

속의

물들을 살려내는 극중극 공간이 지닌 경쾌한 민속극적인 가벼웅에도 불구하

고， 서서히 작품에 스며들기 시작한 죽음의

예감은 14 연에서 강화되며 15 연

에 이 르러 완전히 ‘형 태를 지 니 게 된다 (OT J1 HBaeTC jI B !þ OPMY). ’

50 , npOCTpaHCTBO 3KOHOMJI , KaK OT Jl HTbCJI B

KpOMe

KJl aJl ÕH~a

H KpoMe

'IepHO꺼

~OpMy

Macce ,

O'l epe Jl H K Kacce?

공간을 절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렬시킬 수 없나?

(III , 119)

무텀이나 매표소의 줄 말고는?

15 연의

마지막 말 “제발 놓아 주세요 (OTnycTHTe ， XpHcTa paJlH)" 에

이은

16

연에서 지금까지의 극중극 공간의 분위기는 변화한다. 마지막 16 연은 형식적
으로도 암의 연들과 다소의 차이를 보여준다. 마치 ‘제발 놓아 달라’는 요구에
의해 시인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지금까지 자신이 소비에트인의 가면을

쓰고 이끌어가던 무대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브로드스키의
작품 마지막을 자주 장식하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작품에서
화된 표현인 ‘제발 (XpHCTa pa JlH) ’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반복된다.

BblXO Jl HT Be 'l ep B

HaCTO Jl~eM ， JlOM

CKaTepTb cnopHT C

3aHaBeCK얘

HCK JlIO 'I HB CepJllleÕHeHHe - 3TOT

y

'I OpTa

Ha KyJlH'I Kax.

B CMbl CJl e BHemHero yõpaHcTBa.
J1 eneT

JI B KaB bI'I KaX

-

역시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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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eHHe ， ÕYATO BWqTeH flOÔaqeBCkHM H3 npOCTpaHCTBa

PonOT nHCTbeB UBeTa AeHer , kOMapHH바~ pOBHWJl 3YMMep.
rna3 He B CHnaX YBenHqHTb meCTb-Ha-AeB~Tb TeX , KTO YMep

현재 속의 저녁이 무대로 나온다. 집은 어딘가 귀신도 모르는 먼곳에 있다.
테이블보는 커튼과 외부의 장식에 관해서 논쟁한다.
심장고동 소리만 빼면 - 이 혀 짧은 소리에 나는 괄호를 친다

-

완전히 로바체프스키에 의해 공간 밖으로 빌려난 느낌이다
돈 색깔의 나뭇잎들의 소리， 모기의 단조로운 명왕거림.
눈은 죽은 이들의 6*9크기의 사진을 확대하지 못한다.

시인의

(III , 119)

현재 위치를 암시하는 듯한 ‘현재 속의 저녁’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면서 작품의 극공연의 공간은 현재 시인의 공간으로 바뀐다. 이제 새로
운 공간적 배경으로， 극중극적 공간의 배경이 되는 러시아로부터는 멀리 떨어
진 세계의 다른 한 끝에 위치한 집이 등장한다. 장식을 위해 논쟁하는 덮개와
커튼에 관한 부조리한 구절은 ‘막’， 곧 무대의 끝을 암시한다. 시인이 현재 시
간으로 돌아옴과 함께 시인이 자신의 기억 속의 죽은 물들을 되살리는 환상

은 끝이 나며， 따라서 이 작품

「공연」 역시 끝에 다가간다. 시인의 현실 속

에서의 시인의 목소리는 이미 ‘공연’의 끝 이후의 코벤트 혹은 카벤자와 같은

것이고， 당연히

시인은 그 말에 ‘괄호를 친다’. 로바체프스키에

있다는 시인의 지적은 다시

의해

밀려나

한 번 브로드스키에게서 로바체프스키의

평행선

이 지니는 의미를 상기시킨다. 두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끝 이후， 혹은

접점으로서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더

이상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과거로의 움직임을 통해 시를 쓰는 것이 유일한 생존수단이 되는 시인
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과거를 향해 벌어져

있는 로바체프스키의 두 평행선

은 곧 시인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 된다. 이제 그러한 기억의 공간으

로의 여행이었던 이 작품이 끝난 후， 로바제프스키에 의해 공간으로부터 밀려
나와 있는 시인은 더

이상 앞선 ‘공연’의 공간에서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이들을 살려내지 못 한다’. 부재의 신호， 스펙타클의 끝을 알리는 신호
음과도 같은 단조로운 소리(‘ KOMapliH뻐 pOBH뻐 3yMMep’)앞에서 시인은 자신의
눈이 더 이상 죽은 이들의 사진을 설제의 그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rna3

He B clinax

yBenHt써Tb llieCTb-Ha-aeB~Tb

Tex , KTO

째ep'').

