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절 r패테르부르그j의 라이트모티프 연구 

이 현 숙· 

1. 서론 

상징주의자로서 벨르이 (A. EeJI뼈)는 전 창작 과정을 통해 상정 개념의 창조 

에 몰두했다. 벨르이의 상징 개념은 「세계관으로서의 상징주의 (CHMBOJIH3M KaK 

MHponOHHMaHHe)J(1904)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현대 문명의 위기’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기 솔로비요프， 쇼펜하우어， 니체， 칸트， 신칸트학 

파， 신지학자，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에 이르기까지， 벨르이 

는 다양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는， 진리는 어떤 목표를 향한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대 문명은 이중성 혹은 복수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신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벨르이는 자신의 여러 저작에서 이 복수성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했는 

데헨릭 입센과 의식의 위기 (KpH3HC C03HaHH$( H reHpHK H6ceH) J (910)에서 

이는 상반된 두 개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의식과 감정’， ‘관조와 의지’， ‘개 

인과 사회’， ‘과학과 종교’， ‘윤리와 아름다움’ 등이 그것이다(EeJI뼈 1994a, 210). 

슈타이너와의 만남으로 그의 사상에 일대 전기가 되었던 1912년에 쓰여진 논 

문에서 이 개념은 ‘선과 원’의 대립항으로 대치된다. 

「상징주의의 션， 원， 나선 (JIHHH$( ， Kpyr , CnHpaJIb - CHMBOJIH3Ma)J (1912)에서 

벨르이는 세계를 보는 보편적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2) 그것은 선적인 

*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강사 
1) 이러한 사고는 벨르이의 논문 「세계관으로서의 상정주의 J(1904)에 잘 나타나있다. 

이 논문에서 벨르이는 “모든 깊이는 지평에서 사라졌다 ... 전망을 여는 영원한 가치 

는 없어졌다 모든 것이 가치를 상실했다”고 썼다.(5eJl뼈 1994b, 244) 

2) 벨르이는 1912년 자신의 창작 활동에 전환점이 되는 두 편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 

것은 잡지 『노동과 나날(Tpy.llbl 11 Illlll)~ ， no. 6(Nov.-Dec., 1912)과 no. 4-5(July-Oct., 

1912)에 실렸던 논문 r상정주의의 선， 원， 나선 (JIIIHIIJI ， Kpyr, CnllpaJlb - CIIMBOJlIl3M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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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원적인 것이다. 강렬하게 경험하는 ‘순간(MHr)’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카 

당이 나 시 간의 작동 법 칙 에 따른 ‘단계 의 도식 (cxeMa 3TanOB)’을 강조하는 진 

화론자들이 선적인 사고를 대표한다. 벨르이는 데카당의 관점과 진화론자의 

관점은 모두 궁극적으로 원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순간의 철학은 자기 지시적 

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끝없이 스스로 돌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 

론은 그 어떤 목적론적 충동 없이 무한히 반복적인 패턴에 위치한다는 점에 

서 그런 것이다. 한편 원적인 사고는 무한과 객관， ‘경험될 수 없는 영원의 철 

학’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벨르이는 이의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원적인 사고가 

포함하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원’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것은 관습 

적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고， 마치 도그마처럼 웅직이지 않는 원적인 사고 

로 나타난다. 

벨르이에게 있어， 선적인 사고와 원적인 사고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둘 다 시간의 전진적인 운동을 간과했고 그래서 둘 다 움직임 없는 독단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벨르이는 선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데카당과 진화론자들은 

‘이상(the IdeaD’과 관련을 맺지못한 것을 비난하고， 원적인 것을 제안하는 독 

단론자들(신칸트주의자들)은 ‘실재 (the ReaD’와 관련을 맺지 못한 것을 비난했 

q(Maguire & Malmstad 1987, 99-1(0), 이 상과 실 재 는 서 로 만나야 했다. 그 

들 모두를 고려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 벨르이는 모든 것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선도 원도 그 자체로는 운동의 리얼리티에 적합하지 못 

하다. 이에 벨르이는 운동과 관련된 기하학적 모형으로서 ‘나선(cnHpaJlb)’을 

제시한다. 나선은 선도 아니고 원도 아닌 것으로서 ‘순간(혹은 실재)’과 ‘영원 

(혹은 이상)’을 결합한다. 벨르이에게 있어 이는 진정한 시간의 운동을 표상하 

는 것이었다. 

벨르이는 ‘나선적 사고’를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에 적용한다. 니체의 차라 

투스트라가 모든 것이 반복되는 영원 회귀(즉 원운동)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 

다면， 벨르이는 그러한 회귀가 또 다른 심연을 열어 놓을 뿐이라는 것에 주목 

했다. 벨르이는 현대 사회가 ‘영원과 영원 회귀’ 사이의 벼랑에 위치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 이제 존재의 기반이 발밑에서 떨어져 나가고 인간이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추방될 때가 올 것이다. 심연으로 떨어지 

과 「원형 운동(KpyroBoe DBH*eHHe)J 이다. 전자의 논문에서 벨르이는 그 시대의 혹독 

한 정체 현상을 공표하기 위해 이미지적 사고를 했다면， 후자의 ‘위대한 정신의 소 

유자’로 간주되는 유럽인들의 비극 속에서 현대의 위기를 예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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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자신을 분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벨르이는 니체가 제시한 원의 움 

직임이 아닌 ‘나선을 따른’ 움직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벨르이의 나선적 사고가 그의 창작 「페테르부르그(neTep6ypr) J 

에서 ‘라이트모티프Oeitmotif)’의 기법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이트모티프 기법은 ‘단어들의 상관관계’로써 시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운동을 표상하는 나선적 사고에 접맥된다. 소설 「페테르부르 

그」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모티프들이 일련의 조합을 형성하고， 텍스트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각각의 모티프들은 변주 

되어 전개됨으로써 반복과 회귀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전체 텍스트는 ‘연속적 

변이 kontinuous variation)’로써 나선적 사고를 설현한다. 

2. 본론 

2. 1. 장식체와 라이트모티프 

‘장식 체 산문(opHaMeHTaAbHa~ np03a)’은 20세 기 초 러 시 아 산문의 특성 을 제 

약적으로 규정하는 용어이다. ‘시적 산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식체 산문은 

“일상적인 언어와 같거나 가깝게 느껴지는 서술적 규범에서 벗어나， 예술 작 

품 속에서 서숲의 조건성과 인공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적인 언어 

와 유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KO:l<e BHHKOBa 1976)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식 

체 산문의 텍스트는 모티프들의 반복과 이에 큰거하여 발생한 언어적 테마로 

써 구축된다. 슈클로프스키 (B. UIKAOBC KHH)의 지적대로， “새로운 시대의 복잡 

한 소설적 구성에서， 바그너의 라이트모티프가 그랬듯이， 일정한 단어의 반 

복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에피소드들의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 (뻐KAOBCKHH 

1929, 93)3) 이때 반복되는 것은 일정한 단어들， 일정한 문장들， 동일한 의미 

수준의 단어들， 형상들， 전체 장면들이다. 결국 장식체 산문의 텍스트는 내적 

으로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언어의 테마와 라이트모티프를 조직하고， 이러한 

3) 잘 알려진 대로， 바그너는 새로운 음악적-드라마적 기법으로서 ‘라이트모티프’ 기법 
을 고안했다. 그것은 일정한 문구들의 반복으로써 일관된 테마를 제시하는 기법으 

로， 이때 일정한 모티프들은 전체 무대를 배경으로 전개되거나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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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요소들은 텍스트 내에서 총체성을 구현한다. 

장식체 산문의 기원은 벨르이의 4부작 「심포니야(CHMiþOHIUI)J 의 창작과정에 

서 행해진 문체 실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심포니야」를 창작하면서 벨르이는 

심포니 음악의 ‘대위법 (KOHTpanYHKT) ’4)에 따라 작품을 구상했고심포니야」는 

모티프들의 변형과 대조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심포니야」에서 연결 

모티프는 언어적 형상적 전이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는 작품 속에서 상호 교 

환되며 일정하게 결합된다. 특히 2번， 4번 「섬포니야」는 심포니 음악의 법칙 

을 순차적으로 재현하는데 이는 “마치 연구실에서 실험한 것처럼 순수성을 

지 니 고 있다，"(CHJJaPLl 1986, 65)5) 

벨르이가 연작 「심포니야」에서 시도했던 철저한 음악적 구성은 음악을 예 

술의 최고 형식으로 간주했던 상징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것 

이다. 러시아 상정주의자들의 미학에서 음악은 현상의 외피를 제거하고 세계 

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특별한 예술이다. 이러한 상징주의자들의 사고는 미 

래에 모든 예술이 필연적으로 음악에 종속될 것임을 주장하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고를 계승한 것이다. 벨르이는 ‘음악만이 현상을 포착’ 할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동조했다. 예술의 과제는 이데아의 표현하는 것이고， 음 

악은 사물의 본질인 ‘의지’를 표현한다. 따라서 현상에 도달하는 것은 ‘그 음 

악을 듣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에 가까워지는 것이 

다，"(EeJlbIÌt 1994c, 93) 

벨르이에게 있어 음악은 인식 불가능한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으로， 예 

술의 계급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벨르이에 따르면， 예술 

은 예술가가 재료(‘형식의 물성 (BemeCTBO iþOPMbl)’)의 저항을 줄이는 쪽으로 진 

4) ‘콘트라푼크트(contrapunct)’ - 음악에서 독립성이 강한 두개의 선율을 동시에 결합 
시키는 작곡상의 기법으로， 라틴어의 ‘콘트라푼크투스(contrapunctus)’에서 유래했 

다. 어원은 ‘점 대 점’이 란 뜻의 ‘푼크투스 콘트라 푼크룹(punctus contra punctum)’ 
으로， 넓게는 ‘선율 대 선율’로 해석할 수 있다 

5) r심포니야」의 창작 실험은 지배적인 주요한 부분， 부차적이고 결론적인 부분과 관 

련된 부분， 반복 기호， 코드， 라이트모티프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언어 창작에서 고 

전적 심포니의 대위법의 원칙이 일관되게 견지된 것은 벨르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럽 문학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설라르드의 지적대로， 음악적 대위법이 최대한 정 

학하게 재현된 것이 「심포니야」의 미학적 가치를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심 

포니야」에서 의미의 단위는 “직접적인 모방의 대상이 아니지만 20세기 러시아 장식 

체 산문에서 모종의 가능한 경계로서 존재한다，"(TaM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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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왔다. 재료의 최대치가 나타나는 예술은 건축으로 질량의 타성이 운동의 

