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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운명， 전기는 19세기 장편소설의 요체였다.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장편소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상을 주장할 수 없었고， 20세기의 장르로 

서는 불가능했다. 더구나 상정주의적 상응의 정신적 연속체가 해체되고， 블로 

크(A ， IiJ10K)가 w IiaJ1araH4HK(발라간칙)~에서 흘렸던 ‘월률즙’이 진짜 피가 되었 

을 때， ‘상징의 숲’이 ‘소란한 심연’이 되고 ‘유희’가 끝났음이 분명해졌을 때， 

혁명이 파국적이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작가들의 전기 속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삶은 더 이상 미적 형상화 속에 잡아둘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지 

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삶과 글쓰기의 관계에 직면하면서 포스트상징주의 

의 작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전기의 상실에 대한 의식을 공유했고， 작가

나의 방해받고 저지되고 위협받는 심지어 죽음에 의해 중단되기조차 하는 

전기는 시대교체의 중요한 징후가 되었다. 만델쉬탐의 중편소설 wErHueTCKa$l 

MapKa(이집트 우표)~(l928)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전기 상설 의식을 압축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 

"CTpaWHO 1101l)'MaTb, "ITO HaWa :l<H3Hb - 3TO 110BeCTb 6e3 iþa6yJI꾀 H repOJl, 
c ,aeJIaHHaJl H3 l1yCTOTbI H CTe l<JIa, H3 rOpJll./erO JIel1eTa O,aHHX OTcTyI1JIeHHfi, H3 

l1eTep6yprc I<oro 6pe,aa,"]) 

우리의 삶이 공허와 유리로， 그저 열에 들떠 더듬거리는 이탈의 말로， 페테 

르부르크의 헛소리로 만들어진， 줄거리도 주인공도 없는 소설이라는 걸 생각 

* 이 논문은 2005년도 서울대학교의 해외연수교수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물의 
제 2부임. 

** 서 울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OCHI1 MaH,aeJIbwTaM(1971) Coφ'élHHe CO <fHHeHHH B Tpex TOMélX, no,a pe,aaKI.\Hefi r , n, CTpyBe 

H B, A, φ때H11110Ba， T, n, New York: Inter-Language Literarγ Associates, c, 40, 앞으 
로 이 책에서 인용되는 경우， 인용문 뒤에 권수와 쪽수만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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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담찍하다. 

이 상황에서 만텔쉬탐은 주인공이 없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푸인공의 심리 

에 천착히는 시대착오적인 심리소설뿐 아니라 많은 모더니스 !'è 들(이를테면， 

세라피온의 형제들， 펼냐크， 자야젠， 프리쉬빈 등)이 대안으로 선택하던 6blT 

산문도 경멸했다: 

"B CYIIlHOCTH OHa 5e3 b1MJlHHa. 3TO - OpnlHH30BaHHOe IlBH:l<eHHe CJIOBeCHOlí 

MaCCbI, lleMeHTHpoBaHHolí '1eM yrollHo. CTHXH5I lIp03 b1 - HaKOllJIeHHe. CHa BC 5I -

TKaHb, MOp!þOJIOrH5I. (…) }]H'IHOCTb B CTOPOHY." 

(<<}]HTepaTYPHa51 MOCKBa: PO:l<lleHHe φa5yJIbI>> 19:::::, U, 334) 
본질적으로 그것 (5b1T 산문 - 펼자)은 이름 없는 산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에 의해 접합시켜놓은 말 덩어리의 조직화된 운동이다. 산문의 자 

연력은 집적이다. 그것은 오로지 직조이며， 형태론이다. ( ... ) 인간 캐성은 제쳐 

둔다. 

(r푼학적 모스크바: 줄거 2 1 익 탄생 J) 

만델쉬탐이 소설 이후의 새로운 산문장르의 탄생을 위한 처빙으로 제시하 

는 것은 ‘새로운 시간감’(時間感 ‘l.!yBCTBO BpeMeHH’)의 획득이다: 

"4YBCTBO BpeMeHH, lIpHHallJIe:l<amee '1eJIOBeKy lIJI5I Toro, '1To5피 lle꺼 CTBOBaTb， 

lIo5e:l<llBTb, rH5HYTb, JII05HTb - 3TO '1yBCTBO BpeMeHH COCTaBJI5IJIO OCHOBH。찌 TOH 

B 3By'lBHHH eBpOllelícKoro pOMaHa."(<<KoHell pOMaHa>> 1922, II, 269) 

행동하고 승리하고 파멸하고 사랑하기 위해 인간에게 속하는 시간감 - 이 

시간감띠 유럽 소설의 울림에서 기음(基줍)이었다 (r소설의 종말J 192: 2‘ U, 269) 

인간의 삶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전기가 아니며 따라서 소설끽 구성적 척 

도도 될 수 없다. 인간의 삶이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감 속어 서의 삶이어 

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시간감을 상질했고 자신의 

전기로부터 내팽개쳐졌다. 19세기식 소설의 운명은 전기의 해체익 역사， 전기 

의 파멸의 역사로서나 지속될 수 있을 상황에서 만텔쉬탐은 새토운 시간감의 

획득을 위해 다름 아닌 자전산문을 선택한다 ‘전기가 없는’ 인간 작가의 자서 

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문화와 역사의 컨텍스트 속에서 자신 

을 정의하고 자신의 지속적인 자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자아감킥 을 획득하길 

기대하며， 동시에 그것을 투사하고 담아낸 수 있는 언어와 형식을 창조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자서전은 전기의 싱살로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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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이자， 소설의 거부로서의 자서전이며， 새로운 산문 장르의 시험 발생기로 

서의 자서전이다. 

~UlyM BpeMeHH(시간의 소음)~(II， 43-108)2)은 소설의 종말과 전기의 상실을 

다루는 그의 에셰이들과 거의 같은 때에 씌어진 자서전인 만큼 이 문제를 다 

루는 데 매우 적합한 텍스트다. 1890년대에서 1905년의 혁명에 이르는 시간까 

지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유년기와 미성년기를 회상하고 있는 이 산문은 자 

서전 집필 시점에서 그가 획득한 시간감， 자아감을 표현하는 끝부분 - 끝에 

서 두 번째 장(章)인 rKOMHccap*eBCKa~(코미사르웹스카야)J 에서 자서전에 관 

한 그의 마니페스토 -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한 글의 부정으로서의 자서전’ 

을 천명한다3): 

"MHe XO'!eTC lI rOBopHTb He 0 ce6e, a CJletl‘iTb 3a BeKOM, 3a WYMOM H npopaCTa 

HHeM BpeMeHH. naMlITb M。꺼 Bpa)[<tle6Ha BceMy JlH'IHOMy." (lI, 99) 

나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세기를， 시간의 소음과 발아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나의 기억은 모든 사적(私的)인 것에 적대적이다. 

