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영화화 연구:
B. 보고몰로프의 소절 r 이반 j 과
A. 따르꼬프스끼의 영화 r 이반의 어린 시절』*
백 용 식”

1.

서론

1895 년 뤼미에르 형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토그래프는 처음에는

‘움직이는 사진계라는 진기함으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영화는 움직이는 현
상을 펼름에 담아 무한 복제하여 재생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문

화매체로서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영화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복
사하던 실사필름의 단계에서

곧 이야기를 창조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영화는 서사기능을 펼요로 하였고
되었다. 이때

문학 특히 소설과 관련을 맺게

둘을 연결하는 고리는 ‘서사’의 문제였다. 이를 위해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가 해결해야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객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말’ 없이 ‘그림’만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초기

영화감독 이론가들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법을 소설에서

배웠다. 미국의 그리피스(D.

W.

Griffith) 에서 러시아의

어지는 몽타주 기법의1) 발전은 소설의 서사기법에서

연구에 따트면 19 세기의 문학은 영화가 나오기

에이젠슈쩨인으로 이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전에 이미

영화적 서사를 실

험하였다(패히， 76). 특히 초기 몽타주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찰스 디킨
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영국작가의

작품을 피상적으로나마 알게

되면， 디킨스는 평행적

행위의 몽타주를 낳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영화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법， 양식 무엇보다도 관점과 표현에서 디킨스는 영화의 특정들에
놀라울 정도로 접근해 있다. 이 특정들의 본질 속에， 디킨스와 영화의 공통

*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

1)

봉타주 기법의 발전에 대하여는 자네티(1 998) ， 135-163쪽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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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속에 그들이(디킨스와 영화가) 주제와 구성 외에 표현과 글쓰기의 특별

한 자질로 인해 거둔 대중적 성공의 비밀의 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Eisenstein, 206)

서사기법을 습득한 영화는 다음 단계에서는 영화 창작을 위한 원본 텍스트

를 문학으로부터 가져오기 시작하였고
별한 현상이

아니다. 세계문학의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이제 문학작품을 영화화하는 것은 특

많은 고전들이

계속되고 있다. 문학의

이미

영화로 제작되었으며，2)

영화화는 러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화된 러시아 문학작품만도 58편에 이른다
(Lemmermeier, 41-49) , 이 논문은 영 화가 이 미 우리 시 대 의 지 배 적 인 문화형
식이 되었고， 문학의

영화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으며， 그렇다면 문학의

영화화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요구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3)
문학을 영화화하는 것은 언어기호의

텍스트를 시각(그림)기호의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표현의 시각화가 문학의 영화화의 핵심 사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영화는 문학과 변별되는 매체 고유의 구성조건과
기법을 갖고 있으며， 매체의 변환은 원본의 변화를 야기한다. 변화는 일차적
으로 형식에서 발생하고

형식의 변화는 이차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 형식의 변화에 따른 미학적 규범과 내용의

석을 통해 규명될 수 있으며

변화는 비교와 분

바로 이 지점에서 문학의 영화화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학의 영화화를 문학과 영화의 대화적 관계로 보고， 보고몰로프의
소설 「이반(IiBaH) J 이 4) 따르꼬프스끼의 「이반의 어린 시절(IiBaHoBo lleTCTB이」로5)

2)

문학작품이 영화화된 사례와 해설에 대해서는 김성곤의 『문학과 영화』 참조.

3)
4)

김성곤 (2α)()) ， 패히 (1997， 5-10) , 남완석 (2000) 참조
보고몰로프 (B ， 0 , 5oroMonoB , 1926-2003) 는 1941 년 2차 세 계 대 전에 참천하였고， 사
병으로 출발하여 1952년 정보부대 장교로 제대하였다， 1955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
하여이반 (HBaH)J(1958) ， r 조샤 (3oCJI)J (1 965) 와 같은 단편과 장편소설 「진실의 순

간(“씨
Mo야얘
l‘M빠{
소련군과 독일군의 전투를 배경으로 이반이라는 소년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일군

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반은 독일군의 후방에 침투하여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다
체포되어 처형된다.

5)

r 이반의

어린

시절 (HBaHOBO lteTCTB이 J (1962) 은 BfHK(BceCO I0 3H뼈 rocyltapCTBeHH뼈

HHCTHTyT KHHeMaTorpaφHH) 졸업 (1961) 후 따르꼬프스끼가 첫 번째로 만든 영화다.
그에 앞서 젊은 감독 아발로프 (3 ， A6anoB) 가 이미 원작자 보고몰로프와 빠빠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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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과정과 변화의 양상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

서는 문학의 영화화의 기호학적 과정을 고찰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작 소설과
영화의 인물과 환경， 슈제트， 화자와 시점 그리고 서술을 비교 분석한다.

2.

본론

2. 1.

문학의 영화화 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 생산으로서의 수용

표 1)<문학의 영화화〉의 의사소통체계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문학의 영화화>의 의사소통체계는 이중적이다. 첫
번째 의사소통체계는 〈생산자로서 작가 - 문학텍스트
고， 두 번째 의사소통체계는 〈생산자로서의 감독

수용자로서 감독〉이

영화텍스트 - 수용자로서

의 관객〉이다. 두 의사소통체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감독으로， 감독은 <문학
의

영화화>의

의사소통 체계에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는 문학텍스트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영화텍스트의 생산자가 되며， 감독을 중심으로 볼 때 의
사소통과정의 성격은 “생산으로서의 수용”이라고 (Mundt， 8) 규정된다.
작가 텍스트-감독의 관계에서 감독의 문학텍스트 수용은 두 단계의 의미작

용을 통해 실현되며， 그것은 표 2) 와 같은 과정을 갖는다.6) 작가는 내용을 표

현에 담아 문학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자인 감독은 표현으로서의 문학텍스트
를 읽고 내용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즉 표현(기표-글자로 이루어진 텍스트)
nanaBa) 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이반」의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모스필름의 심
의위원회는 작업을 중단시켰고， 따르꼬프스끼가 영화의

완성을 맡게 되었다. 따르

꼬프스끼는 안드레이 몬찰로프스끼 (A ， KOH4aJlOBCKHη) 와 함께 시나리오를 완전히 새

로 집펼하였다， 1962 년 1 월 18 일 촬영이 완료되어， 영화는 같은 해 베니스 영화제
에 출품되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는 감독상을 받
았다.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urovskaya(1989 , 29-31 , 34) , 3op-

Ka~ (1 991 ， 32-35) 를 참조하라.

6)

아래의 내용은 김경용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김경용，

17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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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내용(기의-텍스트의 내용)을 찾는 것이 수용자로서 감독이 수행해
야하는 의미작용이며， 이것을 암호해독이라 부른다. 이때

암호해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일차
이차기호 : 함축

일차기호 : 외시

낸용간

표현2

| 표현 1

I

암호해독은

차 기호의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일차 기호의

의미를 외시의미라고 하
고， 표 2) 에서

내용1

내용 1 로

표기된다. 이것은
가

표 2) 텍스트 기호학의 의미작용

지니는

명확한

정의된다. 수용자의

일

기호

직접적이고

자연적

의미로

입장에서 1 차 암호해독은 텍스트를 기초로 “정황， 즉 의

사소통의 대상을 재구성”하는 (Mundt.

10)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정황의 재구

성’에서 수용자로서의 감독은 문학텍스트의 배경， 인물， 사건을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수행한다， 1 차 암호해독 과정은 텍스트의

내

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차 암호해독은 이차 기호의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이차기호는 함축의미라
고 하고， 표 2) 에서 내용2로 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차기호의 기표(표

현1)와 기의(내용 1) 가 합쳐서， 이차기호의 새로운 기표(표현 2) 로 된다는 것이다.
수용자로서

감독은 1 차 암호해독에 서

파악한 내용， 즉， 기 표(표현 2) 를 기 초로

새로운 의미 즉， 내용2를 생산한다. 이때 1 차 암호해독이 객관성을 특정으로 하

는 반면， 2차 암호해독에서는 수용자의 주관성이 개입하고， 자의적이다.
내용2는 원본 문학텍스트에 대한 수용자-감독의 해석(Interpretation) 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2 차 암호해독의 결과인 내용2는 문학의 영화화에서 이제 새
로운 영화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트는 내용
2을 “영화화 컨셉 (Konzept Transformation)" 이라고 불렀다 (Mundt，

11-12) ,

두

번째 의사소통체계에서 생산자 감독은 ‘영화화 컨셉’을 기초로， 영화적 표현수
단을 사용하여 영화텍스트를 생산한다.

<문학의 영화화> 의사소통체계에서 나타나듯이 문자 기호로 기록된 문학
텍스트로부터 ‘영화화 컨셉’을 고안하고 그것을 영상기호로 옮기는 과정에서
감독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7) 이러한 기호학적

펼연성은 영화작업

과정에서 문학텍스트의 작가와 영화텍스트의 감독 사이에 견해 차이도 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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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을 의미한다.