심장고동이 암시하는， 곧 시인의 실제시간으로서의 현실은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동이라는 카타크레시스의 극치를 가능하게

했던 극중극 공간과는 달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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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극중극 공간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던 죽음의 힘에 귀속된다.

잡종들로 채워진 무대 공간을 벗어나 소비에트인 라요쉬닉의
시인의 목소리는 다시금 그의

가면을 벗은

일반적인 작품을 지배하는 서정성을 드러낸다.

포스트모더 니 즘적 인 극중극 공간의

작가적

마스크를 이 제 작가고유의 ‘나’의

형상이 대신한다. 지금까지의 극중극 공간이 보여준 개념주의적이고 포스트모
더니즘적인
포기되지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스키에게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고유한 작가적

형상은

브로드스키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거리

를 둔다. 브로드스키 에 게 나타나는 포스트모더 니 즘적 특성 이 란 마치 모방하고

인용하고 재현을 다시금 재현하논 이 작품의 극중극 공간의 화자의 가면과도
같다. 소비에트적

잡종을 그리는 또 하나의

잡종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부포나드의 장에서 민중의 목소리틀을 통해 반복되며 소비에트적 금기를 파
괴하며 공식문화를 전복하는 스타일적 효과를 가져왔던 저속한 어휘와 에로
틱 한 단어 들 (C J1bIllla “ õa뻐 KH-õalO"

/

OTBe 'l aeT:

“ MaTb TBOIO!"( 자장가를 듣고는 /

‘엿먹어라‘ 라고 답한다) )은 아이들의 ‘수를 세는 노래’의

리듬을 반복하면서

점차 별어져간다. 그것들은 메아리를 남기는 자장가의 리듬 속에서 어떠한 왜
곡이나 아이러니도 지니지 않는 시인의 기억

속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장

변인 아이를 재우는 어머니의 모습과， ‘사랑으로부터 아기가 생낀다’는 어머니
의 말로 대체된다.

“OT n~6BH 6~Ba~T neTH.
T에

Terrepb OnHH Ha CBeTe.

nOMHHWb

rreCH~ ， '1 TO

,

6~Bano ，

H B rrOTeMKaX HarreBana?
3TO

KOWKa , 3TO -

~WKa

3TO - narepb , 3TO -

B~WKa.

3TO - BpeMJl C THxoll carrolí
y6HBaeT MaMy C rrarroll'‘.

“사랑으로부터 아이 가 생 기 곤 한단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 혼자다，
기억하니? 그 노래를，

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너에게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이건 고양이， 이건 쥐.3 2 )

이건 수용소， 이건 감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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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엄마와 아빠를 죽이는 시간.

리포베츠키가

지적하고

(III , 119)

있듯이

「공연」 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부포나드

공간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모든 떠들썩한 카니발이 결국은 비존재임
을 시인하듯이， 아무 흔적도 없이 無를 향해 사라진다. 라요쉬닉
의 가면을 쓰고 등장인물들을 조종하며 소비에트의

데미우르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들

을 희화화하고 풍자할 수 있었던 개념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부포나
드의 무대가 순전히 문학적인 공간이었음을 인정하면서
호 속의

코멘트에서

현설 시간의

시인은 이러한 문학적

원칙으로서 시간과 죽음의

공간의

이어지는 마지막 괄

영원한 현재와 대조되는

형상을 제시한다. 소비에트에서 극복

의 대상이었고 저속한 말이나 에로틱한 단어 등과 함께 또 하나의 금기이며
소비에트의 숭고에 배치되는 것이었던 ‘죽음’의 주술처럼 울리는 자장가의

듬 속에서

리

영원히 시인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력으로서， 소비에트 권력을 비

롯한 그 어떤 절대적인 것도 모두 복속시키는 ‘시간’의

힘

앞에서의

공포와，

그러한 공포로부터 기인하는 진정한 숭고함이 생겨난다.