때문에 만델쉬탐의 자서전은 사적인 기억으로 채워진 톨스토이나 악사코프 

의 가족연대기 4)로 대표되는 19세기의 회고록 전통을 거부하고， 이 전통에 의 

해 조명되던 시간과도 결렬을 선언한다. 혁명의 세기 폭발하듯 커져가는 시 

간의 웅성거림은 가족연대기나 사진첩을 매개로 하는 ‘존재의 근원’과의 자연 

스럽고 직선적인 연결을 허용치 않는다. 과거의 회고록이 지녔던 조화로운 통 

일성， 내재성의 이상은 이미 불가능하다: 

"Pa3HO'뻐HUY He Hy)[<Ha naMlITb, eMy tlOCTaTO 'lHO paCCKa3aTb 0 KHHrax, KOTOpμe 
OH npO 'leJl, - H 6HorpaiþHlI rOTOBa. TaM rtle y C 'IaCTJlHBμX nOKOJleHH꺼 rOBopHT 

300C reKcaMeTpaMH H XPOHHKOlí, TaM y MeHlI CTOHT 3HaK 3 HlIHHlI , H Me)[<tly MHOlí 

2) 1923년 가을에 쓰기 시 작하여 1925년에 발표했다 

3) 이것은 푸쉬킨이 ~EBreH뼈 OHerHH~ 에서 서문(BcTynJleHHe)을 소설의 맨 앞이 아닌 

제 7장， 즉 끝에서 두 번째 장에 가지고 옴으로써， 고전주의적 에포스의 전통을 상 

기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패러디적) 일탈을 노골적으로 시위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A. C. nywKHH(1981l CoφaHHe COtfHHeH쩌 B neCßTH TOMaX. nOtl Ha6~tleHHeM 

M. n. Epe뻐Ha. MOCKBa: npaBtla , c. 139와 비 교하라). 

4) n. H. TOJlCTOll 의 wlleTCTBO(유년시대)~， ~IOHOCTb(소년시대)~， wOTpO 'leCTBo(청년시대)~ 

와 C. T. AKcaKOB의 ~CeMe꺼Hall XpOH‘iKa(가족연대기) ~， ~ lleTC KHe rotl티 5arpOB-BHYKa 

(손자 바그로프의 유년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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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eKOM lIpOBaJl, pOB, HallOJleHHbll1 myMJI띠HM BpeMeHeM, (…)"(II, 99) 
잡계급 지식인에겐 회상이 필요 없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들에 미해 얘기하 

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변 전기는 완성된다. 행복한 세대들에게선 λ사시가 헥 

사메터와 연대기로써 말하는 곳， 그곳에 나에겐 텅 빈 곳이 업을 밸리고 서 

있다. 그리고 나와 그 시대 사이엔 낭떠러지가， 웅성거리는 시간으보 가득한 
심연이 놓여 있다. ( ... ) 

이 대 목은 자전 산문으로서 WßIyM BpeMeHll~ 가 갖는 두 가지 핵 식 적 인 특성 을 

말하고 있다. 첫째， 자서전의 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잡계급 지식인으로 

규정한다. 잡계급 지식인에겐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기억은 없으며 오직 

읽은 책의 기억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보 그의 자서전은 책에 관한 책， 

일종의 ‘문학의 전기’가 되어야 할 터이다. 이 자서전은 강렬힌 역사의식윤 

지닌 잡계급 지식인의 기억을 통해 주관적 경힘을 객관화힘으로써("나의 

기억은 정답지 않고 적대적이다. 나의 기억은 과거의 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거리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naMSlTb MOJ'l He JlI060BHa, a Bpa%,lle6Ha, 

II pa60TaeT He Ha,ll Bocnp01l3Be,lleHlleM, a Ha,ll OTCTpaHeHlleM npoIIIJlcro.)" II, 99) , 

개인적 기억이 러시아의 문화 역사와 동일시될 수 있게 하고， 기|인의 기억을 

초개인적인 문화적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둘째， 읽은 책의 

기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서전의 제목에도 들어있는 시간의 myM 으로 가득한 

위협적인 :mJ'lHlle의 이미지다. IIIYM은， 3ByK와는 대조적으로， 윤곽이 걸 뚜렷하고 

언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음향발생사건을 가리킨다. 기능본위믿 음향생산인 

3ByK의 체계에서 보자면， IIIyM은 그것이 소음(의 극단적인 경우)이든 혹은 

웅성거림， 좌좌 탬이든， 음향을 일정한 파라메터로 환원시키는 톤 체계에 

들어맞지 많는 방해요인이고， 부조화， 불협화， 혼돈이다. 따라서 ruyM과 3ByK의 

구별은 기호체계의 구별이며， 그런 만큼 IIIyM은 지각과 기술(記i꾀)， 해석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5) 

이 점에서， 문자라는 정착된 기호체계를 전제하는 ‘책에 대한 까억’의 책이 

자 체계 바깥에 있는 ‘IIIyM에 관한 기억’의 책인 이 자서전은 상3~. 모순된 의 

도를 내세우는 듯 보인다. 이 모순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잡게급 지식인’ 

으로 규정펴는 저자의 정체성이다. 19세기의 잡계급 지식인들이 팡식적인 사 

5) ]. Kursell(2003) Schallkunst. Eine Literaturg，‘~schichte der Musik .In der frühen 
russischen Avantgarde.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onderband 61 , 
München: 0tto Sagner, S. 143-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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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위계질서와 nHCbMO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출발하여， 

체계와 비체계 간의 엄격한 경계를 위반하고 새로운 문학적 pOll를 탄생시켰 

듯이， 만델쉬탐은 공인된 음의 체계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거나 혹은 아예 

부정되는 myM의 지각을 잡계급 작가로서 기억해내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한다. 

이 정체성의 의식， 즉 전기의 체계로부터 내팽개쳐진 자리로부터， 자신을 에 

워싸고 있는 myM의 심연에 귀 기울이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 -

시간 속에서의 지속적 자아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 

1917년의 혁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만벨쉬탐에게 혁명은 오로지 개성적 

작가 존재의 파괴자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 모색과정의 능동적인 주 

인공으로 변모시키는 ‘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6): 

"OKTJlÕpbCKaJl peB때OUHJI He Morna He nOBnHJITb Ha MO~ paõoTy, TaT KaK OTHJlna 

y MeHJI ' ÕHorp때~’， OlI(ylI(eHHe nWlHoìí 3Ha4HMOCTH. 51 õnaronapeH 왜 3a TO, 4TO 

OHa pa3 HaBcerna nonO*Hna KOHeu nyxOBHOìí oõecne4eHHOCTH H cylI(eCTBOBaHH~ Ha 

KynbTypHYJO peHTY ... "(<.이03T 0 ceõe>> IT, 217) 
시월 혁명은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변 그것은 

나에게서 ‘전기’를， 개인적 중요성의 느낌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적 

피부양(被技養)상태와 문화연금에 의지하는 삶에 단 한번으로 영원히 끝장을 

내준 데 대해 헥명에게 감사한다 ... 