「이반의 어린 시절」의

제작에서

따르꼬프스끼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의

식하고 있었다. 그의 관점에서 감독은 영화작업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고，

그것은 영화감독과 소설 작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즉
“작가와 감독의 미학적

기호가 다를 때 타협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감독

의 의도를 파괴할 뿐이다. 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작가와 감독 사이에 그

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문학 시나리오를 새로운 직물 (TKaHb) 로 변환시
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직물은 영화의 작업 단계에서 감독 시나리오

라고 볼린다. 감독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미래의 영화의(시나리오가 아니라
영화의) 저자는 문학 시나리오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의 시선만이 완전하며

시나리오의 글자 하나하나는 그의 개인적

장조적 실험을 통해서만 가치 있고， 허용된다 (TapKOBCKI깨，

110-11 1)."

따르꼬프스끼에게 원작 「이반」은 가능한 토대 이상의 것이 아니었고， 핵심

내용들은 그의 생각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어야 했다. 그에게 개별 장르의 특
성은 자명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다른 장르의 기법을 차용한다면 영
화 고유의 창조적 독자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TapKOBCKH꺼，

115). 원작

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저자인 보고몰로프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따르꼬프
스끼는 “우리들은 당선이 당신의 창조적 개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만큼， 우
리들의 창조적 개성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로 작가의 개업에 맞섰다

(Turovskaya , 32).
‘생산으로서의

수용’으로 정의되는 문학의

영화화의

적으로 감독의 의도가 관철되고， 장르적 특성이

기호학적

과정은 필연

드러나는 과정이며， 이

때문

에 영화 「이반의 어린 시절」은 소설 「이반」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소설과
는 변별된다.

2.2.

인물과 환경

인간은 객관 현실에 존재하며， 그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한다. 인간이
소설적으로 반영될 때 인물이 되며， 현실의 반영은 “환경”이 된다. 소설의 시

7)

감독이 원본 텍스트에 충실하게 영화화하는 경우에도 표현 매체의 차이는 필연적
으로 원본과 영화의 차이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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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인물과 환경이 자리잡는 물리적 요소인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코
드화된 정신적인 요소이며， 배경이 분위기나 상황을 암시하는 요소라면， 환경
은 인물이

구체적으로 관련을 맺는 사회적

하는 “객체적 요소”다(나병철，

105).

조건으로 인물의

삶을 가능하게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인

물은 그 속에 얽혀 살아가거나 혹은 환경과 대립하고，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
격화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된다.
소설의

발전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소설의

중심인물은 이반이다. 이반은 플롯

중심이며， 다른 등장인물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군이라는 이항대립이
범주를 형성한다. 등장의

빈도와 플롯에서의

인물구성의

큰

중요성을 기준으로， 이반， 갈쩨

프， 흘린， 까따소노프가 소설의 중심 인물군을 형성한다.
흘린은 거칠고 공격적이며 냉소적인 반면， 까따소노프는 단순 소박하고 과

묵하다. 서로 상반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첩보작전에서 이반의 전폭적
인 신뢰를 받고， 그들 사이에는 강한 동지의식이 존재한다. 갈쩨프는 이야기
속에서는 첩보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대위로 텍스트에서는 화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야기에서 갈쩨프는 이반을 포함한 첩보부대원들로부터 소외당한다.
특히 흘린은 노골적으로 갈쩨프를 자극하지만， 소외상태는 텍스트의 화자로서
갈쩨프가 첩보부대원들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화자의

역할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거리를 마련한다.

소설에서 이반의 성격은 1 인칭 화자인 갈쩨프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는 자
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이반과 관련된 사건을 훗날 기록한다. 때문에 소설의

시제는 과거형이며， 회상의

형식을 갖는다. 그는 이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서 시작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정보를 습득한 순서에 따라 연대기
적으로 서술한다.
소설에서 이반의 성격화를 위해 중요한 정보는 대략 세 차례에 걸쳐
된다. 1 장에서

이반은 한 밤중에

드네프르 강을 건너다 보초에게

전달

체포된다.

갈쩨프는 그에 대한 첫 인상을 직접서술의 형식으로 다름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는 크고 유난히 사이가 넓은 두 눈으로 조심스럽고， 뚫어지게 나를 보
면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턱뼈가 높고
색이었다

피부에 스며든 진흙 때문에 암회

젖은， 애매한 색의 머리카락은 덩어리지어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굳게 다문 파란 입술의 지친 얼굴 표정에서 그 어떤 내적인 긴장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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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그렇게 보였는데， 불신과 적의가 느껴졌다 .8)

직접서술의 형식을 갖는 인용의

전반부에는 드네프르 강을 건넌 후 체포되

어 갈쩨프의 집무실로 끌려온 이반의 외모가 묘사되고 있고， 후반부에서 묘사

는 외모로부터 이반의 섬리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1 인칭 화자로서 개인
적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갈쩨프는 ‘내겐 그렇게 보였는데(I< a l< MHe
nO l< a3aJJOCb) ’라고 고백함으로서

자신이

전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소설에서 이반의 성격화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갈쩨프의 노
력과 함께 진행된다.
1 장의 다른 부분에서 갈쩨프에 의해 제시되는 이반은 다음과 같다.

그의 표정은 애처롭고， 피곤해 보였지만，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그는

자신감을 갖고 심지어는 고압적인 태도로 나와 대화했다 그는 청하지 않고
요구하였다. 그는 음울하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집중력이 강하고 신중했다.

그는 아주 기이한 인상을 주었다. 저쪽 강변에서 왔다는 그의 주장은 나에게
는 명백한 거짓말처럼 보였다 (483).

여기서도 직접서술은 갈쩨프의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의 서숨은 이반의

외모와 행동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설득력을 갖지만， 동시에 이반의

정체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갈쩨프는 이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는 이
반이 독일군의 배후에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럴
수록 소연에

대한 호기심은 증가된다. 이반에

대해

말하기를 피하던 흘린은

(503) 소설의 4 장에서 비로소 매우 상세하게 소년의 개인사에 대해 설명한다
(513-514). 이 부분에서 화자는 홀린의 말을 직접 인용하거나， 홀린의 설명을
요약 서술한다. 흘린의 설명은 이반의

와 어린 누이의

죽음， 독일군에

이름과 출신지， 독일군에

대한 증오와 복수섬， 첩보활동에

의한 아버지

대한 집념，

미성년으로서 이반이 첩보작전에서 갖는 효율성 등을 포함한다.
첩보활동에 대한 이반의 집념은 만류하는 군인들의 시도와 대조를 이룬다.
어른들은 이반을 군사학교로 보내려고 설득하지만， 이반은 집요하게 거부하
고， 첩보활동을 고집한다. 소설에서

8)

이에

대한 정보는 모두 3 회

반복된다 .9)

B. DOrOMO JlOB (l 999) HBaH, C. 480. 다음부터 소설 「이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한다，

9)

갈쩨프와 까따소노프의

대화 (500) ， 갈쩨프와 흘린의 대화 (513-514)， 갈쩨프와 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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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로프 군사학교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갈쩨프에게 이반은 다음과 같

이 반응한다.
어리다고요? ... 사형수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어요?

- 그가 갑자기 묻는

다. 그의 눈이 무자비한， 어린아이답지 않은 증오로 불타고， 작은 윗입술이

경련을 일으킨다

왜 날 건드려요， 왜?!

그는 흥분해서 소리 지른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 잘 해줘도 소용없어요 .. .(518)

‘무자비한， 어린아이답지 않은 증오’라는 갈쩨프의 요약은 독일군에 대한 증

오와 복수심으로 이루어진 이반의 성격의 본질을 설명한다. 첩보활동을 위한
초인적 인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증오로부터 나온다.
인물구성에서
되어

있기

언급한 것처럼， 갈쩨프는 이반， 흘린， 까따소노프로부터 소외

때문에 화자로서 그가 전하는 정보는 때로 부정확하기도 한다. 이

것은 첩보엽무의 특성상 홀린과 까따소노프가 이반에

대한 정확한 신상명세

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이며， 텍스트 서술의 차원에서 이반의 성격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갑작스런

까따소노프의

죽음으로 갈쩨프는 흘린과

함께 이반의 침투작전에 참여한다. 어두운 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독일군 쪽
강변을 향해

드네프르 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갈쩨프와 이반은 매우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반은 자기의 이름이 본다레프가 아니라， 부슬로프이며， 자기
에게 친척은 없고， 엄마만 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

(528). 이반은 갈쩨프에게 처음부터 자신을 ‘본다레프’라고 소개했고 (480) ， 흘
린도 그것을 확인했지만 (513) 그것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부정되고 본명이 소
개된다.