양을 압도한다. 이때 그 재료가 최소치로 나타나는 예술이 바로 음악인 것이 

다. 재료(소리)의 단순성과 추상성이 예술에서 운동의 본질을 밝혀주는데， 이 

때 ‘운동’의 개념은 음악과 수학의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벨르이는 음악 

이 영혼의 운동 법칙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반영하는 ‘이유 없는， 무조건적 

운동의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수학적 시점을 견지하려는 학문적 열망’과 평 

행하게 ‘우주적 언어 (YHHBepcanbHhlß ~3μK)’인 음악의 구조적 원칙의 역할이 강 

화되고， 이로써 시간적 형식의 구성 원칙이 공간적 형식에 우세하게 나타난 

다: “공간은 3차원이지만 시간은 1차원이다. 예술이 공간적 형식에서 시간적 

형식(음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순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순서 

는 학문이 수학적 시점을 견지하려는 열망 속에 존재한다 ... 음악은 수학적 영 

혼으로， 수학은 음악적 영 혼으로 나타난다."(5en뼈 1994c, 93) 

‘순수한 영혼의 운동’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수학적 사고는 상징주의자들에 

게 독특한 행동 지침이 되었다. 이는 예술적 대상의 ‘인식 불가능성’을 예술을 

향한 운동의 인식 가능성으로써 보상하려는 상정주의자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상징주의자들에게 음악은 극단적으로 불합리한 ‘이상적인 

내용(HneßHoe conep*aHHe)’을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구조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상징주의자들은 음악이 음악적-수학적 정확성으로써 언어 묘사의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믿었다. 즉 정태적 단어와 형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운동을 ‘단 

어틀의 상관관계’로써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상징주의자들의 사고에서 음악은 현실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나타난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의식은 ‘공간이 아닌 

시간적 형식’이다. 세계에는 시간의 인식 운동이 지배적이며， 이때 표상은 끊 

임없이 변화하는 현상과 영원한 운동이 순간적으로 포착된 사진일 뿐이다. 우 

리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 형상은 펼연적으로 시간과 연관되 

어 있다. 인식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에 근거하고 이때 인과성은 시간과 공간 

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즉， 예술의 공간적 형식이 시간적 형식에 가까워지는 

것은 외관(공간성)을 설명하는 인과성의 의미를 증대시킨다. 공간적 형상들의 

인과성의 요구는 그 자체로써 음악과의 관련을 암시한다. 공간에 종속된 형식 

속에서 음향의 진동에 따라 펼연적으로 시간과 연관된 음악이 아니라면， 우리 

는 이러한 형상들의 인과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여기서 음악이 모든 예술 형 

식에 독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예술 형식에 영향을 준다는 사고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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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 형식은 현실을 출발점으로 음악을 종착점으로 삼는다."(Be찌꺼 

1994c, 93) 

예술에 있어 시간적 형식의 구성 원칙이 공간적 형식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다고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주요 형식’인 언어 예술에서 이러한 과 

정은 “플롯의 사건과 스토리를 축소하고 순수히 언어적 문체적 작용을 강화 

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CHJIapll 1973, 292) 이러한 유형의 산문의 구성 원 

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음악의 구조적 법칙에 접근한다. 심포니 음악 

의 대위법의 원칙에 따라 서사시적 서술양식으로 쓰여진 「심포니야」에서 볼 

수 있듯이， 벨르이는 사건이나 사건 속 인물 보다 그 언어를 기능적으로 우세 

한 것으로 산문을 변화시켰다. 이때 벨르이는 음악적 성격의 모티프로 구성된 

리듬화의 근본 구도를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감지했다.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에 대한 니체 영향은 그 고유한 철학과 사상은 물론， 

그것이 표현되는 스타일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러시아 작가들은 니 

체를 철학자로서 뿐 아니라 예술 이론가 문체의 거장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시적 산문의 창조자로서 받아들였다. 벨르이 역시 니체의 철학적 저작들의 

‘미학적 가치 (3CTeTH4eCKa~ ueHHocTb)’에 주목했다. 벨르이는 니체의 저서에 

수많은 주석을 첨부했는데 특히 니체의 문체에 관한 주석들은 그의 저서 곳 

곳에 산재해있다. 이와 함께 벨르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니체의 양식을 러시아 

식으로 재생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 벨르이는 자신의 창작에서 니체의 

리듬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포니야」는 니체 산문의 유아적 반복"(BeJIbIß 

1934, 297)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니체 산문의 리듬적인 구문이 러시아적 토양 

에서 특별히 조직적으로 구현된 작품은 앞서 언급된 2번， 4번 「심포니야」와 

소설 「페테르부르그」의 첫 번째 판본이다.6) 

6) 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는 두 개의 판본이 있다. 첫 번째 판본은 처음 소설을 집 
필했을 당시 ‘시린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시린 (CHpHHCKHß)’판본이고， 두 번째는 

‘에포하(3noxa)’에서 출간된 ‘베를린 (õepJlHHCKHß) ’ 판본이다. 두 판본의 차이는 일단 

양적인 것으로서， 두 번째 베를린 판본은 첫 번째 시린 판본이 축약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바노프-라줌니크(HBaHOB-Pa3YMHHK)는 두 번째 판본이 출간되었을 때 “완전 

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소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돌고폴로프(JJ. K. lloJlronoJlOB)는 두 

판본의 중심 모티프들은 변화가 없지만 축약본에서 “본의 아니게 벨르이는 「페테 

르부르그」의 철학과 이의 표현수단 간의 균형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페테르부 

르그」의 두 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린 (0. KJlHHr)의 논문 「소설 「페테르부르 

그J' 하나인가 둘인가? J (KJlHHr 1993)에 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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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는 음악 작품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독창적인 의미 

론적 구조를 획득한다페테르부르그」에서 플롯의 주요 동력은 라이트모티 

프， 상징의 총체적인 체계의 전개이다. 전통적인 소설양식이 등장인물， 사건， 

화자 등의 구조적 시스템에 주목하였다면페테르부르그」의 구성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세부장식(꾸러미， 날개， 계단 등)과 상황(상승과 하강)의 의 

미론적 구조이다. 이렇게 단순화된 형상의 단위를 모티프라 한다면， 이들의 

의미론적 상호관계는 텍스트 내에서 자동적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러한 시 

스템은 플롯의 외면적 움직임을 기저에 깔고， “플롯과 의미론적 연관을 맺는 

동시에 그 다층적 의미로써 보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CHJlapll 1983, 297) 
이렇게 엄격하게 대위법적으로 전개되는 모티프틀은 대칭적 의미의 형상 구 

조를 형성하고， 이는 메토니미(환유)의 원칙과 결합되어 하나의 모티프에서 

다른 모티프로 이행하며 또 다른 의미론적 층위를 형성한다. 라이트모티프적 

기법은 리얼리티의 직접적인 표식과 이 표식에 근거하는 비유의 공존이라는 

독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페테르부르그」에서 라이프모티프 속에 구현되는 각각의 형상은 어떤 내 

용적 지평 속에 존재하며 이로써 벨르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내재성(m，뼈HeHTHOCTb) ’ 

을 구현한다.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총체성에서 고골 작품의 독창성을 포 

착한 벨르이는 자신의 산문에서 이와 종합적인 미학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 

는 한 작품 내에 플롯과 스타일， 형식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색 

채는 의미화되고 음절적 특성은 사고의 스타일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이때 

형식과 내용은 ‘형식적 내용(!þOpMOCOllep:!<a TeJlbHbIH)’의 과정이 된다: “땅 속에 

서 솟아오른 화석에 화산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형식과 내용은 과정의 산물 

로서 그 흔적을 지니게 된다."(óeJl뼈 1934, 6)7) 벨르이는 산문적 문장의 건 

축성， 색채성， 음악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호 침투하는 이념(개념)과 감정， 

사고와 형상， 형식과 내용의 종합을 추구했다. 궁극적으로 벨르이가 추구하 

는 창작 세계에서 “서술의 주요 과제는 소리， 색체， 형상， 슈제트가 완전한 

7) 고골 산문의 위대성을 음악성에서 포착한 벨르이는 고골의 문체와 니체의 공통점을 
언급한다.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작가들의 예기치 않은 유사 

성 속에서 벨르이는 ‘음악성’을 지년 독특한 문체의 근원을 발견한 것이다· “ ... 고골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산문은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후에 ... 니 
체의 산문에서 폭발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리듬만이 고골 산문의 힘으로써 울려 

퍼친다 "(TaM :I<e, c.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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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성을 향해 서로 관통하는 것으로서， 소리와 색채가 의미로써 울려퍼지 

고 슈제트가 들리고 보이게 되는 것이다，" (l써CT~KOBa 1978, 45) 이렇게 「페 

테르부르그」의 라이트모티프의 연구는 개별적인 모티프들의 상관관계로써 

전개되는 주요 테마들의 변주를 통해 총체적인 의미론적 상징체계의 연구로 

이행된다. 