다가갈 수 없고 복원될 수 없는 실낙원이 되어 버린 모더니즘에 대한 강한
향수와 그로부터
시인의

기인하는 낭만적

파토스， 왜곡과 해체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소비에트의 기억， 이들의 본

질을 통해 그것의 해체에 이르려는 개념주의의

전략， 이 모든 것들의 혼합인

극 공간， 그리고 극중극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태로서의 극공간에 대한 외재자
시인의

간의

자기

힘에

아이러니，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시

대한 비극적

인식

거대함을 초월하는 시간의

속에서

거대함에

드러나는 진정한 비극성， 소비에트적인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진정한 숭

고. 이것이 바로 서사시 <공연>를 통해 브로드스키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었

으며， 더 나아가 그의 후기 시학의 불변항이 되는 서정적 역설과 초월적 아이
러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또한 이 작품의 표면이 보여주는 가장 급진적인 포
스트모더니즘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자신의 극 공간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자기아이러니는 개념주의의 현란한 인용 전략 뒤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감상성과， 유희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강령에도 불구하고 포기될 수 없는

32)

‘ KOmKa-MblmKa ’는 상용화되어 숨바꼭짖을 의미한다
의미를 보전하면서 그것을 낯설게 한다

이 부분에서는 상용화된 표현의

브로드스키의 ‘포스트 모더니즘’

러시아적인 낭만적

파토스의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에

등의

post

결과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91
서사시

대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1990년대

「공연」 은

이후 키비로프

개념주의자들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과， ‘현란한 인용

의 끝’ 이후의， 시와 시인의 존재론적 본질인 낭만적 파토스로의
대한 예형이 된다.

회귀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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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nOCT-NO l{ epHH3N ’

H. BpO I{ CkOr’ o

Ha NaTepHa~e n03NH <npe I{CTaB~eHHe>

RH , 4 :ICH-EH
B

llaHHo꺼

paCCMaTpHBaeTC~

CTaTbe

Ha OCHOBe ero n03HUHH

nOCTMOllepHHCTCKa~

n03THKa 5pOllCKOrO

n033H~ 5pOllcKOrO TpYllHO Ha3hlBaTb nOCTMOllep-

‘nOCT ’.

HHCTCKOR B y3KOM CMbIC Jl e , HO B HeR HeMa JlO 06IUHX C nOCTMOllepHHCTCKOR n03THKoR "I epT , K TOMY lI<e llBO꺼CTBeHHhle CB~3H 5pOllCKorO C MOllepHHCTCKOR TpallH뻐eη (ee nOBTOpeHHe H OllHoMOMeHTHoe lI< e OTpHuaHHe) H HpOHH"IeCKa~ aBTOpCKa~

MaCKa ,

CKphlBa~IUa~

MO ll< HOCTH ee

HOCTaJl brH~

B03BpaIUeHH~

CKoro nOCTMOllepHH3Ma ,

-

no TpallHUHH H TparH "I eCKOe OC03HaHHe HeB03-

He

"I TO

OT Jl H "I a~IUHe

HHOe , KaK CaMhle CYIUHOCTHhle

"I epTbI

ero OT 3anallHorO BapHaHTa.

n03Ma <npellCTaB Jl eHHe> , cTo~IUa~ OC06H~KOM B TBOp "l eCTBe 5pOllCKoro
X rOllOB , OpraHH "I HO

BnHCbIBaeTC~

PYC-

1980-

B KOHTeKCT pycCKoR nOCTMOllepHHCTCKOR n03

’

31 H. B TeaTpa Jl H30BaHHOM npOCTpaHCTBe n03MbI 5pOllCKHR , MaKCHMa Jl bHO peaJlH3y~
KBHHT3cceHUH~

KaTaXpeCTH "I eCKOrO

aBaHrapllHCTCKoro
O ll<‘m Jl ~eT

CTpeMJl eHH~

C03HaHH~

H BHyweHHoro 3THM C03HaHHeM

K TeyprH3My , aKTya JlH3HpyeT

CBO~

naM~Tb

H

OKOCTeHeBWHe H OT J1 0 ll< l’ BlliHec~ B HeR paCXO ll< He 060POThl , KJl HWe

MaCCOBoro COBeTCKoro ~3bIKa. B TO lI< e BpeM~ ， cBoe06pa3HhlM KJI~"I OM K nOHHMaH에o n03MbI <npellCTaB Jl eHHe> ~BJI~~TC~ 3a JlOll< eHHble B C 싸뻐。J1e cTaTyH MHoro-

n Jl aHOBble

3Ha "l eHH~:

HOCTH H

BOn Jl O II\eHH~

HeraTHBHbI꺼

CMbICJI KaK CHMBO Jl a COBeTCKoR MOHyMeHTa Jl b-

CMepTH H n03HTHBHoe 3Ha "l eHHe KaK <<BeIUH>> ,

BonpeKH Bce06IUeR CMepTH ,

coxpaH~~

OCKO Jl KH

OCTaHOB Jl eHHOrO BpeMeHH. 3ane "l aT Jl eHHble B
J1~llH

“

~3bIK

naM~TH ，

n~TH

npHKacaeTC~

KOTopa~ ，

K Be "l HOCTH

n03Ta HCTOpH "I eCKHe

C06hlTH~ ，

ero pOllHH비 B npOCTpaHCTBe 3T 。꺼 n03MbI O ll<HBa~T. φ。J1 bK JlOpHOe

TeaTpa Jl H30BaHHoe npOCTpaHCTBO 3TOR n03MbI

npOCTpaHCTBO

MHCTepH꺼Hoe ，

B KOTOpOM cTaTyH nO~BJI짜OTC~ H O ll<HBa~T. TeM caMhlM , n03T lleMOHcTpHp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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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ffi

TeyprHYecKyffi

BnaCTb

B 3TOM npOCTpaHCTBe. OnHaK。’

B TO )((e

BpeM.lI,

necaKpanll3HpOBaHHoe npOCTpaHCTBO KaK ycnoBHa .ll, CTHnH30BaHHa .ll non COBeTCKy~ 3noxy TeaTpanbHa .ll CueHa

nenaeT

B03MO)((HhlMH peCeMaHTll3aUll~ 3HaKOB Oõme때

DR .lI COBeTCKHX Rffi neH naM.ll TH II TpaBeCTHpOBaHlle II napOnllpOBaHHe OTpa)((eHHOH B
3TOH naM.ll TH COBeTCKOH M때onorHH. B 3TOM C 뻐cne n03Ma ÕnH 3Ka KOHuenTyanllcTCKOH. OpOnCKllH 3aHOBO KOMõHHllpyeT O~HUHanbH~ COBeTCK~ KynbTypy KaK TOTanbH~

3HaKoByffi CllCTeMY H TpaHC~opMllpyeT ee OÕnHK. φonbKnopHoe npOCTpaHCTBO

n03Mhl OpOnCKOrO

CTaHOBllTC .lI npOCTpaHCTBOM KOHuenTyanllcTcKOH neKoHcTpyKUllH

H neKaHOHll3aUHH.
3CTeTHyeCKa.ll CTpaTerll.ll TeaTpanbHOrO npOCTpaHCTBa n03Mb' , B KOTOpOM n03T
Yepe3

KaTaXpeCTllYeCKOe C03HaHHe , OÕHa)((affimee KBHHT3CCeHUllffi aBaHrapnllCT

CKoro Teypr꺼 3Ma ， O)((llBn.ll eT Cpe3b' OKOCTeHeBWeH naM.li Tll COBeTCKOrO OÕmeCTBa ,
B TO )((e BpeM .lI nOCpenCTBOM HX pe(ne-)M때onorH3aUHll neKoHcTpyllpyeT CaM COBeTCKI깨 MH~ ， YTO OTyaCTll neMOHcTpHpyeT

reHeTHyeCKll꺼 npllHUlln CaMOrO PYC-

CKoro nOCTMOnepHll3Ma , KOTOpb'H C~OpMHpOBaH B npouecce OnHOBpeMeHHOrO npH
H.lI TH .lI H OTpHuaHll .ll pyccKoro aBaHrapna H cOupeanH3Ma.
OnHaKO , OpOnCKH꺼， 3aBepWa .ll nOCTιIOnepHHCTCK~ õy!þ!þ OHany , B KOHeYHOM HTOre ,
pHcyeT KapnlH y ‘ HaCTO.ll weA TparenHH ’

TparenHH yenOBeKa nepen nHUOM CMepTH ,

aÕCO Rffi THOH BnaCTH BpeMeHH. ronoc n03Ta

,

,

KOTOpb'찌 Bb wen ll3 CueHHyeCKOrO npo-

CTpaHCTBa H COpBan MacKy paeWHHKa-paCCKa3'깨 Ka ， B03Bpa띠aeTC .lI K CBOHCTBeHHOη nn.ll ÕOnbWHHCTBa CTHXOTBOpeHHH OponCKOro nllpHYHOCTH. Tenepb aBTopcKyffi

Ma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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