이반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나 평가와 달리 그의 개인사에 대한 불분
명한 설명은 일인칭 화자로서 갈쩨프가 갖는 텍스트 서술상의 한계 때문이다.
갈쩨프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하는 제
한된 조건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일인칭 화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의 불
확실성은 고스란히 텍스트 서술에

그리고 이반의 성격화에 반영된다. 더구나

갈쩨프는 자신의 정보를 요약하여 소설의 서두에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정보
를 수집했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함으로서， 이반의 성격화도 진실과 오

류가 포함된 직선적 과정에 의해 실현된다.
의 대 화 (5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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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술과 간접제시를 통

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물들 간의 대조 및 유사성 등으로써 인물의 형상성
을 보충하는(나병철，

111)" 유비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반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소설의 인물들이 처한 환경은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는 드네
프르 전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첩보작전이다. 능동적으로 첩보작전에 참여하

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속한 환경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에

즉(郞)해

은 아이들이

이반은 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첩보작전

아니라， 어른들의

시도는 이반의

첩보활동이

몫이다. 이반을 후방으로 보내려는 군인들의

전쟁에서

비규법적임을 암시한다. 이반의

행동이

환경이 제시하는 규범과 대립한다는 점에서 이반은 환경에 대(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환경에 속해있는 동시에 환경의 규범에 의해 배격 당한다.

환경에 대한(대하고 있는 동시에 즉하고 있는) 이중적 관계는 이반의 실존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으로부터 소설을 관통하는 긴장이 형성되며， 나아가
그것은 이반과 다른 군인들과의 갈등의 원인일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을 사건
으로 만드는 동인이 된다.

따르꼬프스끼가 이

소설을 영화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반의

존재가 갖고 있는 모순과 긴장이었다.

영혼 깊숙이 날 홍분시켰던 것은

소년의 성격이다

그는 전쟁에 의해 정

상적인 축에서 이탈된， 파괴된 성격으로 내게는 생각되었다

한없이 많은 것

이， 나아가 이반의 나이에 당연한 모든 것이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상실한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것이， 전쟁의 악의적인 선물처럼， 그의 안에
집중되고， 긴장감을 획득하였다 (TapI<OBC I<때，

109-110) ,

따르꼬프스끼가 발견한 모순은 소년다움을 상실한 소년의

내면이

‘비(非)

소년적인’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긴장은 그의 모순된 내변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따르꼬프스끼는 이반의 성격을 원작에 충실하게 해석하였고， 그 내
용은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설 「이반」의 영화화를 연구하는 이 논문

에서 관심은 이반의 성격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옮겨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반의 성격이 어떤 ‘방식’을 통해 영화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집중된다.
따르꼬프스끼에

따르면 “이반은 어른다운 수난에 의해서 소진된 소년이다.

그는 전쟁에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상실하고， 성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죽는다.
영화 전체는 소년의 캐릭터 주위에 세워져야 한다 (Turovskaya，

35) ," 상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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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때문에 성인처럼 살 수 밖에 없었던 이반의 이중적 성격과 이반이 영화
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감독 컨셉의 중심 내용이며， 이것은 영화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실현된다. 소설과 비교하여
이반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부모의 죽음

매우 축약되었지만， 영화에서도
빨치산 활동 등 -

흘린과 갈쩨

프를 통해 전달되며， 이 대화는 소설에서처럼 영화에서도 전체 텍스트의 중간
에 등장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반의 성격화를 위해 소설에는 없는 장치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영화의 처음과 전반부에 삽입된 이반의 꿈이다.
꿈1)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숲에서 소년이 무엇을 찾는다. 이반은 염소， 나비，
들꽃이 있는 숲에서 웃는다. 다시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이반은 산 밑 길에
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엄마에게로 간다 그는 물 속에 얼굴을 담끈다. 이반
이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저기 뻐꾸기가” 카메라는 활짝 웃는 엄마를 클

로즈업한다. 그때 총성이 울리고， 카메라는 놀라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

이반이 ‘엄마’라고 외치며 잠을 캔다(I부，

00:00:32-00:02:35) ,1 0)

꿈 2)

엄마는 이반과 깊은 우물 속의 낮에도 보이는 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반은 우물 속의 별을 잡으려는 듯이 손을 내민다. 독일 남자의 음성이 불길
하게 들린다. 엄마가 두레박을 끌어올린다. 카메라의 방향이 바뀌고， 이번에
는 이반이 우물 속에서 밖을 올려다본다. 그때 두레박이 갑자기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그는 ‘엄마’하고 소리친다. 우물 옆에 쓰러진 엄마의 등 위로
물이 띈다 (1 부，

00:16:27-00: 17:55).

꿈 1 과 2는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모티브와 구조를 갖는다. 꿈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이반과 엄마의 전원적 행복은 총성

독일군의 음성， 이반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두레박 둥과 같은 전쟁과 폭력의

영상에 의해 깨진다. 두 꿈

모두 이반의 ‘엄마’하는 절망적인 외침과 엄마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10)

A. TapKoBcK lI ll(1996) HBaHOBO l1eTCTBO(J 962, KHHOCTYI1HJI <MOCØHJlbM> J, Video
CD1 ,2. 96MIIHYT , MOCKBa: KlIHOBHtleoo6betlHHeHHe <KpyllH뼈 nJIaH> , 2부， 00:00:00
00:00:45. 다음부터 영화 내용의 출처는， 예를 들면， ‘2부， 00:00:00-00:00:45’와 같

은 식으로 표기한다. 이 논문에서 일차자료로 사용된 영화는 두 개의 CD로 나뉘어
있으므로 편의상 각각의

씨디를 1 부와 2부로 표기하고， 예시된 장면은 시간， 분，

초로 나누어 표기한다. 예를 들어 ‘ 1 부，

00:05: 17 -00:08:45’는

초에서 8분 45초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의미한다.

첫 번째 CD의 5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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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적 행복과 엄마의 죽음으로 요약되고， 원인은

전쟁과 독일군이다. 이 꿈은 따르꼬프스끼가 말한 ‘상실된 유년’을 보여주며，
나아가 독일군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화신으로서 이반의 성격을 영상화한다.
이반의 성격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설에서와 달리， 따르꼬프스끼는 영
화의 앞부분에서

이반의 성격화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이반을 영화의 중심으

로 만들려는 따르꼬프스끼의 영화화 컨셉이 반영되어
소설의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경우에 이반의 성격화는 갈쩨프의 서숨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독

자는 이반보다는 갈쩨프의 서술에 의존하게 되고， 소설의 전편에 걸쳐 갈쩨프
는 사건과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서사구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두
번의 꿈에서 카메라는 전적으로 이반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플롯의

전개에서도 대부분 이반은 카메라의 중심이 되며， 소설

과 비교할 때 영화에서 이반의 비중이 현격하게 커지는 반면 갈쩨프의 역할
은 중요성을 상실한다.

꿈이 소설에 없는 것을 삽입한 경우라면， 이반의 전쟁놀이는 소설에서 사용
된 소재를 확대한 경우다. 1 인칭 화자의 경험적 제약 때문에 갈쩨프는 소설에
서 전쟁놀이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전쟁놀이가 끝난 후 아수라장이 된 자신

의 집무실과 이반만을 목격하고 묘사한다.
아이 는 혼자다. 그는 온통 빨장게 달아올라， 홍분되 고 격 앙되 어

있다

손

에는 꼬찌까의 칼이， 가슴에는 나의 쌍안경이 있다. 얼굴에는 죄의식. 바닥은
어지럽다. 책상은 다리를 위로 향한 채 뒤집혔고 그 위는 모포로 덮었다. 결
상 다리가 침상 밑으로 솟아 나와 있다 (516).

전쟁놀이와 관련해서

격앙된 그러나 방을 무질서하게 만든 이반의

어린아

이다움이 직접서술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놀이는 영화에서 소설과
는 전혀 다른 양상과 강도로 영상화되었다.

갈쩨프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되는 교회의

지하설. 종이 클로즈업된

다. 군복을 입은 이반이 끈을 당겨 종을 끌어올린다. 그는 칼을 빼들고 바
닥 위를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다 병을 폭탄처럼 종을 향해 던진다. 불이
꺼지고 종소리가 들린다. 어두워진 공간에서 이반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간

다. 손전등이 그의 얼굴만을 비춘다. 갑자기 독일군의 고함소리 그리고 이
어서 어린아이들의 비명이 틀린다. 위협하는 독일어에 이어 어린아이의 울
음과 비명이

계속 들리고

이반의 손전등이

벽 위에 쓰인 글씨를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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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넓 명이다./ 모두 열아홉 살도 되지 않았다./ 한 시간 지나변/그
들은 우릴 죽일 것이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 달라
움직이는 손전등의 불빛 속으로 병사의 시체

어린아이의 울픔소리，

엄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

라진다

이반이 종을 울리고，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중첩된다.

이반이

종치기를 그치고 벽

쪽으로 다가가는 동안에도 종소리와 함성은

계속 이어진다. 이반이 뛰며 ‘만세’하고 외친다. 전등 빛이 벽에 걸린 외투
를 비 추고， 이 반은 그것을 노려 보며

왜? 대답해， 내가 널 섬판할 거야
려 흐느낀다 (2 부，

3분 41 초의

자들이

긴

말한다

“넌 나로부터

숨을 수 없어

이반은 말을 맺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

00:01:53-00:05:34).