2.2. r페 테 르부르그j 의 풍경 시 학 

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논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상징주의의 특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복잡한 상징과 장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페테 

르부르그」의 라이트모티프적 서술 구조는 한편으로는 음악적 산문， 다른 한편 

으로는 서정적 산문 유형을 창출한다. 미하일로프스키 (5 ， B, MHxaHnoBcKHH)가 

지적했듯이， 소설 「페테르부르그」는 “특별히 상징적 의미로 포화된 형상들이 

총체적으로 집합해있다. 그 형상들은 음악의 라이트모티프처럼 반복되고， 변 

주되고， 대비되고， 대조된다，"(MHxaHnOBCKHH 1969, 453) 

벨르이가 사용했던 라이트모티프의 원칙은 페테르부르그의 풍경 묘사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풍경 묘사에 나타난 라이트모티프적 구성이 텍스트 

내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는， 막시모프(zl. E, MaKcHMoB)가 언급하듯이， “풍경 묘 

사 속에는 소설의 가장 강력한 서정적인 요소들이 응축되어 있다. 벨르이는 

풍경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라이트 모티프를 발견했다. 벨르이는 서술 전반에 

걸쳐 풍경의 단편들을 리듬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열했다，"(MaKCHMOB 1986, 288) 

「페테르부르그」에서 서술 조직의 기본 원칙으로서 순차적으로 배열된 라이트 

모티프는 타자의 말(l.jy)f(a~ pe%)을 복잡하게 삽입하지 않은 ‘묘사적 언어 (H30 

6pa)f(al0lllee cnoBo)’의 원 칙 을 견지 한다.(KO)f(eBHHKOBa 1976, 57) 화자의 서 정 적 

이탈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라이트모티프로 전개되는 「페테르부르그」의 풍경 

묘사는 그 진정성으로써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테르부르그의 파국을 비극적 

톤으로 재생한다 「페테르부르그」에서 라이트모티프적 구성은 ‘타자의 말’로 

가득 찬 폐쇄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파멸에 대한 작가 벨 

르이의 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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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물의 상징 

도시 페테르부르그는 자연을 거슬러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건설된 도시이 

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이성의 승리’를 뜻하는 동시에， 자연 질서의 왜곡과 파 

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지의 외곽인 해안에 건설된 도시 페테르부르그에는 

도시의 멸망에 대한 신화가 생겨난다: “이러한 도시 저변에는 종말론적 신화 

가'" 집중된다. 이는 원시력의 궁극적인 승리와 결부된 것이다，"(J1oTMaH 1984, 

31) 도시 페테르부르그에 나타난 종말의 양상은 물과 관련된 ‘홍수’의 신화와 

연관된다. 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에서 거대하고 음울한 공룡 도시 페테르부 

르그에는 잠들지 않은 또다른 원시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다. 도심을 흐르는 

네바강은 소멸되지 않은 카오스의 상징으로서，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원시력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강이 질주하고 있었다. 물줄기가 철 

썩거렸다. 요트가 흔들거렸다.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 , 강변에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네바에 불꽃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끓어오르는 불꽃이 수변에 타 

올랐다.끼406)8) 

「페테르부르그」에서 태초의 원시력으로 도시를 압박하는 물의 메타포는 페 

테르부르그의 거리 풍경 묘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용사 ‘축축한(MOI<P뼈)’ 

으로 나타난다. 도시 를 적 시 는 네 바의 ‘축축한 강바람(MO I<P뼈 BeTep)’은 페 테 

르부르그에 존재하는 원시력으로서 물의 메타포를 형상화한다: “네바에서 축 

축한 강바람이 빌려왔다"(54) ， ‘축축한’은 물의 속성을 내포한 형용사 ‘미끌미 

끌한(C I<OJlb3 I<HÌÍ)’과 결합하여 항상 습기에 젖어있는 페테르부르그 거리 풍경 

을 묘사한다: “축축한， 미끌미끌한 대로， 축축한， 미끌미끌한 보도. 열병을 앓 

으며 빛을 발하는 9월 !"(26); “축축한， 미끌미끌한 대로가 축축한 대로와 90도 

직각으로 교차했다"(21). 형용사 ‘축축한’은 「페테르부르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축축한 가을(MO l<pa.sl oceHb)’에 대한 ‘울적한(HeBeCeJlO)’섬리상태를 표현 

한다: “축축한 7!-을이 페테르부르그 상공을 떠다녔다， 9월의 오후가 울적하게 

반짝였다"(46) ， 더 나아가 ‘축축한’은 사건 전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폭탄이 

든 ‘축축한 보자기 로 싼 꾸러 미 (nepeB.sI 3aHH뻐 MOl<pOη CaJ때eT I<Oη Y3eJlOI<)’, ‘축축 

한 꾸러미 (MO l<peHbl<때 Y3eJlOQel<)’로 이행하여 사건의 파멸적 속성을 암시한다: 

8) 소설 「페테르부트그」의 인용은 돌고폴로프가 ‘시린판’을 재편집하여 1981년 출판사 

‘나우카(HaYKa)’에서 간행된 판본(BeJlhll!， 1981)을 끈거로 한다. 본문에는 해당 쪽수만 

을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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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계급인은 오른손에 축축한 보자71로 싼 꾸러미를 을고 있었다，"(25); “우리 

의 이방인이 무언가를 생각했다 .. ' 그리고 축축한 꾸러미를 집었다，"(3D 이렇 

게 소설 r페테르부르그」에서 형용사 ‘축축한’은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시간적 

공간적 형상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라이트모티프로 나타난다. 

원시력을 상징하는 물의 환유적 기호로서 형용사 ‘축축한’이 도시 페테르부 

르그에 가득찬 물기를 의미하는 라이트모티프라면， 물의 테마는 ‘안개 (TYMaH)’ 

의 모티프로 변주된다페테르부르그」에서 ‘안개’는 일상적인 도시 풍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예병의 털모자가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9); “니콜라예프스키 다리가 안개 속에 가물가물 울려 퍼졌 

다"(19) ， 도시 페테르부르그에 존재하는 물의 은유로서 ‘안개’는 핀란드만의 

소택지에서 불쑥 솟아오른，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림자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환영성’을 의미한다. 이때 비실재적인 환영의 메타포로서 안개는 소설에서 

‘안개의 그림자(TeHH TYMaHOB)’, ‘태고로부터 (HCKOHH)’， ‘지상의 끝(Kpaß 3eMHOrO)' 

과 결합하여 그 환영성을 강화한다: “당신은 소용돌이 속에 날아다니는 안개 

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안개는 태고로부터 지상의 끝에서 날아옵니다 .. , 

태고로부터 안개 속을 웅시하고 있습니다，"(28) ‘환영성’을 내포한 페테르부르 

그의 ‘안개’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주인공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사 

륜마차는 ‘안개’ 속을 날아들고， 사람들은 ‘안개’ 속에 사라진다: “사륜마차가 

안개 속으로 맹렬히 날들었다 .. , 경찰서장은 .. , 탁한 안개 속을 .. , 바라보았다… 

경찰서장의 어깨가 안개 속으로 금방 사라졌다. 모든 어깨， 모든 등이 .. ,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19) 

페테르부르그의 환영성을 의미하는 명사 ‘안개’는 형용사 ‘안개 낀( TYMaHHbIß) ’ 

으로 확장된다. 도시 페테르부르그는 전설 속의 선장 ‘날아가는 네덜란드인 

(JleTyq때 rOJlJlaHlleu)’이 거 짓으로 세운 ‘안개 낀 땅(TYMaHHble 3 eMJIH)’으로서 파 

멸할 운명의 도시 페테르부르그를 암시한다: “‘날아가는 네덜란드인’이 그늘진 

윷단배를 타고 발틱해와 독일해의 납빛 공간을 지나 페테르부르그로 날아왔 

다， 이곳에 거짓으로 안개 낀 땅을 세우고 흘러가는 구름의 물결을 섬이라 불 

렀다，"(20) 고위 관료인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에게 도시 빈민들의 거주지인 바 

실리예프스키 섬의 ‘안개 낀 수많은 굴뚝(TYMaHHhle ， MHoroTpy6Hhle)’은 수도 페 

테르부르그에 낯선 것으로 나타난다: “아폴론 아폴로노비치 아블레우호프는 .. , 

멀리 안개 낀 수많븐 굴뚝이 흐릿한 선을 긋고 있는 곳， 바실리예프스키 섬이 

놀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곳을 향해 순간적인， 당황한 시선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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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도시의 환영성이 배가된 라이트모티프 ‘안개 낀’은 주인공 아폴론 아 

폴로노비 치 에 게 일 어 나는 상상적 현상으로서 ‘두뇌 의 유희 (M03rOBa$l Iirpa)’와 

연관되고， 이는 ‘안개 낀 지평 (TYMaHHhle nROCKOCTIi)’으로 표현된다: “", 두뇌의 

윤희는 계속 안개 낀 지평을 건축하고 있었다.’'(33) 

이렇게 형용사 ‘안개 낀’은 페테르부르그에 존재하는 물의 존재를 상기시키 

며 페테르부르그의 환영성을 표현하는 공간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한편， 시간 

적 형상과 결합하여 추상적 성격을 강화한다페테르부르그J에서 ‘안개 낀 

날들(llHIi TYMaHHhle)’은 190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배경으로 러시아 역사 

의 비극을 예견하며 그 파멸을 표현하는 메타포가 된다. 혁명 운동이 한창이 

던 1905년 가을의 불안정한 러시아 사회는 ‘독기어린 시월(.lIllOBIiT뼈 OKUÕpb)’의 

‘안개 낀， 이상한 날들(llHIi TyMaHHhle , CTpaHHμe)’로 표현되고， 이는 형용사 ‘차 

디찬(Mep3Rhlß)' ， ‘얼음같은(Rell.ll HOH)'과 결합하여 러시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 

한 공포의 심리를 표현한다: “안개 낀， 이상한 날들이었다. 독기어린 시월이 

러시아 북부에서 차디찬 행진을 하고 있었다"(75); “안개 낀， 이상한 날들이었 

다. 얼음같은 태풍이 푸른 회색 구름 덩어리를 몰고 왔다，"(75) 이와 함께 ‘안 

개 낀 날들’은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HIi)와 결합한 그 무엇도(HH'ierO ), 그 

누구도(HIiKoro) 없는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환영성을 나타낸다: “저기 저편， 안 

개 낀 날들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있다'， "(20) 

‘축축한’， ‘안개 낀’으로 대표되는 페테르부르그의 거리 풍경은 ‘안개비(1i3MO

pOCb)’로 이행하여 그 의미론적 역할이 강화된다. 물을 내포한 페테르부르그의 

안개는 또 다른 기후적 요소로서 ‘안개비’로 변주된다: “안개비가 거리， 대로， 

보도， 지붕을 적셨다 .. , 안개비가 행인을 적셨다.’'(18) 페테르부르그의 ‘안개비’ 

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서 기후와 관련된 ‘병’과 연관된다: “안개비가 .. , 

행인에게 감기를 선사했다. 자는 빗방울과 함께 독감의 인플루엔자가'" 세워 

진 옷깃을 파고들었다，"(18) 페테르부르그의 가을에 내리는 차가운 안개비는 

인간에게 병을 선사하고， 이때 감기는 페테르부르그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다: 

“벌어먹을 코감기 ... , “일 이야기를 하는데! ... ”, “귀가 막혔나， 들리지가 않는 

군 “시-계-의 메-커 “에취!…"(38); “왜 그는 얼굴을 벌정게 붉히는 걸 

까? .. , 그는 콜록거렸다 .. , 비를 맞은 벌이다;"(392) 