1928년에 “소비에트 작가와 10월 혁명”이라는 주제로 행해진 설문조사에 대 

한 만델쉬탐의 답변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말은 문학의 국가화에 대한， 자신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앗아간 데 대한 아이러니컬한 논쟁 

으로 얽힐 수도 있으나， 동시에， 문화적 시대착오가 되어버린 전기를 고마운 

6) 이 점에서 만델쉬탐은 애3 neTepõyprcKHx nHeBHHKOB 1914-1919(페테르부르크 일기 

1914-1919)~ 에서 혁명에 의한 인간 개성의 철폐와， 뒤이어 온 혁명 자체의 소멸만 

을 지적하고 있는 지나이다 기피우스와 구별된다 "c BouapeHHeM õonbmeBHKOB -

CTan HC4e3aTb ~eAOBeK KaK en씨HHua. He TonbKO HC4e3 OH C Moero ropH30HTa, H3 MOHX 

rna3; OH BOOÕlI(e Ha4an yHI써To*aTbCJI ， npHHUHnHanbHO H ~aKTH4eCKH. Mano-noMany 

HC4e3na caMa peBOn~UHJI ， HÕO HC4e3na BC Jl KaJi õopbõa.(볼셰 비 키 지 배 의 시 작과 함께 

단위로서의 인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나의 지평으로부터， 나의 눈으로부터 

만 사라진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제적으로 절멸되기 시작했다. 서서히 혁명 자체 

도 사라졌다. 왜냐면 모든 종류의 투쟁이 사라졌으므로.)"(3. rHnnHyc(2005) CO~HHeHHJI: 

CTHXOTBOpeHHJi. flP03 iJ.. EKaTepHHõypr: Y-φaKTOpHJI ， C. 않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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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포기한다는 잡계급 지식인으로서의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한 책이 되어야 할 자서전 WllIYM BpeMeH씨는 책보다는 

WyM으로， 물질적 인상들로 가득하다. 시대의 기억과 구분될 수 없는 저자-주 

인공의 개인적 기억， ‘나’의 기억은 시대를 결정짓는 온갖 물칠작 징후와 특정 

들에 의해 제시된다. 기억텍스트의 주체는 탈중심화되어， 여러 펀류의 감각적 

기억(청킥-적，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기억으로서， 외부세계의 :1\상들 가운데 

산포해 있다. 특히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소리， 음향의 과격한 물질성으로부 

터 자서전은 생겨난다. 시각적 인상들과 냄새들도 개인적인 기 t꾀의 물질화를 

더욱 강화시킨다. 

제목부터가 그러하듯， ~llIYM BpeMeHH~는 처음부터 청각적 과부파가 걸려 있 

다. 벌써 첫 장 rMY3 bIKa B naBJlOBCKe(파블롭스크의 음악)J 에서 만넬쉬탐의 기 

억은 소리로 기진맥진해 있다.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 기차의 ‘설발을 알리는 

종소리와 뒤섞인 파블롭스크 역의 음악 - ‘ 1812년 서곡’이 빚야내는 불협화 

음은 죽이 가는 시대의 마지막 도피처인 파블롭스크가 아직 검-악으로 가득 

차있긴 해도 이미 어떤 목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니， 들려준다. 

rpe6.l'1lJecI<때 싸nepHaJlH3M(유아적 제국주의 )J 에서 페테르부르크 괜-하의 조용한 

물을 뒤흔드는 구리 팀파니와 북 소리， 여람 정원을 찢어놓는 딘- 트럼멧， 호 

른， 팀파니， 북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바빌론의 대혼잡， r5YHTbl ν rþpaHuy%eHKH 

(소요와 프랑스 여자들)J 에서 학생시위를 낀압하는 카자크 부뎌의 위협적인 

소리， 이 모두는 죽어 가는 세기의 그로테스크하고 섬뜩한 소음꽉로 어린 아 

이 만델쉬탑의 의식 속으로 침입한다. 

19세기띄 이 마지막 해들은 정각적 인상과 함께 성대한 스펙터클로써 어린 

만텔쉬탐찰 사로잡는다. 화려한 군대행진， 황제와 이탈리아 공사ι 장례식， 학 

생시위 진압은 제국수도 페테르부르크의 공식적 삶을 극도로 인출된 볼거리 

(3peJlH띠e)로 만든다. 어린 주인공의 지각을 통해 매개되는 1890년대 러시아의 

역사의식， 미의식 7)은 외면적인 조화， 시각적 아름다움， 인위성， 평온， 안락함， 

7) ]. G. Hanis는 베르그송의 ‘durée로서의 시간’론에 천착하여 매YM BpeMeHH~에서 @ 

역사의식의 시대들(1890년대， 혁명전의 1900년대， 혁명 후 러시아) (2:.쭈인공의 정신 

생리학적 성장단계들(유년기， 사춘기， 성년기)@미적 의식의 단계들l 껑찰 미학， 지 

성의 미학， 양심의 미학)@각각의 미적 역사적 시대와 결합된 문학유 평들(HanCOH류 

의 반영문학， 해방과 이탈의 상징주의， ‘진정한’ 러시아 문학 - 양심의 문학)간에 병 

행적 진화현상올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J. G. Hanis(1990) "Auto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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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통일성에 대한 애호를 과시한다. 잡계급 지식인 성인화자의 관점에서 

“경 찰 미 학(nOJlHueHCKa.ll 3CTeTHKa)" (II, 52)으로 규정 되 는 이 시 대 의 미 학은 myM 

으로 물화되어 나타나는 불협화， 부조화， 혼란， 이념적 사회적 변화의 저류， 

나아가 모든 심각한 것들을 억압하고 시각적으로 위장시키거나， 또는 아예 

들을 줄 모르는 “귀머거리 미학(rJlyxHe rOllhl) " (II, 45) 이다. 경찰 미학에 매혹 

된 어린 주인공은 “유아적 제국주의”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제국수도의 외면 

적 아름다움이 그저 신기루일 따름이고， 어두운 심연 위에 던져진 빛나는 덮 

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8): 

"BeCb CTpoliHbI때 MHp8.Jl< f1eTep6ypra 6blJl TOJlbKO COH, 6JlHCTaTeJlbHblli nOKpOB, 
HaKHHyT뻐 Han 6e3l\l1oli, a KpyroM npOCTHpaJIC.lI xaoc HYLlellcTBa, He pOl\llHa, He 

LlOM, He ot!ar , a HMeHHO xaoc , He3HaKOMblli yTp06H!뼈 MHP, OTKYLla 51 BbIllIeJl, KOToporo 

51 605lJlC5I, 0 KOTOpoM CMYTHO LlOraLlbIBaJIC5I H 6e:l<aJI, BcerLla 6e:l<aJI."(II, 55) 

이 아름다운 페테르부르크의 신기루는 모두가 하나의 꿈， 심연 위에 던져진 

빛나는 덮개일 뿐이었다. 주위엔 유태인의 차오스가， 고향도 집도 난로도 아닌 

카오스가， 내가 나왔던 어두운 태내 세계， 내가 언제나 두려워하고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잘 모르는 태내 세계가， 내가 달아났던， 언제나 달아났던 어두운 

세계가 퍼져 있었다‘ 

낯설고 적대적으로만 느껴지는 태생적 세계의 어둠， 유태적 세계의 혼돈이 

화려한 덮개의 앓은 천을 뚫고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음을 그에게 깨우쳐주 

는 것， 입을 쩍 벌린 무서운 3H.lI HHe의 존재를 깨우쳐주는 것은 청각적 신호 

들， 유태 명절의 이름들이다: 