전쟁놀이

장면은 <독일군이

복수를 요청한다. 러시아인이

러시아인을 학살한다. 학살된

봉기한다. 이반이

복수를 맹세한다>로

전개되는 슈제트를 갖는다. 따르꼬프스끼 자신이 전쟁놀이 장변을 가리켜 “가
혹한 방식으로” 이반이 “어린이다”라는 (Turovskaya， 35) 사실을 보여주는 장
면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시권스는 ‘어린이다움’을 너머 증오와 복수의 체현으

로서 이반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이 외에도 뒤러의 그림에서 독일인
의 잔학성만을 읽는 이반 11) 혹은 수보로프 군사학교로 전출시키려는 지휘관
들로부터 도망가는 이반(1부， 00:22:09-00:29:00) 등은 소설에는 없지만 영화화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서

인물의 제시

이반의 성격화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방법 중에서 소설의 간접제시와 유비는 영화에서도 유지되거

나 강화된다. 소설의 인물 제시방법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은 직접서
술이다. 왜냐하면 소설 「이반」에서 일인칭 화자인 갈쩨프에 의해 수행되는 직

접서숨은 영화화에서 시각기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설의 1 장에
서 체포된 이반에 대한 갈쩨프의 첫인상은 12) 영화화 과정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영상화되었다

11)

뒤러의

연작 「묵시록 (Apokalypse) J 중의

vier Rei ter) J (1 497 -98, 목
판화， 39.2 x 28.2 cm) 와 초상화 「울리히 바른뭘러 (Ulrich Varnbüler)J (1 522 , 목판
화， 43.0 x 32.3 cm) 를 말한다네 기사」는 성서의 요한계시록 6:1-8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 모티브를 차용한 것으로

「네 기사(Die

이들은 어린양(예수)이 멘 봉인에서 나온

기사들이며，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다 (공동번역 성서，
요한계시록

6:8).

서 ‘독일인의
3HalO)(1부

12)

r네

기사」가 허구라고 갈쩨프가 설명하지만， 이반은 이

잔혹성’만을 본다(이반의

00:45:45).

이 논문의 주 8) 을 참조할 것.

대사

그림에

CMOTp씨 TO ll< e TOnqyT HapO I'1 ... 51 I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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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부.

그링

α):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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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2)

00:08:17

조르까야는 영화에 표현된 이반에 대한(1부， 00:07‘ 17 -00:09: 12) 인상을 다음
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먼 저 소년의 얼 굴 이 충격을 준다 얼굴은 겁고 수척했다. 신경 질
적으로 입술이 경련을 일으킨다

푹 들어간 눈에는 적의와 슬픔이 있다 . 음

성에논 위압적이고 엄격한 ('I<e CTKHii) 느낌과 (< 책임져야 할 것이오 1 >) 자신의
중요 성에 대한 날카롭고 불유쾌한 의식이

있다( < 난

한번 들으 면 복 종하고 존 중 해야할 것처럼 말한다
픈 의 얼굴이다. 고동당한， 고통을 통해 삶에
(30pKall ,

- 본디레프 > )， 누구 든 지

얼굴은 아이답지 않다， 어

대한 확고한 지식을 얻은 얼굴

23)

조르 까야는 영화의 한 장 변에 대한 인상 을 기록 한 것이고， 이것은 완전하지

는 않지만 갈쩨프의 직접서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그리고 영
화에서 따온 위의 사진도 그것을 암시한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소설은 인물의

외모와 그것의

의미에

대

한 화자의 견해 를 언 어를 수단으로 비교적 정확하 게 개 념화할 수 있다. 반면에
영화의 경우 영상은 시각적 이미지이며， 따라서 개념성보다는 표현성을 강조한

다. 영화에서 의미전달은 정확성의 부족올 전제로 하는 시각 이미지를 통해 실
현되며，

195)

때문에

이것은

“축소된

서사화 (reduzierte

Epi sierung)" 라 (Schröder，

할 수 있다， 수용자의 이해가 대부분 화자의 서술에 종속되 는 소설과 달

리， 영화의

경우에

의미의

부정확성

때문에 관객의 주관적

판단 이

이미지의

해석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고 1 3 ) 그 결과 해석의 다 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13)

인용문 중의 “얼굴은 아이 답지 않다

어 픈의

얼힐 이다

고통당한， 고동을 통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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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슈제트

또마쉐프스끼에 따르면 파불라는 작품 속에서 전달되는， 서로 관련된 사건
들의 총체로서， 파불라에서 사건들은 시간적， 인과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반면 슈제트는 동일한 사건들이지만， 사건들이 서술되는 방식에서， 작품에서
전달되는 순서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관계에서 다르다(또마쉐
프스끼，
만에
적

155).

이때 사건은 행동하는 인물과 행동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로뜨

따르면 문학텍스트는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이며， 이 공간은 “의미론

영역 (ceMaHTHQeCKOe none)" 이라고 불리는 “하부공간들 (nOllnpOCTpaHCTBO)" 로

나뀐다(지。 TMaH ， 22이. 인물이 한 의미론적

경계가 파괴될 때 사건이 발생한다

즉 “텍스트에서 사건은 의미론적 영역의

경계를 통한 인물의 이동이다(J1oTMaH ，
트 분석은

텍스트에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

224)." 이반에 관한 소설과 영화의 슈제

대립하는 영역(이항대립쌍)을 선별하고，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사건적 행위’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텍스트로 구성되
고 서술(표현)되는 방식을 ‘소설의 영화화’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소설 「이반」에서
선의 지형적

러시아군과 독일군은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대치한다. 전

배치는 곧 텍스트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러시아/독

일>이라는 이항대립쌍으로 구성된

공간이며， 이차세계대전에서

드네프르 강

을 사이에 두고 진행된 러시아군과 독일군의 전투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공
간을 배경으로 한다. 드네프르 강 전선이라는 거대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들
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반， 흘린， 까따소노프， 갈쩨프와 같은 등장인물들로

구성되며， 이중적

이항대립을 갖는다. 하나는 <첩보부대원/전투부대원>의 대

립항으로 이것은 <이반， 홀련， 까따소노프/갈쩨프>의 대립하는 인물구성을 이
룬다. 이 공간에서 갈등은 전투부대 대위 갈쩨프와 그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첩보부대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아이/어른>의

대립항으로

<이반/흘린， 까따소노프， 갈쩨프>의 대립하는 인물구성을 이룬다. 이 공간에
서 갈등은 어린이 이반과 그를 후방으로 보내려는 군인틀 사이에서 발생한다.
소설 「이반」의 슈제트는 <러시아/독일〉로 구분된 거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다음과 같은 따르꼬프스끼의 설명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지적하고 있다.

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얻은 얼굴”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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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의 재료는 첩보작전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두 첩보작전 사이의 휴
지기간 (naY3a) 이었다. 저자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한 긴장으로 휴지기간을 채웠다 (TapKOBCKH때，

인용에

따르면 소설에서

않는， 홍분시키는， 팽팽

109) .14)

다루어지는 것은 첩보작전 사이의 휴지기간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적의 전선 후방으로 향한 이반의 두 여정 (excursion) 사
이에서

발생한다는 뚜로프스까야의

견해도 (Turovskaya， 8) 따르꼬프스끼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두 번의 첩보작전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소설의 내용

과 결합하면， 이반을 중섬으로 다음과 같은 슈제트의 선이 만들어진다.

귀환

- 준비 - 침투 - 죽음

소설에서 이반의 죽음을 확인하는 부분은 (9 장， 543-546) 시공간적으로 이야
기의

앞부분과 격리되어

있으며， 에펄로그에

해당한다. 9장을 제외한다면 소

설의 내용은 〈귀환-준비-침투〉라는 매우 단순한 슈제트로 이루어진다.

슈제트에서 특징적인 것은 거시 공간의 한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독일 혹은
독일군의 존재가 극단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러시아군과

독일군 사이의 긴장된 상황만이 강조될 뿐 양편의 직접적인 갈등， 즉 구체적
인 전투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15) 소설에서 독일군은 이반이 침투에 성공한
후

독일군

쪽

강변에서

추이를

관찰하던

홀린과

갈쩨프

앞에

나타나지만

(532) , 이때에도 흘린과 갈쩨프의 시야에 포착될 뿐 그들 사이의 충돌은 없다.
이 장면 이외에

독일군의 존재는 이반의

가족사와 복수심， 화자의 서술 속에

등장하는 조명탄， 포 사격， 살해된 후 전시된 러시아군의 시체 혹은 ‘저쪽 강

변’과 같은 단어들에 의해서 암시될 뿐이다.
거시 공간에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군 전선에서 독일군

전선으로의

14)

침투> 그 자체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본격적인 첩보활동

영웅적 행위의 부재는 소설 r 이반」을 이차세계대전의 애국주의를 다룬 소련 소설
들과 변별시킨다

15)

3opKa~(1991 ，

23-24) , Johnson

& Petrie0994, 69)

참조.