「페테르부르그」에서 도시의 습하고 차가운 기후와 관련하여 물의 메타포를 

내포한 대표적인 질병은 ‘열병 (RlixopallKa)’이다: “가을의 페테르부르그는 거리 

의 모든 유기체들에 침투한다. 골수를 냉각시키고 얼어붙은 척추를 간질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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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탈출하여 따뜻한 장소를 찾아 들어간 당신의 혈관에 페테르부르그 거 

리는 열병을 흘릴 것이다."(29) r페테르부르그」에서 ‘열병’은 병이라는 구체적 

인 현상 속에 메타포를 내포하며 그 의미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두드킨에게 있어 ‘열병’은 그를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꿈과 쟁시를 오가는 상황은 그를 어디론가 내던졌다… 온 폼이 쑤시 

고 아꿨다. 정신을 차린 첫 순간 그는 자신이 심한 오한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열병이다."(241) 두드킨에게 환상 속의 악몽은 현실에서 앓는 열병의 

증세에 병행하여 진행되는데 이때 ‘악몽’ 속에 질주하던 페테르부르그의 ‘안 

개 낀 대로(TYMaHHhle npocneKThl)’는 ‘열병’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긴긴 

밤， 비밀의 계단이 아닌 안개 낀 대로를 질주하는 악몽이 계속되었다. 분명한 

것은， 열병이 혈관을 질주한다는 것이다."(241) ‘환각’ 속에서 쉬슈나르프네 (Dilun

HapqlHe)를 만날 때， 이 또한 열병으로 표현된다: “온 폼을 뒤흔드는 열병으로 

인해，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는 점점 더 정신이 몽롱해졌다.’'(296) 열병을 앓 

는 두드킨의 환각 작용은 ‘청동손님’의 방문에서 극에 달한다. 이때 열병은 악 

의 화신인 청동기사가 두드킨의 영혼을 잠식하는 과정과 동일시된다: “이제 

수천 도 열71의 달빛으로 탈구어진 ... ‘금속 손님’이 그의 눈앞에 앉아 있었다. 

온 봄이 작열했다 ... 완전히 정신을 잃은 채，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는 수천 

킬로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307) 

「페테르부르그」의 도시 풍경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안개， 비， 바람 등의 

기후적인 모티프들은 물기 가득찬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공기를 묘사하는데， 

이는 표트르가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할 때부터 문제시 되었던 늪지라는 자연 

조건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불결한 자연환경으로서 늪지의 잔재는 네바강에 

서식하며 인간을 괴롭히는 ‘세균’으로 존재를 지속한다: “오 ... 세균이 우글거 

리는 물이여 !"(55); “세균이 우달거리는 울 위로 네바의 강바람 속을 지나가는 

중절모， 지팡이， 외투， 귀， 콧수염， 코."(26) ‘세균이 우글거리는’ 네바강의 불 

결한 환경은 인간에게 병균을 전염시킨다: “페테르부르그에서 그림자는 수돗 

물과 함께 마시는 온갖 질병의 세균이 되어 당신의 몸 속에 침투할 것입니 

다 ... "(297) 이렇게 페테르부르그의 기후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이 모든 원인은 ‘소택지’ 위에 건설된 페테르부르그의 입지에서 연원한다: 

““페테르부르그의 기휴는 나에 게 해롭습니다 페테르부르그의 기휴는 모 

두에게 해홉다 ... “페테르부르그는 늪지 위에 세워졌지요 ... "(295) 

토포로프(B. H. TonopoB)는 물을 비롯한 페테르부르그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소설 r페태르부르그j의 라이트모티프 연구 123 

‘암흑， 절망， 애수 등이 심리와 결합’됨을 지적했다.(TonopOB 1984, 24) r 페테르 

부르그」에서 육체적인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동한다. 두드킨의 다음 말 

을 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 있소. 그 이상한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아직 모르겠소. 그렇지만 증세는 분명하오 - 불투명한 애수， 환Z{， 공표， 보드 

카， 담배， 그리고 보드카로 인한 상습적 두통. 결국 척추에 이상한 느낌이 오 

고， 아침마다 고통을 준다오. 그 병을 앓는 사람이 나 하나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소，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 당신도 앓고 있소. 거의 묘든 샤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소."(91) 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에서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는 도시 페테르부르그는 병든 인간 세상을 축소한 세계가 된다.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가 자신이 ‘병자(60JlbHOìl)’임을 고백할 때 ‘슬프고 긴 그이 (neqaJlb

HbIH H 띠HHH뻐)’가 ‘죄를 짓지 말라(He rpemH)’고 대답하는데， 이때 병과 ‘죄’는 

동격이 된다: “저는 병자입니다 ... ”, “일어나라 ... 죄를 짓지 말i'} ... ’'(318) 

이렇게 페테르부르그의 거리 풍경에 나타난 물의 상징은 ‘축축한’， ‘안개 낀’ 

등의 형용사와 ‘안개’， ‘안개 비’ 등의 라이트모티프로써 ‘물 (BO .lla)-병 (60Jle3Hb)

죄 (rpex)’로 이어지논 의미론적 구조를 형성한다.(JIH 1998, 93) r 페테르부르그」 

에서 물을 상징하는 라이트모티프들은 처음 도시가 건설될 때부터 페테르부 

르그를 덮쳤던 ‘홍수’의 은유인 동시에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존재 자체를 위 

협하는 파멸적 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2.2.2. 돌의 상징 

페테르부르그의 상정체계에서 ‘돌 (KaMeHb)’의 기호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그것이 원시력을 의미하는 물의 안티테제로서 자연을 정복한 문화의 상징이 

라논 것이다. 페테르부르그의 돌은 ‘자연적’， ‘원시적’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다. 

“태고적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바위가 아니라， 옮겨져 갈아진 ‘인간화’된 

문화적인 것이다."(끼OTMaH 1984. 33)9) 이와 함께 ‘돌의 페테르부르그’는 ‘나무 

의 러시아(.llepeB.!I HHa.!l PyCb)’의 안티테제로 등장한다.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함 

에 있어 ‘제 3 로마’를 표방했던 표트르는 페테르부르그 이외 다른 지역에서 

9) r 페테르부르그」에서 자연의 정복하려는 돌의 표상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물의 메타 

포로서 ‘네바’의 투쟁은 페테르부르그의 도시 풍경을 이룬다: “네바깨 들끓었다 ... 강 

철같은 물결이 석조 교각을 격파하며 화강암을 짧아냈다"(46); “어두운 심연의 울결 

이 강청같은 비늘로 화강암에 부딪쳤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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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건축물을 엄격히 금하였고， 이제 페테르부르그의 돌은 러시아 제국의 상 

징으로 대두된다.(nOTMaH H YCI1eHCKHH 1982, 245)10) 
벨르이의 「페테르부르그」에서 돌은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테르부르그의 표 

상으로， 이때 라이트모티프로서 ‘돌의 (KaMeHHbIH) ’ 형용사가 변주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러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외모는 ‘돌의’ 메타 

포로 묘사된다. 그는 ‘돌의 눈동자(KaMeHHble rJla3a)’와 ‘돌의 얼굴(KaMeHHoe JlHUo)’, 

‘돌의 시선 (KaMeHHbIH B30p)’을 갖고 있다: “ ... 원로원 의원의 돌킥 눈동자는 피 

로에 지칠 때면 더욱 푸르게， 더욱 거대하게 되었다"(3); “회색 외투， 높다란 

검은 실크햇， 문진을 연상시키는 돌의 얼굴 아폴론 아폴로노비치가 현관에서 

빠르게 뛰어나왔다"(19); “아폴론 아폴로노비치가 돌의 시선을 마차에서 넓게 

열린 문으로 옮겼다."(26) 고위 관료인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돌의’ 형상은 

하층민에게 적대적인 것이다페테르부르그」에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돌 

의 시선 (KaMeHHbIH B3rJljjil)’은 ‘박쥐의 날개 (HeTOI1blpHble KPblJlbjj)’와 결부되어 위 

협적인 형상을 창출한다: “ ... 저기 저편.，. 울부짖는 카오스 속에서 돌의 시선 

을 내던졌다. 미친 듯이 날아다니며 박쥐의 날개로 후려쳤다."(24) 한편 도시 

페테르부르그에서 ‘돌’의 메타포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돌의’ 

아폴론 아폴로노비치 또한 ‘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페테르부르그」에서 아 

폴론 아폴로노비치의 머리는 ‘거대한 돌덩이 (KaMeHHajj rpoMalla)’로 비유되고， 

그는 ‘편두통(MHrpeHb)’으로 고통받는다: “ .. 거대한 돌덩이는 원로원 의원의 

머리였다 ... 무거 운 편두통이 찾아왔다."(36) 

돌의 라이트모티프로써 묘사되는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외모가 수도 페테 

르부므그의 관료주의적 속성의 의미했다면， 이것은 정서적인 성격의 형용사 

‘차가운(XOJlOllHbIH)’의 모티프로 변주되어 그 속성을 더욱 발전시킨다. 아폴론 

10) ‘나무의 러시아’는 페테르부르그 건설 이전 러시아의 수도였던 ‘나무의 모스크바 

(llepeBjjHHajj MOCKBa)’와 동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포로프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 두 도시의 경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식에 따라 건설되었다. 그 중 

하나의 도식에서 페테르부르그는 ‘영혼이 없는’， ‘공식적인’， ‘비자연적이고 규칙적 

인’， ‘러시아적이지 않은’ 도시로서， 이는 ‘영혼적인’， ‘가족적이고 친밀한’， ‘자연적인’ 

‘러시아의’ 도시 모스크바에 대비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페테르부르그는 ‘문명화된’， 

‘문화적인’， ‘조화로운’， ‘유럽적인’ 도시로서， 이는 ‘차오스적인’， ‘무질서한’， ‘아시아적 

인’， ‘나무의’ 도시 모스크바와 대조를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돌’의 도시 페테르부 

르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페테르부르그의 돌은 자연 

의 원시력이 아년 인간의 노동의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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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노비 치 가 근무하는 관청 의 ‘차가운 대 리 석 (XOJIOllHbIα MpaMOp)’은 러 시 아 

제국의 수도 페테르부트그의 환유로 나타난다: “아폴론 아폴로노비치 아블레 

우호프는 손으로 차가운 대리석을 잡고 관청 의 붉은 계단을 올랐다 ... "(78) 돌 
의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차가운’ 속성은 일상에까지 파고 들어 있다. 그것은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집 에 있는 ‘차가운 청 동상(XOJIOllHa~ 6pOH3a)’과 ‘차가운 