"A TyT :l<e nyTaJlC5I npH3paK - HOB비꺼 rOLl B CeHT5I 6pe H HeBeCeJlμe CTpaHHμe 

npa3LlHHKH, Tep3aB뻐e CJlyx LlHKHMH HMeHaMH: Pom-ramaHa H 110M-KHnyp."(II, 55)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선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구월의 새해， 사나운 

이름들로 귀를 찢어놓던 음침하고 기이한 축일들: 로쉬-하좌나，9) 용-키푸르 10) 

and History: Osip Mandelstam’s Noise 01 Time ," Autobiographical Statements in 
Twentieth-Century Russian Literature. Ed. by ]. G. Harr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9-113 참조) 
8) 여기서 만텔쉬탐은 츄체프의 시 r lleHb H H04bJ 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다만 B03B뻐eHHoe로서의 어두운 심연에 대한 지각이 자서전의 어린 주인 

공에겐 아직 모호하다 

9) 유태인의 설날은 아담이 태어났다는， 티쉬레이 달의 1일과 2일이다. 

10) 티쉬레이 달 10일은 용서와 화해의 날로 유태인 최고의 명절이다. 



46 러시아연구 제 17권 제2호 

주로 시각적이었던 유아기의 기억은 성장과 함께 점점 더 강펜한 청각적이 

고 음악적인 이미지로 채워진다. 1890년대 파블롭스크 역에서의 연주회가 역 

사(羅舍)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시각적인 스펙터클브 중화되었다 

면， 미성년기의 만델쉬탐은 다차 촌의 소음의 거친 축음기 속에 씨도("B ,IlHKOM 

rpaMO!þOHe ，Ila 'lHO외 pa3HOrOJlOCμUbr" (II, 70)) ‘비창’의 힘찬 바이올린 선율을 포착 

해내고， 차이좁스키에게서 특별한 ‘콘서트 느낌 (KOHuepTHoe 'IyB C'rBO)’을 예감 

한다. 이 l<OHuepTHoe 'IyBCTBO가 무엇이 었는지는 rKOHuepTbI rO뻐aHaL H Ky6eJIHKa 

(호프만과 쿠벨릭의 콘서트)J 에서 드러난다. 호프만11)과 쿠벨릭1:~)은 청중들의 

디오니소스적인 열광을 “묶고(CKOBaTb)" “식히기 (OCTY，llHTb)" 우}해 샘물처럼 

맑고 투명 한 초생 (初生)의 순수한 음(거aKOI‘o 'IHCTOrO, nepBopOllHO Sl CHoro H 

np03pa'lHOrO 3BYKa" (II, 73))을 들려준다. 그퍼나 차갑고 명료한 팽식， 논리적 

이고 명징한 수정의 음은 청중들의 광포한 CTHXHSI를 제압하지 돗하고， 역설적 

으로 더 광란하게 만든다. 연주회를 에워싼 광기는， 성인 화자에 의해， 음악에 

대한 사랑을 이미 넘어선， 위협적이고 위험한 무엇이며， 거대한 심연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행동에의 갈증， 다가오는 1905년 혁명의 징후로 꽤석된다. 미 

성년기의 화자는 lllyM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3ByK로서는 lllyM을 가야앉힐 수 없 

음을 감지한다. 

청각적 인상， 음향현상에 대한 예민함은 ‘책’에 대한 기억을 입도한다. 그런 

만큼， ‘읽판 책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자서전에서， 서적숭배와 시적지식에 대 

한 경멸은 중요한 모티브로 나온다. 프랑스와 스위스 출신 여자 까정교사들의 

세계관은 ‘문집’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씨pOB033peHHSI ， BblBHXHYTO:-O xpeCTOMa

THSlMH'’ (1, :54)) 유년기의 책장에서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찾고자 하는 장(章) 

rKHH:I<H뼈 lllKan(책장)J 은 "KH“:l<Hblll lllKan paHHero ,IleTCTBa - cnyTliHK 앤J10BeKa 

Ha BCIO :1<μ3Hb(초기 유년기의 책장은 인간의 평생의 동반자다)"(11. :57)라는 성 

인 화자의 선언이 무색하리 만치， 그가 읽은 책들의 기억이 아니 파 책의 겉모 

양， 표지， 색깔， 장정에 관한 기억들로 대부분 채워진다. 유년의 책장은 작가 

의 문학적 원천이라기보다 가족적 과거의 무덤에 가깝다 rTeH뻐eBCKoe y'lHJlHlUe 

(쩨니셰프 학교)J 에서도 문학 발전의 도모를 목표로 하는 r JhlTepnypHblll φOH，Il 

(문학기금 )J 이 죽은 문학의 추모기관으로 얘기된다(끼 

11) 폴란드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Joseph Casimir Hofmann(1876-19;57). 
12) 체코의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Jan Kubelik(188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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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lpone cBoefi 6blJl nOMllHaJlbHblM yqpe :l<neHHeM" CII, 175)). 

그러나 유년의 책장 묘사가 흥미로운 것은 미래의 잡계급 작가가 이미 이 

곳에서 실제 가족을 미적 패턴의 작가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책장 

맨 아랫간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유태책들은 책이라기보다 유태적 카오 

스 자체이며， 그 윗간에 꽂혀있는 아버지의 독일어 책들 역시 주인공의 반감 

과 경멸의 대상이다. 그는 오로지 맨 윗간에 자리한 어머니의 러시아어 책들 

에만， 그중에서도 특히 푸쉬킨의 책에 호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유태적이고 반(半)독일적인 세계와 어머니의 러시아적 세계로 분 

열되어 있는 책장의 묘사는 두 사람의 언어에 대한 주인공의 상반된 시각을 

따르고 있다. 어머니의 언어는 ‘유태적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고 명료 

하게 울리는 러시아어로 원천적이고 신뢰가 가는 무엇을 지니고 있는 언어 

다. 반면， 일상적 단어들과 독학자의 추상적인 철학용어가 제멋대로 뒤섞이고， 

폴란드어， 유태어， 독일어， 쿠어란트어의 억양이 얽혀있는 아버지의 잡탕 러시 

아어는 결코 언어일 수 없는 무엇이다. 