보이지 않는 적 혹은 전투장변의 부재에 대한 언급은 영화 「이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가시적

독일군이나 전투의 부재는 이미 소설의

중요한 특정을 이루며， 영화화는 이것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연구
의 예는

Turovskaya (1 989, 5:8) , Johnson & Petrie(1994,

69)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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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작얼 뿐이다. 일반적으로 첩보소섣의 슈제트가 침투 후에 진행되는 기기
묘묘한 첩보활동으로 구성되는 반면

따르꼬프스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엄격한 전쟁이야기 (CYPOBhlA paCCKa3 0 BoAHe) 는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도 급변하는 전선의 복잡성에
없 디 (TapKOBCKHA ,

반면 슈제트의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활약상에

대한 묘사가

109) , "16)
대부분은 리시아쪽 전선에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반과

군인들， 그리고 첩보부대원과 갈쩨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만 준비와 침투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반을 후방으로 이송시키려던 어른들의

계획은

이반을 첩보작전에 투입함으로써 무산되고 홀린과 갈쩨프 사이의 미묘한 갈등
은 까따소노프의 사망 후 갈쩨프가 침투작전에 투엽됨으로써 약화되며， 오히려
그들 사이에 엘종의 동지적 연대가 형성된다는 암시가 발견되기도 한다.

미시적 공간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은 해소되는 반면， 소년 첩보원의 목숨을
컨 침투로 인한 긴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조된다. 이 모든 과정은 따르꼬프

스끼가 말한 충전된 ‘긴장’을 내재하지만， 그 긴장의 폭발은 실현되지 않는다.
소설의
기

전 과정은 사건보다는 사건 직 전의

때문이다. 이

긴장의

증폭되는 긴장에 초점을 두고 있

끈은 갑작스런 이반의 사망 소식과 함께 끊긴다. 결

국 첩보소설이 흔히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사건들은 소설 「이반」에서

일어나

지 않으며， 일반적인 첩보소설과 비교할 때 「이반」은 약한 슈제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인물과 슈제트는 마치 주어와 동사의

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듯이
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나병철，

기능을 갖는다. “주어와 서

인불과 플롯(슈제트)이 없으면 이야

99) ," 소설에 따라 인물과 슈제트 중에 어느 하

나가 강조되기도 한다. 슈제트 분석은 소설 「이반」에서 사건은 매우 약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대신 이 소설에서는 인물 혹은 인물의 심리적 상황이 강조되

었다. 상술한 이반의 성격 그리고 이반과 군인들의 갈등， 첩보 부대원과 전투
부대원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개인들의 성격， 군대생활의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갈쩨프의 불평은 슈제트를 약화시키고， 대신 「이반」을 인물중심의 소설로 만
든다. 제목 「이반」도 이 작품에서 인물 이반이 강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설의 거시적
비

미시적

이항대립은 영화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귀환←준

침투>의 중심 슈제트 그리고 이반과 군인들， 첩보부대원과 갈쩨프의 갈등

16) Turovskaya0989, 8) ,

“이야기의

그 지점에서 끊긴다”를 보라，

선은 용감한 첩보요원의

활약이

시작되는 바로

문학의 영화화 연구

도 반복된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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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소설의 에피소드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시권스

가 추가된 경우가 발견된다. 군인들로부터 도망친 이반이 아내를 잃은 노인을
만나는 시 뭔스는 (1 부，
의

개인적

00:23:56-00:27:11)

영 화화 과정 에 서 추가된 것으로 노인

불행과 폐허로 변한 거주지를 통해

전쟁의

특히

독일군의 -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고발한다. 홀련， 마샤， 잘쩨프의 삼각관계와 흘린 마샤의
밀회의 시훤스는(1부.

00:30:39-00:38:54) 소설의 마샤에 대한 갈쩨프의 어설픈

연정이 (505-506) 밀회와 삼각관계로 확대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화 과정에서 슈제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새로 삽입된 네
번의 꿈 시권스다 17)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이미 이반의 성격을 다룬 장

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했던 이반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표현된

유년시절의 상실이란 모티브를 다룬다. 세

번째 꿈에서 (2부，

00: 13: 03-00:15:03)

이반은 소녀와 함께 사과를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빗속을 달린다. 이반은 사
과를 권하고 소녀는 미소를 짓는다. 강가의

말들이 사과를 먹는다. 네 번째

꿈에서 이반은 어머니가 길어온 양동이의 물을 마시고 또래 아이들과 술래잡
기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꿈은 앞의 두 꿈과 달리 상실한 유년시절의 모
티브를 직접

다루지

않고， 행복한 유년시절의

모티브만을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의 두 꿈의 내용을 근거로 후반부의 두 꿈 시뭔스도 역시 유
년의 상실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꿈 시권스의

의미와 기능은 슈제트의

형식에

대한 고찰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소설의 슈제트가 <귀환-준비-침투>라는 현실적 행위로 구성된 반면 영

화의 슈제트는 네 번의 꿈 사이에 현실의 사건들이 배치되는 구조를 갖는다.
(꿈-현실-꿈-현실-꿈-현실-꿈) 슈제트의

형식적인 구조에서

꿈은 영화의 슈

제트를 열고 슈제트를 마무리한다. 슈제트의 내용에서도 꿈은 이반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사건의

현실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밝힌다. 꿈이

개연성과 신빙성을 높이고 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이반의

어린

시절」은 액자구조를 갖고， 이때 꿈은 액자공간이 된다. 또한 꿈은 영화의 슈

제트를 소설의 슈제트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영화의 슈제트에는 시간
과 공간을 달리하는 꿈과 현실이 교차된다.<꿈>과 〈현실>은 이항대립을 이

17)

따르꼬프스끼 가 꿈 시 권스를 추가함으로서 불가피 하게 보고몰로프의 플롯 -

이반

의 영웅적 작전들에 대한 감정을 배제한 (detached) 사실적인 기술， 네 명의 군인들
과 이반의

관계， 그의 죽음

-

뿐만 아니라， 이반 자체에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었다(Johnson &

Petrie, 70)

대한 컨셉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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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슈제트의 흐름은 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파괴하며， 따라서 슈제트

자체가 비규범적이며 ‘사건적’이다. 슈제트의

사건성은 영화와 소설을 구별하

는 근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의 꿈은 이반의 무의식으로 관객들의
관심과 시선을 이끌어， 이반의 비규범적 행동의 원인과 비극성의 근원을 제시
하고， 또한 슈제트의

통일성을 파괴하여， 슈제트 자체를 사건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갖는다.
꿈괴

현실이 교차 편집된 영화에서

며， ‘소년의

대조는 슈제트의 중요한 구성원리가 되

첩보활동파 죽음’이라는 영화의

된다， 네 가지

꿈 시련스들은 뒤에

비극성은 대조 원리에 의해

강화

이어지는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꿈 시훤

스는 모두 행복했던 유년시절이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의 시권스들은 그

것과 대조되는 전쟁의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응하게 꿈과 현

실의 관계와 나아가 영화의 주제도 대조의 원리를 통해 드러닌다. 예를 들면
이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권스와 네 번째 꿈은 다음과 같다 18)

<이반의 죽음> 시권스

베를린의 제국의회플 점령한 소련군들이 축제를 벌인다
회의

파괴 된 내부플 비 추고

프레 임

카메라는 제국의

밖으로부터 ‘까츄샤’를 합창하는 소리 가

틀린다. 괴벨파 그의 아내와 딸들의 시체- 헝복문서의 조인

독일인이 괴벨은

아내와 딸들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설명하고

카메라는 시체를 비춘다. 게슈

타포 건물에는 온갖 서류들이 흩어져

러시아군들은 사형수들에

있고

문서플 정리한다. 갈쩨프는 문서천에서

다. 갈쩨프는 독일군이

이반응 불러내고

이반에

대한

관한 기록과 사진을 발견한

더러운 빨치산이라고 욕섣을 퍼붓

고， 처형장으로 데려가는 것응 상상하고， 카메라는 처형장의 내부와 올가미
를 비훈다 총성이 들리고， 쓰러져 구프는 이반의 얼굴이 플로즈엽 된다 (2 부，

00:3 3: 48-00:38:34).
네 번째 <꾼> 시뭔스

엄마의 얼굴이 콜로즈엽 된다， 엄마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나중에는 웃는
얼굴로 바라본다. 이반이 불동이에 엎드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어 엄마플

보며 웃는다. 엄마는 떠나고 강변 모래사장에서 이반은 아이들과 술래잡기륜
한다

이반은 숭은 아이들을 찾고， 소녀가 웃으며 달리고， 이반도 웃으며 소

녀룹 따라 달린다. 카메라는 달리는 이반을 지나， 마콘 나무 기둥을 큼로즈
엽 한 후 꺼 진다 (2 부

18)

꿈과 현실의

, 00:38:35-00:41:26).

대조는 다른 경우에도 발견된다. 첫 번째 꿈과 현실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Johnson & Petrie , 71; Turovskaya , 3

대조에

대한

문학의 영화화 연구

< 이반의

죽음〉

시 련스 에서

전쟁

승리의

표현 된 개인적 불행과 대 조된 다 (CapTp ，
켠스에

의해

15;

167

집단적

환희가 이반의

φpe꺼깨x ，

이

282)

죽음으로

대조는 꿈의 시

강조 된다. 두 시켠스는 내용에서 도 대조되지만，<이반의

죽음〉

시권스 로부터 <꿈 > 시 권스로 이 동 하는 형식은 대 조를 극 대화한다.

그림

3)

2부.

00:38:35

< 이반의 죽음> 시뭔 스 의 끝 에서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그림

시뀐스에 서 <꿈〉시훤스의

4)

그림

3)

2부.