유리 (XOJIOllHbJe 3epKaJIa)’로 나타난다: “닥자 위 에 긴 다리 의 차가운 청 동상이 

서 있었다"(16); “눈동자가 차ff운 거울플을 달리 고 있었다."(222) 이 렇 게 ‘차가 

운’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집 에 서 는 손님 맞이 역 시 ‘차가웠다(XOJIOllHO 6bIJIO) ’: 

“카멧이 깔리지 않은 커다란 응접실은 차자웠다 ... 응접실의 손님 맞이는 차자 

웠다."(17) ‘차가운’ 속성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차가운 손가락(XOJIOllHble naJIbUbI)’으로 표현된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뒤 

죽박죽이었다. 사람들은 쪽나무， 그림， 조각상에게 자리를 양보한 채 미소지었 

다， 허둥거렸다， 말을 삼켰다 ... 격식을 차리려는 헛된 욕망으로 차가운 손가락 

이 저 려 왔다 "(17) 형 용사 ‘차가운’은 ‘돌의 ’ 메 타포와 같이 고위 관료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신체의 일부를 표현한다. 이때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차가 

운 주먹 (XOJIOllHble KYJIa'II<H)’은 또 다른 형용사 ‘피곤한(yC TaBUIHH) ’, ‘불행한(He 

C 'IaCTHbIH)’과 결합하면서 주인공의 부정적인 섬리상태를 표현한다: “피곤한， 

불행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차깨운 주먹으로 천천히 눈을 비댔다."(119)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차가운 집 (XOJIOllHa~ KBapTHpa)’은 고통을 야기 하지 만， 

이는 려시아 제국의 고위관료에게 숙명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커다란 집 

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흔쾌히 보다 작은 집으로 옮겼 

을 것이다'" 그러나 ... 그의 높은 직위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강변의 차71운 집에서 헛되이 고통스러워해야 했다.’'(87-8) 

‘돌의’ 모티프가 형용사 ‘차가운’으로 변주되며 인간을 억압하는 관료주의의 

부정적인 속성을 폭로한다면 ‘차가운’에서 파생된 형용어 ‘얼음같은 손(JIell~Ha~ 

PYKa)’은 보다 파멸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 원시적인 자연에 내던져진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물리적인 죽음에 처하고， 이때 ‘얼음같은 손’의 구원을 받는 

다. 그러나 ‘얼음같은 손’에 의한 생의 구원은 죽음보다 더한 파멸을 초래하는 

데， 그 의미는 ‘무자비하게 (6ecceplle'lHO) ’ ‘잔혹하게 (*eCTKo)’에 의해 보강된다: 

‘눈， 열음， 울창한 수풀 너머 ... 그곳에서 그는 어리석게도 열어죽을 뻔했다 .. , 

고독한 죽음의 순간， 누군가의 자자운 촌자락이 그의 가슴속을 무자비하게 파 

고들었다. 찬후하게 심 장을 쓰다듬었다 열음같은 손이 그를 이 끌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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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그」에서 ‘얼음같은 손’이 인도하는 파멸의 세계는 제국주의 러시 

아의 관료사회로 나타난다: “그는 엘음같은 손을 따라 출세의 계단을 올라갔 

다. 그의 눈앞에 운명적인 넓은 황야가 펼쳐졌다. 저 멀리， 열음같은 손이 손 

짓했다. 무한대가 날아올랐다. 리시아 제국이 날아올랐다，"(78) 결국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공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관료사회로부터 해방되는데페테르 

부므그」에서 이는 ‘얼음같은 손’이 ‘녹는(Ta.llTb) ’ 것으로 표현된다: “엘음같은 

손 그것이 녹았다. 직무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시골， 쓸쓸한 농촌， 농가의 연기， 그리고 갈가마귀를 회상했다，"(41이 

벨르이가 「페테르부르그J 에서 관료주의 도시의 상징으로서 ‘돌’의 모티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에 대척되는 죽음의 모습을 하기 때문 

이다. 소설 「페테르부르그」에서 ‘돌’의 상징은 ‘화석화(OKaMeHeHlfe)’로 해석할 

수 있다. 돌이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는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경우에서 보 

듯이 살아있는 인간이 화석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표트르의 화석화 

작업 (OKaMeHeHlfe ./leJla neTpOBa)’에 대한 벨르이의 비판이다，(Jllf 1998, 100, 벨 

르이는 제국을 목표로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한 표트르의 야심을 부정하며， 그 

의 개혁을 전제군주의 ‘화석화’ 작업으로 간주했다: “ .. , 표트르의 조각에서 음 

악적 대위법은 조각 속에 내포된 사상을 밝혀준다. 그것은 표트르의 폭압적인 

전제정치 속의 화석화 작업이다. 여기서 ‘정동기사’는 표트르가 아니라， 왜곡 

된 의 미 의 ‘표트르의 과업 ’이 다，"(5eJlbIη 1968, 200) 즉 표트르가 창조한 국가는 

그 체제의 화석화와 파멸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 표트르와 제국주의 러시아에 대한 ‘화석화’의 개념은 「페테르부르 

그」에서 ‘돌’의 모티프가 ‘조각(C TaTYIf)’의 모티프와 결합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양상으로 표현된다페테트부르그」에서 조각의 모티프는 인물의 성향을 나타 

내는 독특한 기재로서， 등장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묘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MeJlbHIfKOBa ， 5e3pO./lH뼈 & narrepH뻐 1985, 85)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외 

모에 각인된 ‘돌’의 라이트모티프는 ‘조각’의 모티프로 변주된다. 인간적인 면 

모의 안나 페트로브나에게 있어 남편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차가운 석고(XO

JlO./lHbIH aJle 5aCTp)’로서 , 조각상을 의 미 하는 ‘차가운 기 둥들(XOJlO ./lHble CTOJl5IfKIf)’ 

과 동일한 형상으로 간주된다: “담황색 벨뱃에 싸인 의자들 사이로 하얀， 자 

깨운 7/둥들이 솟아있었다. 하얀 기둥들 사이로 차깨운 석고로 된 남편이 엄 

격하게 질책하는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149)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집 에 있는 ‘석 고 눈동자(aJle5aCTpOBble íJla3a)’를 당당하게 들고 있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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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니오베 (õeJlajl HHOÕejl)’의 석상은 그의 분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레토에게 자신의 열두 자식들을 자랑하다 돌로 변한 니 

오베의 형상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고， 니오베의 형상에 각인된 

고위 관료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 

얀 석고 받침대 위의 하얀 니요베가 석고 눈동자를 당당하게 들고 있었 

다，"(53) 돌 석고상으로 변주되는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형상은 자신 뿐 아 

니라 보는 사람도 돌로 만드는 ‘메두사’의 형상으로 발전한다. 관청에서 일하 

는 그의 모습은 ‘고르곤 메두사(rOprOHa Me1lY3a)’의 공포에 상응하는 위협으로 

나타난다: “고위 관청 집무실에서 .. ' 번개같은 생각이 벗겨진 머리에서 뱀처럼 

날아갔다. 만일 그 순간 혜안을 가진 사람이 이 친애하는 인물의 얼굴을 보았 

다면， 그는 틀림없이 눈앞에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아폴 

론 아폴로노비치가 내뿜는 메두사의 공표에 사로잡힐 것이다，"(50)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분신으로 나타나는 니오베와 메두사가 삶에 대비되 

는 죽음의 메타포로서 표트르의 ‘화석화’ 작업을 의미한다면， 인간을 억압하는 

화석화된 관료주의 러시아의 형상은 페테르부르그의 거리풍경을 장식하는 ‘석 

조거 인 (KaMeHHble BeJlHKaHbI)’으로 나타난다. 제 국의 수도 페 테 르부르그 내 의 타 

자로 존재하는 ‘이방인 (He3HaKOMeu) ’ 두드킨에게 있어 페테르부르그를 대표하 

는 형상은 ‘뻔뻔하고 몰염치한(õeCCT뻐HO H HarJlO) ’ ‘석조 거인’으로 나타난다: 

“이방인은 .. , 생각했다. 물가는 오르고 노동자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 

다 페테르부르그가 저기 저 다리에서 이 곳으로 석조 거인들이 서있는 대로 

의 화살을 내리꽂았다. 뻔뻔하고 몰염치한 거인들 - 그들이 가난한 섬사람들 

을 다락방과 지 하실에 매 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24) 도시 페 테르부르 

그는 그 자체로서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석조 거인’은 가난한 주민들 

을 죽음으로 이끄는 ‘석조 관(KaMeHHble rpOÕbI)’으로 변주된다: “ .. , 가난한 사람 

들을 석조 관 더미 아래에서 질식시켰다 .. 모든 것이 윗소리를 울렸다， 울고 

있었다，"(32) 

한편， 화석화된 페테르부르그의 메타포로서 조각의 모티프는 페테르부르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카리아티다(KapHa THlla)’로 이행하면서 그 의미론을 확장 

시킨다. 관청의 발코니를 지고 있는 카리아티다는 표트트를 구현하는 ‘석조 

턱 수염 (KaMeHHbIH ÕOpOllaq)’의 형 상을 띠 고 있다: “창가로 다가가변， 입 구의 카 

리아티다 - 석조 턱수염을 볼 수 있었다，"(51) 카리아티다의 ‘턱수염’은 페테 

르부르그의 컨설자 표트르의 환유인 ‘콧수염’의 「페테르부르그」식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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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이는 관청의 카리아티다에 각인된 표트르의 형상으로써 페테르부르그 건 

설 이후 2세기가 지난 후에도 도시에 건재해있는 표트르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때 「페테르부르그」에서 ‘턱수염 카리아티다’는 순환하는 ‘계절의 주기 (nepHO때 

BpeMeHH)’와 함께 한다: “계절은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 , 입구의 턱수염 카리아 

티다는 이 순환 위로 몽을 드리우고 있었다."(264) 이때 벨르이는 석조 턱수 

염을 페테므부르그 역사의 관찰자로 상정함으써， 역사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표시한다: “.,. 석조 턱수염도 거리의 소음， 사계절의 변화 위로 옴을 세우고 

있었다. 천 팔백 십 이년， 그는 숲에서 해방되었다. 천 왈백 이십 오 년， 그의 

아래에서 군중들이 파도쳤다. 천 구백 오 년 지금도 군중들이 지나갔다."(51) 