아버지의 언어에 대해 어린 만델쉬탐이 느끼는 거부감은 rKOMllCCap:l<eBCKa~J 

의 마니페스토에서 성인 화자가 전통적 가족연대기를 거부하고 잡계급 지식인 

으로 나서야 하는 필연성의 근거가 된다: 

"I.jTO XOTeJla CKa3aTb CeMb5l? 51 He 3 HalO. OHa 6blJla KOCH05l 3bl'ma OT pO:I<lIeHH51, 
- a Me:l<llY TeM y Hee 6blJl0 1.1TO CKa3aTb. HallO 뻐。ß H HaLI MHOr llMH COBpeMeH

HHKa싸i T>lrOTeeT KOCHO>l3hI'llie pO:l<neHM>l. MLI Y'lHJIl.ICb He rOBopHTb, a JleneTaTb - H, 

JIμDlb npHcny뻐Ba껴Cb K HapaCTaIDilleMy Dl~‘y BeKa H Bw6eJleHHhle neHOß ero rpe6H51, Mhl 

06peJIH 513에K." (II， 99) 

내 가족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난 모른다. 설령 무언가 말할 게 있었다 

해도， 그들은 날 때부터 말더듬이었다. 나와 나의 많은 동시대인들은 말더듬이 

로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거리는 것을 배웠다. 시 

대의 자라나는 소음에 귀기올이변서 그 물마루의 거품을 하양게 뒤집어 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를 갖게 되었다 

상속받은 말더듬， 분명치 않은 발음， 혀짤배기 소리 13)로부터 벗어나 초생의 

13) E. naBJlOB는 JleneT를 영원한 옹알이， 예언자의 말， 개념적 용어로 옮길 수 없는 말， 

시인의 말의 근원으로 해석한다(EB. naBJlos(2003) "(( ... TeM 3sy1.1a뻐M CJlenKOM Iþop빠1 .. .>>. 

onblT MaHlIeJlbDlTaMa ," HOBoe JIHTeplJ. TYPlfoe OÕ03pelfHe. No. 63, CC. 79-80 참조). 이 해석 

에는 만델쉬탐이 그의 덜 완벽한 ‘말더듬이 출생’ 대신， 출생 때부터 순결한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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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음， 분명한 언어，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는 말， 자기 자선과 일치하는 

살아있는 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혈통， 가계， 전기로부터 해맘되어야 한다. 

잡계급 지식인은 혈통， 집안， 출생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인생행 5~ 에 의해 자신 

을 정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표현에 이르기 위해 그것닫을 극복해야 

한다. 유때의 혈통과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전기로부터 자유로위 지는 것은 역 

사의 시간14) 속으로 들어서서 시간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그 ￡을 언어로써 

표현하기 위한， 그 속에서 자신의 지속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선제다. 

만델쉬탐의 자서전은 문자에 의한 기억보다 더 고대적이고 L 차적인 기억 

매체인 ‘꼭소리’를 선호한다. 격세유전되는 유태어가 아니라 ‘사깐의 바다’ 자 

체이고 역사 자체인 러시아어의 직접성， 유기성， 퍼포먼스성 (!:cnOJIHeH“e)15)， 

막 태어나고 있는 그 순간의 순수성을 사랑하는 그에게 혁명이(샤말로 자연스 

럽고 유기적이고 불가피하고 진정하고 진지한 살아있는 목소피의 텍스트를 

낳는다. 핵명과 myM은 하나의 의미 맥락 속에 존재한다. 혁명의 myM은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한 메아리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끌써들이고 집어 

삼키려 하는 거센 소용돌이다. 그것으로부터 섬미적 안전 거리꽉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얻기를 희구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14) 러시아어의 헬레니즘적 본성을 러시아어의 6뻐TH!1cTBeHHOCTb에서 찾고 았는 만텔쉬탑은 

러시아어가 특별히 역사적인 이유， 역사 그 자체인 이유를 「말의 싼성 (0 npHpOl1e 

C.IIOBa)J 에 서 다음과 같이 설 명 한다"PyCC I<H!1 513bl l< HCTOp“'1eH :l<e CaM no ceõe, Tal< 

KaK BO Bce!1 CBOeß cOBol<ynHOCTH OH eCTb BO.llHyromeeC5I MOpe COÕblTμ11 ， HenpepblBHOe 

BOIl.llOmeHHe H l1ellcTBHe pa3yMHoll “ 며mameß n.IIOTH. ( ... ) CTO.llb BblCOKO OpraHH30BaHHbIß, 
CTO.llb OpraHH4eCKHß jj3b1K He TO.llbKO I1Bepb B HCTOpHlO, HO H CaMa HCTOI씨51.(러시아어는 

그 자체로서 역사적이다. 왜냐면 러시아어는， 그 전체개 격동하는 A션의 바다이며， 

숨쉬는 이성적인 육(肉)의 부단한 체현이므로. ( ... ) 그토록 조직화되어있고 :l토록 유기적인 
언어는 역사 속으로 들어서는 문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이다.)"(II， ?A6-:247) 

15) 1934년의 에세이 r단태에 관하여 (0 llaHTe)J 에서도 만델쉬탐은 같은 생각을 피력한다: 

"n03TH4eCKajj MaTepH51 ( ... ) He 때eeT iþop뻐，1 TO'lHO TaK lI<e, KaK .llHlUeHa cOtIepll<aHH5I, 110 

TOll I1POCTO!1 I1pH4l\He, '1TO OHa cymecTByeT .IIHlUb B HCI10.llHeHHH. rOTOBaJ! Bemb eCTb He 

4TO HHOe, KaK Ka.ll.llHrpalþH4ecKH!1 rrpoayKT, HeH3Õell<HO OctalOm~써Cjj 13 pe3y.llbtaTe 

HCnO.IIHHTe.llbHOrO 110pμBa.(시의 질료는 (…) 오직 퍼스먼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식도 갖지 않는다. 완성된 작품은 돌판 적 퍼포먼스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서예의 산불과 따를 바 없다.l"(II， 412-4: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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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OJIKJllH5I - CaMa H :l<H3Hb H CMepTb, H TeprreTb He MO:l<eT, KOrila rrpH Hell 

CYilaqaT 0 :l<H3HH H CMepTH. Y Hee rrepecoxwee OT :l<a:I<,'lhl rOpAO, HO OHa He rrpHMeT 

HH 0，'lH。때 KarrAH H3 qy:l<HX pyK. f1pHpoila - peBoAlOllH5I - BeqHa51 :l<a:l<ila, 
BocrraAeHHocTb."(II, 99) 
혁명은 그 자체 삶이고 죽음이다. 혁명은 자신의 면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수다를 늘어놓는 것을 참지 못한다. 혁명의 목은 갈증으로 바싹 말라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받지 않는다. 자연은 - 혁명은 - 영원한 

갈증， 불타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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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텍스트는 학교 수업시간에 읽는 문학작품들， 삶과 죽음에 대해 수다 

를 떠는 상징주의 작품들， 필독 도서목록의 텍스트들(벨린스키， 도브로류보프， 

피사례프)， 서고에 보관된 텍스트들의 안티테제다. 혁명의 텍스트는 책이기보다 

펌플렛이고("5pOUlIopKa KJIalleT Jlli'1HHKY - BOT B 3TOM ee Ha3Ha'1eHbe. f13 Jlli'1HHKH 

)j(e pOIlHTCjj 뻐.ICJIb(팡플렛은 유충을 낳는다 - 바로 거기에 그것의 사명이 있 

다. 사상은 바로 유충에서 탄생한다)(11， 86)"), 글이기보다 ‘목소리’， ‘연셜’이다. 

갈증으로 바짝 마른 ropJIO는 불타는 연설의 메타포이다. 