00:38:36

처형당한 이반의 부릅뜬 눈은 무엇인가를

현실에서 꿈으 로의 이 동은 ， 즉 <이반의 죽음 >

이동은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현

된다

이때 〈 꿈 > 시권스의 첫 번째 쇼트인 심각하 게 응 시하는 엄마의 영상은

(그림

4)

< 이반익 죽음 > 시 권스 의

마 지 막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 이

반의

죽음 〉

시 권스에 서

이반 을 〈 꿈 〉 시 권스 의
시하 는

것

같은

그러나 잠시
는

이반 을

효파를

처형당한
엄마 가 응
발생한다

후 엄마는 물을 마시
보고

있음이

카메 라는 웃으며

판명되고，

엄 마를 바라보 는

이 반을 보여 준 다 (그림 5)

두 시권스의
상은

끝과

〈 처형당한

짓는 이반 〉 로

극단적 인

시작에서

영

이반 엄마 미 소

이동하며， 몽타 주는

대조 를

통해

상실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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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시절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죽음 뒤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
여주는 것은 이반의

상실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조는 두

시권스의 다른 기호들 속에서도 드러난다.<이반의 죽음〉시권스에서는 전쟁

의 폭력과 잔혹성을 드러내는 기호들이，<꿈〉의 시권스에는 행복과 어린이다
움을 나타내는 기호가 지배적이다 (파괴된 건물， 괴벨과 그의 자식들의 시체，

올가미， 독일어의 위협적인 음향， 총소리， 불협화음 -

엄마의 얼굴， 강물， 모

래， 뛰노는 아이들， 웃음소리).

소설의

이항대립과

〈귀환 준비-침투>의

내용은

영화에서도 유지되지만，

영화에 삽입된 네 번의 꿈 시권스는 영화의 슈제트를 소설의 슈제트와 완전
히 다르게 만든다. 꿈과 현실의 결합은 슈제트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이로서

슈제트 자체를 사건적으로 만들며， 또한 슈제트 구성에 적용된 대조의 원리는

이반의 비극성을 선명하게 하고，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2.4.

화자， 시점， 서술

서정적 자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시 혹은 인물에

의해 현실이 직접

재

현되는 연극과 달리， 소설과 영화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개자가 존재한다.
중개자의 존재는 이야기가 그의 관점에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자

신의 시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공간적 재현”을 수행한다(나병철， 38이. 소설
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에서 ‘화자 시점

서) 이야기가 중개자(화자)의

서술’에 대한 논의는 (두 장르 모두에

관점(시점)에서

수용자(독자와 관객)에게

(서술)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 장에서는 소설의

전달

영화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화자， 시점， 서술의 특성과 그것의 변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 「이반」에서 ‘나’는 ‘나’가 경험한 것을 서술한다. ‘나’는 서술주체며 동
시에 이야기 속의 경험주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1 인칭 화자 서술상황을 갖
는다. 1 인칭 화자인 갈쩨프는 이차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드네프르 강 전선에서
경험한 것을 전쟁이

끝난 후에

서술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화자로서의

나”이고， 동시에 “인물로서의 나”이며， 소설 텍스트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경
험자아”인 동시에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아”로서

다. 이 두 자아는 동일인이며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

둘 사이에는 인물과 화자라는 기능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19)

베를린

점령

직후에

갈쩨프가 발견한

독일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반은

문학의 영화화 연구

1943년

12월

21 일

체포되었다 (545). 이반이

169

첩보작전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다시 스스로 부대를 떠났다는 그랴즈노프의

설명을 고려한다면 (542) ， 갈쩨프

가 이반과 함께 침투작전을 수행한 시점은 1943 년 12월 훨씬 이전이 될 것이
다. 갈쩨프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점은 러시아

군이

베를린을 점령한 1945년 5월 2 일이었고， 이 소설은 그 후 12 년이 지난

1957년 씌 어 졌 다 20)

1943 년부터

1957 년에

이르는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적 거리를 형성”한다(나병철，

452).

경험자아로서

시간적

차이는 “서사

갈쩨프는 이차대천 ‘첫 번째

달부터 싸웠고’， 부상당하고 훈장을 받았으며， 소설의 중심사건이 일어난 시기

에 그는 약관 21 세로서 이미

대위로서

비록 임시라고 하지만 대대를 지휘한

다 (4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논 여전히

무시당하고 미숙하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마슬로프에게 불만을 갖고 있고 (484-485， 49 8), 간호장교에게 연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무적으로 책망을 곁들인 지시를 내리고，
쩔쩔매는 그녀에게 동정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감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생
각한다 (505-506). 그는 첩보요원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냉소적인 홀련에

대한 불만， 열등감과 경쟁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침투작전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다 (509-511). 그러나 갈쩨프는 정작 침투작전에 임박해서
사소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을 노출하고 (522-523) 작전 중에도 흘린으로
부터 “신경죄약환자”라고 핀잔을 듣는다 (535).
경험자아와 달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서사적 거리를 갖고 있는 서숭자아는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이반과의 조우와 첩보작전 참가 자체는 갈쩨프가
인간적으로 또한 군인으로서 성숙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투에서
섬한 부상을 당한 후에 정보장교로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갈쩨프가 소
위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543). 서

숨자아의 성숙은 과거의 경험을 서술하는 그의
아로서

갈쩨프논 경험자아로서 자신의

태도에서도 드러낸다. 서술자

미숙함을 변호하거나 감추지

않고， 오

히려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이것은 화자의 주석과 평가가 극도로 절제

19)
20)

여기서의 모든 인용은 나병철(1 998， 452) 로부터.
1926년생인 보고몰로프는 15세인 1941 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첩보부대 장교
로 제대하였다. 서사 텍스트의 화자와 작가의 관계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나이에 유사한 군대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작가와 화자
의 동일성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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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갈쩨프는 서술자아로서 행할 수 있는 과거

의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경험자아로서 자신에

대한 사적인 평가를 삼가고，

냉정하게 객관화한다.

흘린은 그(이반 필자)와 나란히 누워， 손으로 그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

락을 쓰다듬고， 무엇인가 속삭인다. 나는 엿듣지 않기 위해 애쓴다. 할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해 내고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딱히 뭘 할 수 있는 상태
가 아니다. 난 다 포기하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위해 앉는다. 첩보요원들

은 작전 출발에 앞서 친지나 가까운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해져 생각은 달아난다. 연필로 반쪽을 쓰고 나서 나

는 전부 찢어 페치카로 던진다 (523).

침투 직전의 섬리적 상황을 묘사하는 인용에서

이반을 배려하는 흘린과 엄

습하는 불안과 싸우는 갈쩨프가 대조된다. 여기에서 서술자아의 인격적 면모
는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솔직한 태도는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에 비해 인간적으로 성숙되어
술자로서의

냉정하고 객관적

시선을

또 자신의

있으며， 적어도 화자는 서

경험에

대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선의

객관성은 서술의

마치 지금 목격하듯이

시제에서도 발견된다. 화자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주관적인 감정의

개업을

차단한다. 이러한 서술상황은 「이반」에서 “경험자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1

인칭 주인공 시점(서술)"보다는 “경험자아가 주로 사건을 목격하는 역할을 맡
은" 1 인칭

목격자 시점(서술)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나병철，

제트와 관련이

454).

중심

없는 갈쩨프의 사적인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21) 소설에서

의 시점과 서술은 이반의 <귀환-준비-침투>에 집중되어

로부터 "(Turovskaya，

2)

슈

화자

있다. 이렇게 “외부

이반을 묘사하는 화자의 객관적 시선은 「이반」의 문

체에도 영향을 주어， 이 소설을 다큐멘터리적 양식으로 만든다 .22)
소설 텍스트에

21)

나타난 화자와 시점 그리고 서술의 특정을 따르꼬프스끼는

예를 들면， 끝없이

보고서를 요구하는 마슬로프 (MaCJlOB) 에

대한 불만은 슈제트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498) 또한 간호장교에 대한 갈쩨프
의 어설픈 연정도 이에 해당한다. (505)

22) 이러한 다큐벤터리 양식은 당시 많은 젊은 전쟁소설 작가들의 뚜렷한 특정이기도
하였다.

(Turovskay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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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한 동시에， 감독으로서 그는 이 특징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설의 주인공 대위 갈쩨프의 성격을 드러내는 서정적 일탈이 있는， 건조

하고， 섬 세 한 그리 고 완만한 (HeTOpOnJl뼈oro) 이 야기 의 양식 은 순수하게 예 술
적인 관점에서 내 마음에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보고몰로프는 전쟁 일상의

정확성에， 그리고 그가 이야기 속 모든 사건의 증인이었으며 혹은 그렇게 보
이려고 애썼다는 사실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TapKoBCK lI ll，

108).