도시의 건설자 표트트가 관청을 지키며 페테르부르그의 역사를 지켜왔다면， 

벨르이는 턱수염 카리아티다의 형상에 영원성올 부여함으로써 역사와 시간에 

대한 상징주의적 시각을 투사한다: “영원한 석조 턱수염이여/ 수많은 세월， 그 

는 거리의 소음 위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여 

름， 가을 - 그러나 그는 한결 같았다. 여름 ... 겨울 ... 봄 ... 그러나 그는 한결 같 

았다. 세윌은 그를 스쳐갔다;"(348) 

2.2.3. 색채 상징 

페테르부르그의 도시 중심을 흐르는 네바 강은 거리 풍경 묘사에 있어 필 

수적인 요소로서， 이는 소설 「페테르부르그」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형용사 ‘초록색 (3 eJIeHbIH)’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푸쉬킨이 「청동기사」에서 

‘숲의 어둠(TbMa JIeCOB)’과 ‘소택지의 진창(TO따 ÕJIaT)’에서 당당하게 솟아오른 

페테르부르그의 위용을 묘사했다변 이러한 페테트부르그의 형상은 벨르이의 

「페테트부르그」에서 ‘습기 찬 초록색 안개 (npOM03rJlbIH 3eJIeHOBaT뼈 TYMaH)’와 

‘이끼 낀 소택지 (M뻐C Tble ÕOJIO T a)’로써 재생된다: “그곳 ... 네바가 있었다， 섬들 

이 있었다. 아주 먼 옛날， 습기 찬 초록색 안개를 톱니로 뚫고 높은 지붕， 윷 

대， 첨탑이 이끼 낀 소택지 속에서 솟아올랐을 때 ... "(20) 초록색 안개를 뚫고 

생성된 도시 페테르부르그는 사악한 힘에 의해 파괴된 자연과 억압적으로 구 

축된 환영의 도시로 나타난다: “저기 저편， 파도의 구름 속에서 페테르부르그 

가 몸을 일으켰다. 저기 저편， 건물들이 떠올랐다. 저기 저편， 어둡고 악한 존 

재가 건물들 위로 떠올랐다. 그 차71-운 숭결이 한때 초록색 울창했던 정들을 

화강암과 돌로 강하게 묶어놓았다."(24) 환영의 도시 페테르부르그에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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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실재와 환상의 경계로 나타난다: “페테르부르그， 페테르부르그! ... 네바 

너머， 초록색 미명 저 멸리， 섬들과 집들의 유령이 부활했다. 그리고 헛된 희 

망으로 유혹했다 저 세계는 현실이다， 페테르부르그 거리를 향해 창백한 구 

름 연기를 내모는 울부짖는 무한대가 아니다."(55) 

잔존하는 원시력과 환영의 형상으로서 초록색의 라이트모티프는 작품 속에 

서 여러 형상으로 변주되는데， 페테르부르그의 구름은 ‘초록색 무리 (3eJleHOBaTbIH 

poA)’로 묘사된다: “저편， 구름 덩어리가 초록색 무리를 실어나르고 있었다… 

초록색 무리가 끝없이 광활한 네바 공간 위로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 첨탑이 

초록색 무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46) 페테르부르그 건설 이 전 ‘소택지’ 

의 흔적은 네바강에 잔존하는 ‘초록색 침전 (3eJleHOBaTa>I MYTb)’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한다: “그곳， 그곳， 섬연， 초록색 침전. 멀리 저 멀리，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놀란 섬들이 내려앉았다 ... 심연， 초록색 침전. 초록잭 침전 위로 ... 

니콜라예프스키 다리가 안개 속에 가물가물 울려 퍼졌다."(19) 

‘초록색’은 페테트부르그의 일상적인 풍경으로 나타나고， 이는 거리에 있는 

‘초록색 집 (nOMHK 3 eJleHbI꺼)’， ‘초록색 광선 (3eJleHOBaToe OCBemeHHe)’으로 표현된 

다: “곳에는 거대한 건축물 사이로 표트르 시대의 집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 

다 - 통나무집， 초록색 집 ... "(23); “페테르부므그 아침의 초록색 광선."(24)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 의 집 은 ‘초록색 거 울(3eJleHOBa Tble nOBepXHOCTH 3epKaJl)’ 

과 ‘어두운 초록색 천 (TeMHO-3eJleHa>I 06HBKa)’, 그리고 ‘녹슨 초록색 방패 (pll<aBO-

3eJleHhlα 빼T)’로 장식되어 있다; “ ... 초록샌 저울이 응접설을 여기저기 집어삼 

키고 있었다"(16); “서재의 가구는 어두분 초록쇄 천으로 덮여 있었다"(43); 

“녹슨 초록색 방패 밑에 리투아니아 철모가 빛나고 있었다."(52) 아폴론 아폴 

로노비치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초록색 책상들(3eJleHble CTOJlbI)’이 놓여있다: 

“이곳， 고위 관청 집무실에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초록색 책상들 .. 의 진 

정한 중심이 되었다.’'(50) 

초록색의 상징은 페테르부르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아폴론 아폴로노비 

치는 ‘검은 초록색 눈자위 (QepHO-3eJleHbI때 npOBaJ1)’와 ‘창백한 초록색 거대한 

귀 (orpOMHoe 6J1enHO-3eJleHOe YX이’를 갖고 있다.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는 ‘초 

록색 앵무새 (3eJleHble nonyraHQHKH)’를 기트고， 두드킨은 ‘담배에 절은 초록색 

얼굴(3eJ1eHOe ， npoKypeHHoe J1HUO)’을 하고 있다 초록색이 페테르부르그의 상 

징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표상을 지니는 것은 페테르부르그의 타자적 형 

상이라 할 수 있는 섬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초록색에서이다. 제국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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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협하는 섬사람들은 초록색 물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피로에 절은 

‘창백한 초록색 얼굴(nHua HX 3eneHeß H 6ne~Heß)’을 하고 있다: “섬사람들은 ... 

지구상에서 제일 창백한 초록섹 엘굴로 당신을 놀라게 한다.’'(22) 이때 섬사 

람들을 상징하는 초록색은， 미하일로프스키의 지적대로， “초록 식물들의 생명 

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탁한 소택지의 물줄기를 상징한다."(MHxaηnOBCKHß 

1969, 453) 
초록색의 상징이 도시 건설되기 이전의 늪지의 메타포로 나타난다면， 이는 

도시의 건설자 표트르를 연상시키며 ‘청동기사’의 형상과 결합된다페테르부 

르그」에서 청동기사의 형상은 ‘초록색 구리 (n03eneHeBlU aR Me~h)’를 내던지는 

‘축축한 기사의 조각상(MOKpoe H3BaRHHe BCa~HHKa)’로 표현된다: “네바를 향 

해 ... 축축한 71사의 조각상이 바위에서 무거운 초록색 유리를 ... 내던지고 있 

었다"(47). 팔코네가 제작하여 예카테리나 여제가 표트르 I세에게 헌정한 원로 

원 광장의 청동기사상은 벨트이의 「페테르부르그」에서 ‘초록색 뒤덮인 팔(no

KpbITaR 3eneHhlO PYKa)’을 뻗고， ‘청동월계관(Me~HonaBpOBbIß BeHOK)’을 들어 올 

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 “저 멀리 ... 수수께끼 기사가 초록샌 뒤링인 무거운 

손을 뻗은 채， 네바강 위로 자신의 청동월계관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99) 이 

와 함께 네 바강의 조각들도 ‘초록색 청 동 조각상(3eJleHOBaTbJe 6POH30Bble CTa

TYH)’의 형상을 부여 받는다: “고요한 물결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남았다 ... 초 

록샌 정동 조zf상들이 여기저기 어두운 붉은 벽 위에 끝없이 펼쳐졌다."(54) 

네바강의 초록색이 원시적 자연력과 환영으로 나타난다면 페테르부르그를 

상정하는 또 다른 색깔은 ‘노란색()f(enTbI때)’이다. 페테르부르그를 상징하는 노 

란색의 전통은 우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별 (npecTynneHHe H HaKa3aHHe)J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시내에 있는 나폴레옹 건축 양식의 가옥과 공공 

건물은 노란색으로 나타난다.(rpeqHIUKHH ， nOJlronOJlOB & JJaBpoB 1981, 644-645) 
소설 「페테르부르그」에서도 시내 중심에 위치한 ‘노란 관공서 건물()f(emoe Ka-

3eHHoe 3~aHHe)’을 발견할 수 있다: “노란 관공서 건물의 창문들 사이사이 석 

조 사자 얼굴이 일렬로 매달려 있었다.’'(48) 아폴론 아폴로노비치의 거주지는 

‘화려한 노란 집 (pOCKOIUHJ’ß )f(embIß ~OM)’로 표현되고， 그 자신 또한 ‘노란 노인 

()f(emeHhKHß CTapHqOK)’으로 묘사된다: “음산한 페테르부르그의 아침 ... 노란 

잡의 무거운 문이 열렸다. 노란 잡은 네바 강을 향해 창문이 나있었다"(19); 

“의식은 ... 털 뽑힌 병아리를 연상시키는 노란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카핏에 

노란 두 뒤꿈치를 딛고 침대 위에 앉아있었다 ... 딸짝 소리에 귀플 기울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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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바로 이 노란 노인이었다."(141) 

「페테르부르그」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노란색’이 부정적인 형상을 띠고 있 

다면， 이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리판첸쿄의 외모에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리판첸코는 ‘어두운 노란 양복(TeMHO-lI<eJITajf napa)’을 입고 ‘노란 단화(lI<eJIT비e 

60깨HKld’를 신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유의 두 턱 (c06CTBeHH뼈 BTOpoA 

non60ponOK)’ 위를 유연하게 항해하는 ‘노란 얼굴(lI<enTOBaToe nHUO)’과 ‘기름진 

노란(MaCnjfHHCT뼈 H lI<enTblA) ’ 연어조각을 연상케 하논 ‘입술’로써 혐오감을 배 

가시킨다: “노란 열굴이 투운의 두 턱 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다"(40); 

“리판첸코의 입술은 연어조각을 연상케 했다 ... 기를진 노란 연어조각"(40). 더 

나아가 리판첸코의 ‘어두운 노란색 양복’은 두드킨에게 바실리예프스키 섬의 

‘노란 벽지 (TeMHO-lI<eJITbIA UBeT 06얘)’를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리판첸코처럼 

그를 괴롭히는 ‘불면증(6eCCOH따a)’으로 나타난다: “리판첸코의 어두운 노란 

양복에서 이방인은 바실리예프스키 섬에 있는 집의 어두운 노란 벽지를 떠올 

렸다. 그 색은 ... 음울한 9월의 불면증과 관련되어 있었다.’'(42) 