친구들과 몰래 읽는 팡플렛 「에어푸르트 프로그램」은 이들의 척추를 곧추 

세우고， 붉은 피가 되어 힘찬 소리를 내며 그들의 동맥을 달린다. 이들에게서 

카우츠키(K. Kautsky)의 맑시즘과 쯤체프의 시는 다 함께 우주적 환회의 원천 

이다. 공산주의 선언과 사회주의 정당들의 당파에 대한 이들 미성년들의 토론 

에는 안드례예프(JI. AHllpeeB )16)의 글 전체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삶과 음 

악이 들어 있다("60Abwe 빼3HIf If 60JlbWe MY3bIKIf, l.JeM BO Bcex rrlfCaHlf5lX J1eoHIf,l:\a 

AHllpeeBa" (II, 98)) .17) 

ωYM， ropJIO, 목소리， 붉은 동맥혈， 음악으로서의 혁명은 김나지움 학생으로 

서 맞았던 1905년 혁명 뿐 아니라 1917년의 혁명에 대한 만델쉬탐의 지각에 

서도 생기론적 성격을 띤다. 1920년대 만텔쉬탐의 많은 에세이들은 혁명의 집 

단적 에너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집단(KOJIJIeKTHB)은 순전 

16) “혁명은 자신의 면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수다를 늘어놓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 
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특히 당시 매우 인기 있었던 안드례예프의 알레고리적인 

드라마 얘H3Hb qeAOBeKa(인간의 일생)~을 시사하고 있다. 

17) 1922년 만델쉬탐이 블로크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쓴 글 r A. EAOKJ 에서도 혁명의 음악 

성에 관한 대목이 들어있다: ι .. ) peBOAlOllHH KaK BhlcmeMy My3hlKaAbHOMY Harrp5l:l<eHHH 

H KaTaCTp빼qecKoll cy뻐OCTH KYAbTYPbl(음악적 긴장의 가장 높은 형식이자 문화의 

파국적 정수로서의 혁명 )"m， 275) 



50 러시아연구 제 17권 져12호 

히 양적띤 차원의 사회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대중(Macca)과는 J:H조적으로 더 

높은 조끽성을 지니면서 건강-힘-리듬-혁병-승리의 의미 사슬파 

"HOBoe OÕll\eCTBO aep*HTC꺼 COJUlaapHOCTblO H pHTMOM. COJlHaapHOCTb 

COrJlaCHe B ueJlH. HeOÕXOaHMO ell\e COrJlaCHe B aellCTBI'H. COrJlaCHe B aellcTBHH 

caMO no ceõe eCTb y*e pHTM. PeBOJ1lOU뻐 r!OõeaHJla CBOHM pHTMOM. O!-l COWeJl, Kal< 

orHeHl뻐II ~3b11<， Ha ee rOJloBy. … COJUlaapHa MaCCa. PHTMH'l ‘,H TOJlbl<O 

1<0 JlJleI(THB. "18) 

새로운 사회는 단결과 리듬에 의해 유지된다. 단결은 목적에서의 일치다. 행 

동에서의 일치도 필수적이다. 행통에서의 일치는 그 자체로 이미 테듬이다. 혁 

명은 자신의 리듬으로써 승리했다. 리듬은 마치 불타는 혀처럼 꾀명의 머리 

위로 매려왔다 ( ... ) 단결은 대중의 특성이다. 집단만이 리듬을 갖는-마. 

만델쉬탑이 부딪치는 문제는 이 집단주의를 자신의 불변의 이상인 휴머니 

즘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집단주의 뜰 휴머니즘의 

안티테제로 보지 않고， 인간 개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제 1?-- 르네상스 이 

후，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버린 휴머니즘을 집단의 이름뜨로 갱생시키 

는 제 2의 르네상스로 해석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피해간다: 

"( •.. ) ryMaHHcTH"eC I<He HHTepecμ npHmJlH B Hamy 3noxy, Kal< ÕLl ocsell\eHHLle 

MopC l<oll lIeHoll. Te lI<e HaeH, HO 1I0 l<p비TbIe 3aOpOBblM 3arapoM H npollHTaHHbIe 

COJlblO peBOJlIOUHκ"(III ， 125) 

휴머니즘적 관심은 마치 바다의 거품으로 하쌓게 된 듯한 모습으 깜 우리 시 

대에 도달했다. 동일한 사상， 다만 햇빛에 건강하게 그을리고 혁변의 소금이 

깊이 배어들었을 따름이다. 

혁명의 ropJlO, orHeHHbI꺼 ~3bII<가 지닌 반(反)문헌학적 성격도 -착머니즘의 맥 

락에서 이해된다. 혁명의 시대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문헌학의 몰락 - 텍스 

트， 독서， 서가， 도서관， 박물관의 몰락 - 윤 궁극적으로는 인칸 자신， 즉 움 

직임 속의 인간， 공간과 시간 속의 인간， 려드미컬한 인간， 표랜적인 인간을 

18) rrocyaapcTBo H pHTM(국가와 리 듬)J (1920). O. MaHaeJlbwTaM(1969) Co6paHHe COtlHHeH.쩌 

B rpex rOMax. TOM III, New York: Inter-Language Literary Associutes, c. 124. 같 

은 맥꽉에서 1924년의 에세이 r APMH~ 1I0 3TOB (시인 군대 )J 는 데카당 철학의 영향 

아래서 병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을 비판한다(II. 208-216) 그의 비 1단은 아담이즘

아크메 이 즘의 바탕에 놓여 있는 ’~H3H"eC l<a~ lI<H3HepaaOCTHOCTb’, 3치 웬 세 계 에 서 의 

삶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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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주는 휴머니즘적이고 르네상스적인 과정이다: 

"HaLl HaMH BapBapCKOe He60, H BCe-TaKH M꾀 3J1J1HHbI."(III, 125) 
우리 위엔 야만의 하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인이다. 

야만과 휴머니즘의 결합은 매yM BpeMeHH~에서 혁명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만델쉬탐에게 문학과의 강렬한 만남을 가져다주었던 쩨니셰프 학교의 

러 시 아문학교사 기 피 우스(r. 대nnHYC)에 게 바쳐 진 장 rB He no qHHy õapcTBeHHoA 

myõe ... J 에서， ‘문학적 야만’의 시학은 ‘짐승(3Bepb)’의 이미지를 통해 제시된다: 

"nepBa.s! 재TepaTypH었 BCTpe'la HenOnpaBHMa. To 6blJl '1eJlOBeK C nepeCOXillHM 

rOpJlOM. ( ... ) Y Hero 6b1J1o 3BepHHoe OTHomeHHe K J1HTepaType, KaK K eLlHHCTBeHHOMY 

HCTO 'lHHKy :!<HBOTHOro TenJla. (…) OH 6b1J1 POMYJlOM, HeHaBHLl.s!1IJ,HM CBOIO BOJl'lHl1Y, H, 
HeHaB때1I， y'IHJI LlpyrHX JII06HTb ee."(II, 104-105) 
최초의 문학적 만남은 돌이킬 수 없다. 갈증으로 목이 바싹 타 있는 사람이 

나에겐 그것이었다. (…) 그는 자신이 동물적 온기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기는 
문학에 대해 야생동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그는 자신의 암늑대를 

증오하는， 자신은 증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겐 그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로물루스였다. 