‘건조하고， 섬세한 그리고 완만한’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된， 그리고 목격자로
서의 작가(혹은 화자)를 강조한 다큐멘터리적 서술양식에

대해 따르꼬프스끼

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화의 결과로 소설은 미학

적， 감각적 긴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긴장은 소설의 사상 (Hlle~) 을 진
실한， 삶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TapKoBCK뼈， 108)" 라는 진술

은 그가 이러한 문제를 영화적으로 해결 혹은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

었음을 보인다. 따르꼬프스끼

자신이 ‘미학적， 감각적

긴장’과 ‘진실한， 삶에

의해 확인된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는 소설
이야기의 영화적 서숨에서 고유의 관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관
점은 영화의 화자， 시점 그리고 서술의 분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경우와 달리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전지적 시점이 지배적이다. “소설
에서

티，

화자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영화적

장치는 카메라의

<눈>"이다(자네

340). 관객은 카메라가 포착한 것만을 볼 수 있으며， 이때 관객의 시선은

카메라의 시선과 일치된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전지적

서숨은 영화에서는 거의 불가피한 것이다(샤네티，

343)." 그러나 카메라 시선

은 매우 기계적이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갖지 않은 카메라의 시선은 결국 감

독이나 촬영기사의 의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23) 따르꼬

프스끼는 감독으로 영화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러

한 점에서 적어도 「이반의 어린 시절」에서 카메라의 전지적 시점은 결국 감
독의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전지적 화자의 시점은 필요한 경우 텍스트 내에서 인물시점 혹은
3 인칭 목격자 시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24) 대체로 고정되어

23) 이 논문의 ‘ 2. 1. 문학의 영화화 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을 참조

있다. 이와

생산으로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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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

영화에서의

시점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엄격히

쇼트는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있으며

“영화는 빈번히

말해

각각의

각기 다른 시점으로

보인 장면들을 조립해서 제시한다(나병철， 38 1)."
보고몰로프의 소설이 1 인칭

르꼬프스끼의

화자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반하여 따

영화에서는 다양한 시점이

드러난 것처럼이반의

나타난다. 영화의

슈제트 분석에서

어린 시절 J 의 슈제트는 꿈과 현실의

구성된다. 현실에서 꿈으로의
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은 카메라의 시점이
이

과정은 텍스트 내

대조와 교차로

현실에서

이반의

의식

시점이동이란 개념으로

설명된다.

뚜로프스까야는 영화에 사용된 대조의 기법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들면， 밝
고 명 랑한 에 피 소드가 “어 떤 종류의

이 행 과정 (transition) 도 없 이 (Turovskaya,

9)" 재난의 에피소드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
니다. 꿈과 현실의 결합은 첫 번째 꿈과 첫 번째 현실 혹은 마지막 현실과 마
지막 꿈의 경우와 같이 이행과정 없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매우 정교
한 이행과정을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설에서 두 번째
꿈으로의 이행이다.

귀환한 이반이

갈쩨프의

로즈업 된다(1부，

00:14:30).

집무실에서

식사한다. 피곤한 이반의

얼굴이 클

검은 화변에 등이 작은 부채꼴처럼 빛난다. 갈쩨프가 장든 이반을 침대에
누인다 (1 부，

00:15:19).

카메 라는 장작불을 클로즈업 한 후 이 동하면서 자작나무로 된 집 무실 바닥
을 비추고 불방울이 떨어지는 세수 대야를 클로즈업한다(1부，

이반의 손이

00:15:59).

침대 밖으로 나와 있고，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카메라는 사선으로 상승하면서 우물 속을 내려다보는 이반과 엄마를 원거리

에서 비추며， 현실에서 꿈으로의 이동이 완료된다(1부，

갈쩨프의

집무실을 관찰하던 관객은 카메라의

00:16:18-0016:38).

느린 움직임을 따라 피곤한

이반의 얼굴， 작은 부채꼴처럼 빛나는 등， 장작불， 대야， 침대 위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우물의
즉 꿈속으로 틈입한다. 이때 물은

-

입구를 거치는 동안 이반의 무의식，

대야의

현실과 꿈을 매개하는 물리적 장치가 되고

24)

이반의 손，

자세한 내용은 나병철(1 998， 391-396) 을 보라.

물， 손가락의 물， 우물의

물

-

이에 상응하게 끊이지 않는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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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최변의 음향처럼 이 전 과정을 떠나지 않는다. 현실

과 꿈의 경계에서 카메라의 전지적 시점은 이반의 시점으로 바뀐다. 즉 “이반

의 침대는 우물 아래 있고， 또 하나의 이반이 어머니와 저 높은 우물 입구에
서 내려다보고 있다(정성일，

108)." 마치 아래에서(우물 속) 침대의 이반이 위

쪽의(우물 밖) 이반과 엄마를 관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침대에서 우물 밖
으로의 관찰은， 현실에서 꿈으로의 시점이동을 의미하며， 이때 현실에서 꿈을

관찰하는 주체는 이반이 되고， 관객의 시점은 이반의 시점과 일치하게 된다.
즉 관객은 이반의

시점에서， 이반이

자신의

꿈을 보듯이

이반의 꿈을 보고，

영화의 서술 시점도 전지적 카메라 시점에서 이반의 인물시점으로 이동한다.
이반의 위치(우물 속)와 시점에 상응하게， 카메라가 물속에서 물 밖의 대상
을 촬영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우물 물 수면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영상〉을 (1 부， 00: l7: 0 1l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

흔들리는 이반과 엄마의

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촬영하기

때문이고，<물속의 별을 잡으려는 이반의

손바닥>을(I부， 00:17:18) 정면으로 클로즈업할 수 있는 것도 카메라의 위치와
시점이 우물 밑 침대 위에 있는 이반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
지는 쇼트에서 25) 시점은 이반의 인물시점에서 다시 전지적 시점으로 바뀐다.

시점의 이동에서 나타난 현실의 이반과 꿈속의 이반의 공존은 감독의 주관
적 표현이며， 이것은 시공간의
보이며， 때문에

우리에게

법칙을 파괴한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낯설어

새로운 느낌을 제공한다. 이러한 표현의

영화의 시적 논리와 같은 개념과 관련되어

꼬프스끼는 예술가의

주관성을 옹호하며

주관성은

있다 .26) 이미 언급한 것처럼， 따르

이것은 영화에

서정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에 따트면 전통적인 연극 슈제트의 직선적이고 수미일관

된 논리성은 작가의

의도와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의적

계산과 사변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따르꼬프스끼는 이러한 논리를 “직선적， 통상적 수미일관
성의

25)

논리

(JlOfHKa

물 밖에서 물속의 별을 두 손으로 떠내려는 이반， 이반 위로 떨어지는 두레박， 쓰
러 진 엄 마(1부，

26)

npSMbIX , 06bl'.IHbIX noc Jl enoBaTe Jl bHocTeil)"( 1l 2) ,zn “직 선적 논

00: 17: 21-00:17:55).

따르꼬프스끼 자신은 시적 논리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서정성

(JUlp때eCKoe ， nHpH~eCKHil 뻐nbM) 과 같은 용어가 더욱 일반적이다. A. Lawton은 소련

에서 “60년대에 서정성과 고도의 은유적 스타일(jyricism and a highly metaphorical
style)" 의 (Lawton，

32)

영화가 등장했음을 언급하면서 따르꼬프스끼도 이에 속한다

고 기록하였다

27)

이 문단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의 출처는

A. TapKoBcKHll(2002)

"3ane~aTneHHOe Bpel‘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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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np~MO찌He외Ha~ 110대 Ka)"014) 라 불렀다. 이것은 작가가 표현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을 의미하며， 이때 영화에서 미장센과 슈
제트는 일상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직선적 논리는 관객의 이해를 편하게 하
여， 감독의 의도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게 하지만， 관

객을 감독의

의도에 종속되게 만든다. 이와 달리 “인간 사유의 논리”를 (113)

규명하고， 관객의
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된 현상

심오한 의미”를 (13)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 적 관계 (n03HI'!eCKHe CB~3H)"(11 1)， “시 의 논리
논리 (n03TH'!eCKa~

1I0rHKa)"(112)

,

영화의

(1I 0rHKa

시적

논리이다.

n033HH)"(11 1), “시 적

“시 적 조직 화 (n03TH앤 CKa~ OpraHH3aUH~)"(114)

와 같은 개념들은 표현 대상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영화에서 미장센과 슈제트는 일상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때문에 시적 논리
를 갖는 영화는 관객의 이해를 어렵게 하며， 관객을 영화에 대한 적극적 성찰
로 이끌고， 이로써 감독과 관객 사이에 대화적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영화
의 시적 논리는 “직선적 논리의 경계”에서 (113) 벗어남으로서 해결된다. 이를

위해 감독은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미장센
과 일어난 것의 “불합리성 (He1lenOCTb)" 을 강조하거나 (118) ， 사건， 주인공의

위와 행동의 논리를 파괴한다. 물리적

시공간의

질서를 벗어난 시적 논리가

펼요한 이유는 “핍진성 그리고 내적인 진실은 사실에
라， 느낌

전달의

정 확성 에

담겨 있다”는 (116)

행

대한 정확성뿐만 아니

따르꼬프스끼 의

영 화 미 학에 서

비롯된다.잃)

따르꼬프스끼는

00:13:02-00: 15:03)

시적

논리가

설현된

예로

이반의

세

번째

꿈을 (2부，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체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분명한