두드킨이 리판첸코의 ‘어두운 노란 양복’에서 ‘불면증’을 일으키는 ‘어두운 

노란 벽지’를 떠올렸다면， 이는 그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그 인간(oc06a)’과 연 

관된다: “어두운 노란 벽지를 바른 사각의 수직 벽들 내가 이 벽들 속에 둘 

러싸여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 그리고 그 얀간이 영역 

을 침범하지 ... "(90). 리판첸코의 또 다른 변형믿 ‘그 인간’이 ‘어두운 노란 벽 

지’에 결합하여， 두드킨을 괴롭히는 병으로 이전한다. 그것은 두드킨이 ‘이상 

한 신경죄약증(CTpaHHoe HepBHoe HenoMoraHHe)’에 걸리게 했는데， 그 중세로 

나타나는 ‘이 상한 환각(CTpaHHajf rann~UHHaUHjf) ’ 속에 서 그는 ‘유령 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얀간의 영향으로… 이상한 신경 쇠약증이 내게 서서히 자리 

를 잡았소 ... 그 현상은 이상한 환각이었다.’'(92) ‘신경쇠약증’과 ‘환각’에 공통 

으로 수반되는 형용사 ‘이상한(CTpaHH뼈)’은 결국 환영의 도시 페테르부르그의 

속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두드킨의 환각 속에서 페테르부르그는 ‘초록색-노란 

안개 (3eneHO-lI<eJITbIA TYMaH)’로 표현된다: “때로 그는 범상치 않은 악몽을 꾸었 

다'" 꿈이 꿈을 쫓아왔다 ...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는 놀라 초록색-노란 안개 

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페테르부르그 거리를 달려갔다;"(88) 

한편 페테르부르그의 악몽과 관련된 ‘노란색’은 「페테르부르그」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띠고 나타난다페테르부르그」에서 노란색은 서양의 얼굴을 한 러 

시아의 도시 페테르부르그에 침투한 ‘동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솔로비 



132 러시아연구 제 16권 쩨 1호 

요프가 제창한 ‘판몽골리즘’을 표상한다." (Steinberg 1979, 199) 페테르부르그 

의 노란색에 결부된 두드킨의 ‘악몽의 불면증(3JJa~ õeccoHHHua)’은 동양의 표 

상으로서 ‘찢어진 눈의 몽고인 얼굴(JJHUO C y3KHMH MOHrOJJbCKHMH rJJa3KaMH)’과 

관련되어 있다: “악몽의 불면증은 그의 기억 속에 내재된 운명적인， 찢어진 

눈의 몽고안 열굴을 갑자기 떠오르게 했다."(42) 두드킨이 환각 속 ‘노란-갈색 

벽 지 (KopHGHeBaTO-lI<eJJTbJe OÕOH)’에 서 보는 ‘유령 의 얼굴(npH3 pa GHOe JJHUO)'은 

‘노란-사프란 광선(lI<eJJTo-malþpaHH뼈 OTCBeT)’에 빛나는 ‘노란 입술(lI<eJJTbJe ryõbl) ’ 

의 ‘몽고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노란-갈색 벽지에 때때로 규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은 .. , 주로 용고인으로 나타났다 ... 얼굴은 불쾌한 노란-샤프 

란 광전으로 빛나고 있었다… 몽고인의 노란 압줄이 흔들렸다."(92) ‘노란색’으 

로 의미화된 몽고인의 형상은 당시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인한 러시아의 역사 

를 상기시키고， 이는 ‘노란 발뒤꿈치(lI<eJJTaSl nSl Ta)’로 표현된다: “노란 말뒤꿈 

치가 겁도 없이 여순 항구의 높은 언덕을 짓밟았다 ... 여순 항구가 함락되었 

다."(51) 결국 작가 벨르이는 노란색으로 묘사되는 몽고인의 형상을 통해 미 

래 러시아에 도래할 수도 있는 ‘노란 아시아 대군(lI<eJJTbJe nOJJGHma a3HaToB)’의 

침략을 예언하는데， 이는 「페테르부르그」에서 러시아군이 각각 일본군과 몽고 

타타르군에게 패했던 ‘쓰시마 해전’과 ‘칼미우스강’의 전투에 비유된다: “그 

날이 오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다 ... 노란 아시öJ 

대군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것이다 ... 그렇다， 쓰시마가 재현될 것이다! 제 2 

의 칼카가 재현될 것이다."(99) 

「페테르부르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색채는 ‘붉은색 (KpaCHbl때)’이다페테르 

부르그」에서 붉은색은 ‘선명한 붉은 현판(SlpKO-KpaCHaSl BbJBecKa)’, ‘적황색 붉 

은 궁전 (pbJ)j(e-KpaCHbIH llBopeu)’ ‘붉은 가로등 얼룩(KpaCHOBa TbJe lþoHapHbIe nSlTHa)' 

등 페테르부르그 거리 풍경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페테르부르 

그」에서 ‘붉은색’이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그것이 혁명의 상징 

으로 나타날 때이다. 네프스키에서 판매되는 혁명과 관련된 ‘붉은 색의 잡지 

(lI<)뻐aJJbGHKH KpaCHoro UBeTa)’는 혁명과 붉은색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시한다: 

“네프스키 대로에 ... 붉븐샌의 잡지를 흔들어대는 반정부 소년의 불안정한 고 

함소리가 등장했다.’'(77) 혁명의 붉은색은 러시아 전역에서 혁명이 진행중일 

때， 공장에 올라가는 ‘붉은 깃발(KpaCHbJe 빼arH)’로써 보다 선명하게 표현된다: 

“아크-튜크에서 철도 노동자와 헌병이 시비가 붙었다 ... 쿠타이시 극장에서 군 

중들이 환호했다 ... 티플리스에서 폭탄 제조 공장이 문을 열었다. 오데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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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 문을 닫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러시아의 수십 대학에서 수천 집회 

가 열렸다 ... 페름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 순간， 카자크 기병대 

에 포위 된 레 벨의 주철 공장에 서 붉은 깃 발이 올라갔다.’'(265) 

「페테르부르그」에서 붉은색이 혁명의 메타포로 나타난다면， 이때 혁명은 붉 

은색을 매개로 하여 광기와 연관된다.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의 엽기적인 행 

각이 ‘붉은 도미노(KpaCHoe IlOMIiHO)’와 ‘붉은 어 릿광대 (KpaCHbI외 WYT)’로 묘사되 

듯이 붉은색은 광기와 관련이 있다.11) 즉 혁명에 연루된 니콜라이 아폴로노비 

치가 입은 ‘붉은 도미노’를 매개로 혁명과 광기가 연관되는 것이다페테르 

부르그」에서 혁명을 광기로 보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 아폴론 아 

폴로노비치의 시각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아를레킨의 ‘핏빛 붉은 사각사각 주 

름소리 (KpOBaBO-KpaCHble wypwaUl.Iie CKJIallKIi)’을 보고 ‘깃 발(3HaWI)’이 라 불리 는 

‘붉은 녕마(KpaCHble TPJITIKIi)’를 연상한다: “ ... 아를레킨의 핏빛 붉은 사각사각， 

불쾌한 주름소리 ... 그는 언젠가 그 붉은 녕마를 본 적이 있었다 ... 그곳에서는 

붉은 녕마를 깃발이라고 불렀다.’'(177) 이렇게 「페테르부르그」에서 붉은색은 

혁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광기의 색으로도 나타난다. 

광기와 관련된 붉은색의 상징은 밤의 네프스키를 장식하는 붉은 불빛과 더 

불어 ‘지옥의 불꽃 아가리 (allCKlie OrHeHHhle TIaCT Ii)’의 형상을 획득한다: “환상 

의 불꽃이 어두운 네프스키를 적셨다 ... 찬란한 불빛의 쇼윈도우가 ... 수십， 수 

백 지우 불꽃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 아가리가 붉게 녹이 슨 불꽃의 닥 

한 담을 뱉어냈다 "(49) 네프스키에 나타난 붉은 색의 라이트모티프는 ‘붉은 

얼 룩의 광기 어 린 (6e3YMHaJI OCellJIOCTb KpaCHbIM TIJITHOM)’ 도시 페 테 르부르그의 

메타포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reeHHCKoe TIeKJIO)’에 상응한 

다: “그렇다， 핀란드 소택지 위에 건설된 정착지는 당신에게 붉은， 붉은 엘룩 

의 광기 어린 도시를 보여준다. 멀리， 밤의 어둠 속에 떠오른 얼룩이 보인다. 

끝없는 조국 땅을 편력하는 당신의 눈에 저 멀리 밤의 어둠 속에 떠오른 붉 

은 피의 얼룩이 보인다. 놀란 당신은 말할 것이다. “지옥의 불듀덩이가 바로 

저긴가요?"(49) 

「페테르부르그」에서 붉은색은 노란색과 결합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다. 대로를 질주하며 네프스키를 탈리는 ‘노렇고 붉은 전차(JKeJITO -

KpaCHbIe TpaMBali)’는 네프스키 대로의 형상을 ‘무한대’로 확장시킨다. “그는 무 

11) 다음을 보라·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는 주름이 사각거리는 화려한， 선명한 빛깔의 

붉은 도미노를 꺼냈다"(46); “그녀는 그를 뿜은 어릿광대라고 불렀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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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대로를 순환했다 ... 신문팔이 소년의 끊임없는 외침 속에 점점 커지는 

노랑고-붉은 전차 소리 ... "(19); “리듬을 타고 울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 노랑 

고-붉은 전차 소리，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인간들 ... ’'(19) 네프스키를 장식하는 