만델쉬탐은 문학의 짐승을 깨우기 위해， 그 짐승이 울부짖는 것을 듣기 위해， 

몸을 핑구는 것을 보기 위해 그의 집， “곰의 굴(KBapTHpa-õepnora ， KBapTHpa

ne lI(epa(II, 102)"로 간다. 만텔쉬탐이 기피우스에게서 배우는 것은 문학에 대한 

야생동물적인 관계 강렬하고도 친숙한 사랑과 문학적 적의 (nHTepaTYPHa.sl 

3noCTb)다. 이를 통해 기피우스는 만델쉬탐의 스승이자 후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잡계급 작가의 이미지를 완성시켜주는 그의 또 다른 자아로 둥장한다: 

"J1HTepaTYPHa .s! 3J10CTb! ECJlH 6b1 He TbI, C '1eM 6bI CTaJl 1I eCTb 3eMHylO COJlb? 

TbI npHnpaBa K npecHoMy xJle6y nOHHMaHbll , TbI BeCeJlOe C03HaHHe HenpaBOTbI, TbI 

3arOBopillHQKall COJlb, C eXHLlHblM nOKJlOHOM nepeLlaBaeMa.s! H3 LleC .s! THJleTHlI B 

LleC lITHJleTHe , B rpaHeHoìí COJlOHKe, C nOJloTeHQeM!"(II, 103) 
문학의 적의여! 네가 아니라면， 난 무엇과 함께 지상의 소금을 먹겠는가? 너 

는 양해의 싱거운 빵을 위한 양념이며， 불의에 대한 쾌활한 인식이며， 세공된 

소금 종지에 담겨 법킨과 함께 시대에서 시대로 적의에 찬 절을 하며 건네지 

는 음모자의 소금이다! 

기피우스에게서 부지중에 배우는 독트린， ‘문학적 적의’와 ‘가족적 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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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은， 한편으로는 문학과 혁명을 결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혈통과 가계 

의 pO.ll를 flHTepaTypa-pO.ll, flHTepaT)뻐뻐 pO.ll로 대체시킴으로써， 까족연대기로 

부터 기억공간을 빼앗아 그것을 새로운 종류의 기억을 위해 넘껴준다. 문학 

은 재TepaTypH뼈 φ。H.Il에 서 처 럼 부동의 우상들로 가득 찬 사원 이 아니 라， pO.ll 

로서 건축되 어 야 한다("CTpOHTb flHTepaTypy He KaK XpaM, a KaK pO.ll"(II, 106)). 
ÆfTepaTypa -pO.ll 속에서 만델쉬탐은 라디쉐프， 노비코프로부터 이어지는 잡계 

급 작가의 문학적 혈통을 계승함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기억을 터시아 문화사 

적인 기억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고， 잃어버린 전지 대신 새로 

운 전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룰 얻게 된다. 만델쉬탐의 미흘」은 유아기의 

‘경찰 미학’과， 미성년기에 보리스 시나니와 그의 가족들과의 우젠을 통해 습 

득했던 ‘지성의 미학bCTeTHKa YMa) m, 93)’달 거쳐， 잡계급 지식띤의 ‘양심의 

미학’으로 진화한다. 이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그는 예술과 역사， 미적 가치와 

지적 가치간의 새로운 결속을 의식하게 되며， 문학에 대한 강렬하고도 따뜻한 

야생 동물적 관계， 문학적 적의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양1 삭하고， 자서 

전을 쓸 수 있는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다. 

문학 pO.ll가 제공하는 가족적 온기， 야생동물적인 적의는 기피우스가 걸치고 

있는 ‘IIIy6a’에서 육체적이고 동시에 은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문학 

에서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바실리 섭의 눈보따도 혁명과 잡계급 끼식인을 결합 

시키는 배경이 된다. ‘신분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호화로운 모피 씩투(B He 11。

째Hy 6apCTBeHHO꺼 피y6e)’， 이것은 문학과 작기-의 양가적 존재방식 과 위상에 대 

한 인식을 나타내는 자서전 전체의 라이트모티브다. 

잡계급 지식인은 가문과 사회적 지위와 전기를 가지지 않아도 좋다. 대신 

그는 따뜻한 외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사회적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 

는 너무나도 품위 있고 화려한 모피외투， 즉 문학이다. 황제에게나 어울릴 법 

한 모피외투는 잡계급 작가 만델쉬탐에게 당혹스러운 무엇이지만， 동시에 얼 

음 같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무기다. 황제의 의상 

과 야생짐승의 털가죽 사이에서 모피외투가 지니는 양가성은 비로 태생적인 

야성， 야수성과 최고로 세련된 문화 사이에서 문학이 가질 수밖“1 없는 양가 

성을 대변한다. 

모피외투를 걸친 기피우스와 례온찌예프(K. H. JIeoHTbeB, 1831-[ :391)의 초상 

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서로 투영되는 것은 모피외투， 모피모지꾀 양가성에 

기인한다. 모피로 만든 주교모를 쓰고 있는 례온찌예프의 초상은 만델쉬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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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KOJlIO'IHlí 3Bepb, nepBOCB~lI(eHHHK Mop03a “ rOCYllapCTBa(가시 많은 야생동 
물， 추위와 국가의 사제장)"(II， 103-103)을 연상시킨다. 이 상상은 썰매를 타 

고 눈이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달리는 기피우스의 모습으로 옮겨간다: 

"TeOpH>l CKpHllHT Ha Mop03e nOJl03b~MH H3B03 '1H'IbHX caHOK. XOJlO,1lHO Teõe, 
BH3aHTH>l? 3~ÕHeT “ 3 J1HTC~ IlHCaTeJlb-pa3HO'lHHeu B He no '1HHy õapCTBeHHOlí 

myõe." (II, 103) 
꽁꽁 얼어붙은 거리에서 이론이 임대 썰매의 미끄럼 나무처럼 삐쩍거린다. 

추운가， 비잔틴이여? 선분에 맞지 않게 호화로운 모피외투을 입은 잡계급 지 

식인-작가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화를 낸다. 

례온찌예프19)는 러시아 땅위에서 새로운 비잔틴제국의 건설을 꿈꾸었다. 20 

세기와 함께 다가올 혁명과 독재 출현을 예견했던 그는 이 재앙으로부터 러 

시아를 구하기 위해 비잔틴주의로 러시아를 냉동시킬 것을 주장했다. 만델쉬 

탐은 례온찌예프의 품위 있는 모피모자에서 일차적으로 이 ‘얼음 철학’의 제 

유를 본다. 그러나 초상 속의 례온찌예프는 자신이 설교했던 영원한 얼음의 

세계에서 스스로도 추워하고，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한 모습이다. 모피로 만든 

주교모는 얼음 추위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짐승의 럴가죽으로 변한다. 례온 

찌예프의 관점에서는 강등이 될 이 위상변화야말로 잡계급 작가 만델쉬탐이 

요구하는 문학적 적의의 회복이다. 