인상과 모호한 인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날의

개별적인

인상들은 우리

안에

내적인 충격을 낳고， 연상을 일으키고， 기억 속에 대상과 환경은 선명한 윤곽
이

결여된， 우연처럼 보이는 미완의 것으로 보존된다 ."(TapKOBCK때， 116) 때문

에 기억의 대상은 자연주의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양식화되어야 하고， 기억의
분위기가 창조되어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세 번째 꿈에서 음화(네가티브) 기
법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따르꼬프스끼의 서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며， 쪽 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28) “그러므로 나는 ‘시적’ 영화의 근본 특정은， 논리와 의미가 포착할 수 없는 그것을
포착하려는 예술의 시도로써， 진술의 간접적 성격에 있다고 본다는 뚜로프스까야

의 지적도 따르꼬프스끼의 견해에 접근하고 있다:

Turovskaya,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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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예상치 않게 세 번째 꿈에서 음화 표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눈 같은 나무를 통해 검은 태양의 밝은 반점이 번쩍이

고， 반짝이는 비가 내렸다. 번개의 번쩍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마치 양화에
서 음화로의 몽타주 이행이 기계적으로 가능해지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내용은? 꿈의 논리는? 이것은

이미 회상에서 사라졌다 젖은 풀， 사과가 가득 찬 트럭， 비에 젖어 태양 빛
에 김이 나는 말들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은 관련 표현기법에 의해 중개된
재료가 아니라， 삶에서 직접 쇼트로 들어왔다. 꿈의 비현실성을 전달하기 위

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은 결과로서

음화로 찍은 질주하는 나무들의 파노라

마와 그것을 배경으로 촬영기 앞으로 세 번 지나가는 소녀의 는 표정의 -

매번 변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쇼트에서 우리들은 소녀를 통해 불가피한

비극의 예감을 체현하기 원했다 (TapKOBCKI때，

125).

세 번째 꿈의 시훤스의 내용은 모호하다. 네가티브로 표현된 숲， 나무， 하
늘， 사과， 소녀의 미묘한 표정， 강변에 흩어진 사과와 말들. 이 모든 것은 구
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특정한 분위기만을 전달할 뿐이다. 소녀의

세 가지 표정이 따므꼬프스끼가 말한 것처럼 비극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비극

성의 발견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성찰하고 해석하는 관객이 몫이 될 것이다.
영화에 추가되고， 강조된 것들을 제외하면， 영화의 중섬 내용은 소설과 근
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의 표현에서 영화는 소설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소설과 영화의 표현수단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르꼬프스끼가 보고몰로프와 전혀 다른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고유의 화자， 시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서정적 논리’는 영화의 서술을
소설의 서술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3.

결론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는 영화화의 기호학적 과정이 생산으로서의 수

용이란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때 영화감독은 문학텍스트의 수용과 영화텍스트
의 생산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된다. 감독은 문학작품의 외시의미뿐만 아니
라， 그것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함축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후자는 영화화를

위한 컨셉이 되며， 감독은 원작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변형시킨다. 특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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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한 따르꼬프스끼에게 보고몰로프의

원작은 영화를 위

한 가능한 토대 이상의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영화는 원작을 기초로 하고 있
으나 소설과 변별된다.
따르꼬프스끼는 소년다움을 상실한 소년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바소년다움

을 이반의 성격의 본질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그는 원작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따르꼬프스끼는 소설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반을 성격화한다. 감독은 이반을 영화의 중섬으로 만들기 위해 소설에는 없는
‘이반의 꿈’ 장면을 영화에 네 번 배치한다. 영화가 이반의 꿈으로 시작됨으로
써

소년은 자연스럽게

영화의 중섬이

되며， 관객은 이반의

성격을 구성하는

‘상설된 유년’을 처음부터 확인하게 된다. 나머지 세 번의 꿈도 명시적으로 혹
은 암시적으로 ‘상실된 유년’의 모티브를 반복한다. 이처럼
이반의

외모와 행동， 다른 인물들의

진술에

이반의 성격화는

의해서뿐만 아니라， 영화의

고유

한 꿈에 의해서 실현된다. 전지적 시점을 가진 영화는 소설의 일인칭 화자는
알 수 없는 이반의

전쟁놀이 장면을 성격화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개념화

된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소설과는 달리 표현성이 강한 시각 기호를 사용하
는 영화는 인물제시에서도 소설과의

변별성을 강화한다. 언어로 묘사된 이반

의 외모는 영화에서 영상으로 처리되고， 이때 영상은 의미전달의 부정확성을
수반하며 동시에 관객의 주관적 판단이

이미지 해석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

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반의 〈귀환 준비-침투>로 구성되는 소설의 슈제트와 드네프르 강을 경
계로 한 러시아군과 독일군의

대립이라는 이항대립은 영화에서 유지된다. 그

러나 영화에 삽입된 네 번의 꿈은 영화의 슈제트를 소설의 그것과 결정적으

로 다르게 만든다. 영화화 과정에서 슈제트는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슈제트로
변화되었고， 이로서

소설의

일관된 슈제트는 파괴되고， 영화의

슈제트는 그

자체가 ‘사건적’이 된다. 그리고 꿈과 현실의 교차편집에 나타난 대조는 행복
한 유년시절과 상실， 승전의 환희와 이반의 죽음과 같은 이반의 비극성을 강
화하는데 기여한다.

일인칭 화자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에서 갈쩨프는 경험자아이며 서술자아의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의 정보는 경험자아로서 갈쩨프의 경험에 한정되며， 이
에 상응하게 서술자아로서 갈쩨프는 경험의 객관화를 위한 서사적 거리를 유
지한다. 그러나 따르꼬프스끼는 목격자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보고몰로프의 다
큐멘터리적 서술양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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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시점을 유지하면서도， 영화 텍스트 내

의 시점이동을 통해 현실과 꿈을 교차시키고， 관객을 이반의 의식 속으로 틈
입하게 한다. 특히 두 번째 꿈에서 시점의 이동은 현실의 이반과 꿈속의 이반
을 공존하게 만든다. 감독의 주관성이 개입된 이러한 장면은 현실에서는 불가
능한 시적 논리를 영화에 부여한다. 영화의 시적 논리는 사실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느낌 전달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
치로서 사용된다.
소설의 수용과 영화 생산의 주체로서

감독의

컨셉은 보고볼로프의

「이반」

과 따르꼬프스끼의 「이반의 어린 시절」을 변별하는 원리가 되었고， 이것은 영
화에 삽입된 네 번의 꿈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이반의 어린 시

절」의 인물과 환경， 슈제트， 화자와 시점 그리고 서술의 분석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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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IOMe

3KpaHH3aQH~ nOBeCTH:

nOBeCTb rHBaHJ B. 60rOMOROBa
H φHRbM rHBaHOBO ~eTCTBOJ A. TapKOBCKOrO
naHK , EH-CHK
naHHa~ CTaTb~ nOCB~meHa HCCnenOBaHH~ 3KpaHH3aUHH nOBeCTH rHBaHj

50rOMonOBa.
3KpaHH3a 11l깨

Pe l1 enUH~

ceMHOTH 'l eCKHH npo l1 ecc

nOBeCTH , B KOTOpOH pe*Hccëp HMeeT npaBO HHTepnpeTHpOBaTb TeKCTa

KaK eMy

nHcaTen~

npO llY KUH~ npenCTaBn~eT co6o꺼

KaK

B.

B3nyMaeTC~.

B H306pa*eHHH XapaKTepa HBaHa TapKOBCKHH npHnep*HBaeTC~ MOTHBa nOTep~H
Horo neTCTBa TaK*e , KaK H aBTOp nOBeCTH. Ho OH
TeXH짜<y

XapaKTepH3aUHH

'l eM

nOBeCTb. 3TO

CueHμ

npHMeH~eT

COBCeM

CHOB , KOTOpble cpa3y

npyry~

nOMema~T

I1 BaHa B l1 eHTp iþHnbMa H nOKa3bIBa~T ero XapaKTep H nCHXOnOr 싸o y*e B Ha 'l ane
명 HnbMa.

CueHbI CHOB H3MeH~~T C~*eT nOBeCTH , KOTOpbI꺼 COCTOHT H3

<B03BpameHH~

HBaHa nOnrOTOBKH K pa3Benpa6oTe npOCa'l HBaHH~ I1 BaHa B Tψ1 Bpara>; B C~*eTe

!þ HnbMa neHCTBHTenbHOCTb H CH bI
enHHCTBO

pacnOnara~TC~

nOO 'l epenHO ,

'l TO

HapymaeT

nOBeCTH.

C~*eTa

B nOBeCTH 50rOMOnOB npennO 'l HTaeT nOKyMeHTanbHOe nOBeCTBOBaHHe ,
npHnep*HBaTbC~

A

nOBeCTBOBaTenbH。꺼

TapKOBCKHH He

CTeCH~eTC~

neìíCTBHTenbHOCTb H CHbI ,
caMbIM

C03naBa~

nHCTaH l1 HH

nOBblmeHH~

KHHOKaMepbI B C03HaHHe HBaHa , TeM

norHKy

pa3BHTH~

C~*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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