‘노렇고-붉은 침 전 (~enTO-KpaCHa~ MYTb)’은 ‘피 와 흙(KpOBb H rp~3b)’과 관련된 

다: “피와 흙이 섞인 뿌연， 노랑고 붉은 침전을 형성하며， 저녁의 담이 네프스 

키의 섬광 속에 용해되었다.’'(49) ‘노렇고 붉은 색’은 혁명을 의미하는 ‘시월의 

독기’와도 관련한 ‘황금빛 잎사귀의 속삭임 (30nOToìl neCHOα menOT)’를 통해 ‘노 

량고-붉은 잎들로 엮인 단어들(~enTO-KpaCHble pOCCμnH CnOB)’로 변주된다: “시 

월의 독가가 황금빛 앞샤귀가 되어 불어왔다. 황금빛 잉샤귀의 속상암이 양전 

히 땅 위에 내려졌다 .... 노랑고-붉은 잉들로 염인 단어들이 행인의 발밑에서 

소용돌이쳤다， 쫓아다녔다， 소곤소곤 속삭였다."(75) ‘노렇고-붉은 잎들로 엮인 

단어들’로 변주되는 ‘노렇고-붉은색’의 라이트모티프는 결국 ‘우’ 소리와 결합 

하여 혁명을 상징한다. “노랑고-붉은 앞들로 염인 단어들이 행인의 발밑에서 

소용돌이쳤다 ....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공간에 울려 퍼졌다. “우우우

우우우 천 구백 오 년 시월의 이 노래를 들어보았는가? 예전에는 듣지 못 

한 노래， 앞으로도 듣지 못할 노래다."(77) 

「페테르부르그」에서 초록색， 노란색， 붉은색의 현란한 색채들이 역설적으로 

페테르부르그의 악몽을 의미한다면， 페테르부르그의 음울한 분위기를 보다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 색채는 ‘회색 (cepbl다)’과 ‘겸은색 (qepHblìl)’이다페테르부르 

그」에서 아폴론 아폴로노비치는 ‘회색 외투(cepoe nanbTO) ’, ‘높다란 검은 실크 

햇 (BbICOKHìl qepH뼈 l\HnHHllP) ’, ‘검 은 스웨 이 드 가죽 장갑(qepHaj\ JaMma)’을 끼 

고 있으며， ‘회색 말들(cepble KOHH)’이 이끄는 ‘검은 정사각형 사륜마차(qep

Hblìl Ky6 KapeTbI)’를 타고 있다. 굳은 얼굴의 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는 ‘길다란 

회 색 망토(cepaj\ HHKOnaeBCKa j\ mHHenb)’를 입 고 ‘어 두운 회 색 다리 (cep뼈， TeM 

Hblìl MOCT)’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네프스키의 집들은 ‘검은 회색 정육면체 

집들(qepHOBaTo-cepble llOMOBble Ky6bJ)’이며， 섬과 연결되는 다리는 ‘검은， 그렇 

게 검 은(qepH뼈， qepH뻐 TaKoìl)’ 혹은 ‘검 은 회 색 다리 (qepHble H cep비e MOCTbI)’로 

표현된다:“검은， 검은 니콜라예프스키 다리가 안개 속에 가물가물 울려 퍼 졌 

다"(19); “섬을 향해 검은 화샌 다리가 레테의 강에 내던져 있습니다 ... ’'(24) 

「페테트부르그」에서 회색과 검은색의 라이트모티프로써 표현되는 것은 결국 

삶과 인간성을 상실한 페테르부르그의 사람들이다. 페테르부르그의 거주자들 

은 ‘무표정한 회색 얼굴(CTepTo-cepoe nH l\O)’로 나타나거나， 모든 개인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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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채 ‘모든 축축한 검은 우산(Bce 'iepHble, MOKpble 30HTbI)’과 동격인 ‘모든 

회색 얼굴(Bce Cepble JI따a)’로 표현된다: “서민은 무표정한 희색 얼굴로 대로 

를 주시 했다’'(19); “'" 오든 희색 얼굴， 2든 축축한 검은 우산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19) 이렇게 회색과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페테르부르그의 전경과 

사람들은 죽음의 도시 페테르부르그를 상징한다. 

3. 결론 

벨르이의 소설 「페테르부르그」에 나타난 풍경 묘사는 물과 돌， 색채를 상징 

하는 라이트모티프로써 전개된다페테르부르그」에서 물의 모티프는 네바， 택 

지， 안개， 비 등 기후적인 요소들과 이와 관련된 형용사들의 변주로써 적대적 

으로 도시를 위협하는 원시적인 힘을 나타내고， 이는 병과 죄의 모티프로 이 

행하면서 그 의미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페테르부르그 도시에서 돌은 자연에 

반대되는 문명의 상징이며， 인공성이 극대화된 제국주의 러시아의 환유로써 

나타난다페테르부르그」에서 돌의 라이트모티프는 페테르부르그의 건설자 

표트르의 형상과 결합하여 역사에 대한 초시간적인 상징주의적인 시각을 투사 

한다. 초록색， 노란색， 붉은색 등 현란한 색채로 전개되는 「페테르부르그」의 

거리 풍경은 도시의 환영성을 강조하는 한편， 회색과 검은색으로 전개되는 도 

시와 인물들의 묘사는 죽음의 도시 페테르부묘그의 음올한 형상을 창조한다. 

소설 「페테르부르그」의 서술 양식으로서 라이트모티프 기법의 의미는 벨르 

이의 상징 개념에 부여된 ‘운동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벨르이는 라이트모티 

프로써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고 소설 「페테르부르그」에는 진정한 

시간의 운동의 표상으로서 나선적 사고가 구현된다. 영원히 움직이는 나선적 

사고는 벨르이의 상징 개념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이제 상징은 형상과 운동이 

결합된， 자체로써 지속적인 운동 상태로 나타난다. 운동성을 획득한 ‘상징’은 

‘영원 회귀’의 목적 없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끊임없는 ‘변형 (nepeBOITJIOmeHHe)’ 

으로 스스로를 창조한다. 여기서 벨르이의 ‘삶을 창조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상징’ 개념 이 창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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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0we 

n03THxa ReATMOTHBa B pOMaHe <<neTepðYPI‘>

RH , XOH-CYK 

A. lìeJlbàl pa3 BHBaeT CM에CJJ 'CHMBOJJa ’, BKJJW~a~ B ce6e nOHHTHe ’CnHpaJJH’. nO lìeJJo

MY, CnHpaJJb npe~CTaBJJ~eT c060꺼 HCTHHHoe ~BH:l<eHHe BpeMeHH. TaK, lìeJ뻐H BOn.lI.ll\a

eT H~elO CnHpaJJH B CBOeM pOMaHe <<neTep6yp f>>. 

OnHcaHHe neH3a)f(a B pOMaHe lìeJJoro <<neTep6YP f>> pa3BHBaeTC~ JJeHTMOTHBaMH 

BO따.1 ， KaMH~ H UBeTHOH CHMBOJJHKH. TaK, BO~a B pOMaHe OTHOCHTC~ K KJJHMaTH~e

CKHM 3JJeMeHTaM, KaK HeBa, 60JJOTO, TYJI‘aH, ~O~b “ ~. B neH3a)f(e ropo~a neTep

õypra MOTHB BOIlbI BapbHpyeToI Ha ’MOKpblH ’, ’TyMaHHblH ’, ’H3MOpOCb ’ H T.~. 3TH 

JJeHTMOTHBbI KJJHMaTa nepeHOC~TC~ B ÕOJJb3Hb, H3-3a KOTOpOH neTepõyp)f(Ubl CTpa

~alOT JJHXOpa~KO때. 3Ta ÕOJJe3Hb HMeeT C뻐CJI rpexa B neTep6ypre. TaK, M。깨B 

BO~ pa3BHBaeTC~ Ha pa3HbIX ypOBH~X ， HMe~ Oõpa3 CTHXHH, KOTOpa~ yrpO)f(aeT CaMO 

CYll\eCTBO neTepy6pra. B pOMaHe <<neTep6yp f>> KaMeHb ~BJJ~eTC .H lþeHoMeHOM He 

npHpo때， a KyJJbTypbl. B HCKyccTBeHHOM ropo~e neTep6ypre KaMeHb CHMBOJJH3HpyeT 

pOCCHHCKylO HMnepHIO. MOTHB KaMH.H CO~eTaeTC.H C MOTHBOM cTaTyH, H CTaHOBHTC .H 

CHMBOJJOM 3JJa neTep6ypra, KOTOpOe ~aBHT OCTpOBCKylO õe~HoTy. O~HaKO ， ’KaMeH

HblH õopo~a~ ’ B y~pe)f(~eH써 accoUHpyeTC .H C neTpOM 1, H npH 3TOM lìeJJbIH ~aeT 

eMY 06pa3 Be~HOCTH. B UBeTOBO때 CHMBOJJ싸<e neTepõypra, UBeT 3eJJeHblH CB .H 3blBa

eTC .H C HCTOpHeH neTepõypra ~O neTepa, H HMeeT 06pa3 ÕOJJOTa, KaK HeHC~epnaHHOH 

CHJJbl CTHXHH. UBeT )f(eJJTbIH - 3TO UBeT rOpolla neTepõypra, C OllHOH CTOpOHbl, a 

.H BJJ.HeTC .H CHMBOJJOM naHMOHrOJJH3Ma, C ~pyrOH. KpaCHμ다 UBeT OTHOCHTC .H K peBO

JJIOUHH, nOTOM CB .H 3bIBaeTC .H C õe3yMHeM B pOMaHe. Cepblη ~epHbl때 onHCblBaeT 

Mpa~HYJO aTMoclþepy neTep6ypra H MepTBble πHua ero )f(HTeJJeil. TaK, BCe 3TH JJe꺼T-

MOTHBbl BOIlbI, KaMH.H H UBeTOB B pOMaHe p3aBHBaIOTC~ ， BapbHpylOTC .H H CJJHBaIOTC .H 

B O~Hy TeMy - MepTBeHHOCTb H npH3pa~HOCTb neTepõypra, npH 3TOM nOKa3blBa

eTC .H 3CXaTOJJOrH~eCKH히 oõpa3 rOpOlla. 

B <<neTep6ypre>> Jle찌TMOTHB KaK npHeM nOBeCTBOBaH~쩌 HMeeT 3Ha~eHHe B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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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3TOT npHeM BOnJlOlllaeT Hlle lO CnHpaJlH, C OllHOß, H llaeT nOHJl THIO CHMBOJla 

CMbICJI llBH)!(eHHJI, C llpyrOß. B CHMBOJle 5eJloro CO'leTaeTCJI IþOpMa C llBH)!(eHHeM, 

H Tenepb CHMBOJly MO)!(HO npeOllOJleTb HHrHJlH3M ‘Be'lHOrO B03BpallleHHJI’. TaK, 5e따rn 

C0311aeT HOBOe nOHJlTHe CHMBOJla KaK MHpOnOHHMaHHJI, C KOTOpOM MO)!(HO c0311aTb 

)!(H3Hb. 

논문투고일 2006. 3. 6 
논문심사일 2006. 3. 17 - 2006. 4. 14 
심사완료일 2006. 4. 17 

논문심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