기피우스의 모피외투도 례온찌예프의 털모자처럼 추위를 막아주면서 스스 

로 추위를 대변한다. 다만 그를 떨게 하는 추위는 스스로 주창한 얼음 철학 

때문이 아니라， 시대 문화의 얼음장 추위 때문이다. ro npHpOlle CJlOBa(말의 본 

성 )J (1922)에서 만델쉬탐은 헬레니즘 시대를 문화의 온기가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던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3J1J1HHH3M 3TO C03HaTeJlbHOe OKpy:l<eHHe '1eJlOBeKa yTBapblO, BMeCT。

õe3pa3m{\.(Hb!X npe,1lMeTOB, npeBpalIleHHe 3THX npe마‘eTOB B yTBapb, O'leJlOBe'leHHe 

。Kpy:l<alO띠ero MHpa, corpeBaHHe ero TOH'Ia~mHM TeJleOJlOrH'IeCKHM TenJlOM. 3J1J1HHH3M 

- 3TO BC>lKa>l ne'lKa, OKOJlO KOTOpO~ CH,1lHT '1eJlOBeK H ueHHT ee TenJlO, KaK 

pO,1lCTBeHHoe ero BHyTpeHHeMy Tenny." (II, 253 껑4) 

헬레니즘은 - 상관없는 대상들 대신 용품들로써 인간을 의식적으로 에워싸 

19) 죽음을 얼마 앞두고 수도사가 되 었으며 , 주요 저 서 인 ~BOCTOK ， POCCH~ H CJlaB~HCTBO 

(동방， 러시아， 슬라브 민족)~ (1885-1886)에서 비잔틴주의를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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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대상들을 용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주위세계를 인격화하고， 가장 

섬세한 목적론적 온기로 주위세계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다. 헬러 니즘은 -
난로 가에 앉은 사람이 그 온기를 자신의 내적인 온기와 친연의 깃으로 여기 

게 되는 난로， 그런 모든 난로이다. 

그러나 1925년 ?lllYM BpeMeHH~ 의 마지막 장에서 잡계급의 작가는 러시아의 

문화가 오래 전에 얼음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러시아 문화사 속에서 19세기는 

얼음 추위 때문에 한 세기 전체가 단 하루로， 하룻밤으로， 한 계섣의 깊은 겨 

울로 영겨 붙었고， “무서운 국가권력이 얼음 같은 냉기를 발산하는 난로처럼 

서 있다(CTpaIlIHa51 rOCY.llapCTBeHHOCTb, I< aI< ne%, nblIl(yma51 Jlb.llOM) (IJ, 108)". 밤과 

겨울이 짐승에게 털가죽을 만들어주고 입혀주었다면 문화는 털가죽을 화려한 

모피외투보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시대의 문화가 얼음이 되어 낸기를 퍼뜨탤 

때， 그 문따가 재봉해준 모피외투는 그 자체 냉동고가 된다. 

삶을 파괴하는 국가， 전제적 폭정과 동일시되는 밤과 겨울에 맞설 수 있는 

작가의 유일한 무기는 레온찌예프 식의 냉동이 아니라 화려하고 고상한 모피 

외투를 다시금 짐승의 ‘털가죽(띠I<ypa)’으로 되돌리는 것 문화의 따크메 (akmé) 

에서 다시금 아담(Adam)을 야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HeJIb3 J1 3BeplO CTblJlIITbCJI nyulH。η cBoelí Ull<yphl. H04b ero onyUlHJla. 3HMa er。

oJleJIa. ，~IITepaTypa - 3Bepb. CI< OpHJlI< - HO'lb 11 3I1Ma."(II, 108) 

짐승쓴 자신의 털가죽을 부끄러워해선 안된다. 밤이 그를 털가죽으료 덮었다. 

문학은 짐승이다 겨울이 그에게 옷을 입혔다. 밤과 겨울이 - 모} :1 장이다. 

『삐YM BpeMeHH~보다 먼저 쓴 1922년의 짤막한 여행 스케치 「띠y6aJ 이1서도 ‘lIly6a’ 

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무엇，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엇， 다환 사람의 운 

명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지눈 무엇이었다. 로스트프의 거리에 

서 우연히 헐값에 산 멋진 모피코트에 만텔쉬땀은 익숙해질 수가 없다: 

"OT4el"O :l<e HeCnO I<O잉HO MHe B Moelí my6e? 뻐lH CTpamHO MHe B cJ1y4ai lHoß Bemll, 
- COC I<04I1JIa cyt1b6a C 4y*oro nJIe4a Ha Moe nJIe40 11 CIIJlIIT Ha HeM, il꺼ero He 

rOBopIlT" nOI<a 4TO yCTpOIlJIaCb.η0) 

내 모피외투를 입었는데 대체 왜 나는 불안한 것일까? 혹시 우연 한 물건이 

라서 두려운 걸까? 운명이 남의 어깨에서 내 어깨 위로 뛰어내렸;，11 지금은 

20) o. MaHt1E:J1bmTaM(1990) CO'lHHeHH51 B I1ByX TOMax. T. 2. flpo3a. COCT. 11 n 디，1lrOT. TeI<CTa 

C. ABepllHueBa 11 n. HepJ1epa, MOC I<Ba: XYJlO:l<eCTBeHHaJl JIIITepaTypa, C‘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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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앉아 아무 말로 하지 않는다， 임시로 자리를 잡은 거다 

러시아 전체가 당시 H3f1로 인하여 우연히 찾아온 포만감과 우연한 온기와 

다른 사람의 불편한 선행 때문에 거북함을 느끼듯， 만델쉬탐도 모피외투 때문 

에 거북하고 불편하다. 이 거북한 lIlyõa를 그는 마침내 1929/1930의 rqeTBepTa .Sl 

np03a(제 4산문) J 21)에서 벗어 버린다: 

",11 - CKOpH5IK ilparOl1eHHblX MexoB, eilBa He 3ailoxHyBml!líc 5I OT JUlTepa TypHOìí 

nymHHHbI, Hecy MopanbHy~ OTBeTCTBeHHOCTb 3a TO, qTO BHymHn neTep6yprcKoMY 

xaMy lI<enaHHe npO l1HTllpOBaTb KaK naCKBHnbHI뻐 aHeKilOT lI<apKy~ roroneBcKy~ 

my6y, copBaHHy~ H이b~ Ha nnOmailll C nneq cTapeìímero KOMCOMOnb l1a - AKaKH꺼 

AKaKHeBHqa. ,11 cpμBa~ C ce651 nllTepaTypHy~ my6y H TOnqy ee HoraMκ" (II， 189) 
문학의 모피제품 때문에 거의 질식할 뻔한， 값비싼 모피 가공사로서， 나는， 

페테르부르크의 그 야비한 인간에게 한밤중 광장에서 최고참 공산 청년 동맹원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어깨에서 벗겨낸 고골의 따뜻한 외투를 자신의 비열한 

비방의 일화 속에서 인용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도덕적 책임 

을 진다. 나는 스스로 내 문학의 모피외투를 벗어서 두 발로 마구 짓밟는다. 

앞서 휴머니즘의 갱생， 갱신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혁명의 

야만이 그 자체 권력으로 정착한 후 문학 또한 그 권력의 하수기관이 돼버리 

자， ‘문학의 적의’는 혁명으로부터 태어난 국가의 ‘얼음 덩어리’와 연대하는 ‘허 

21) 만델쉬탐은 1920년대 후반기에 번역일에 점점 더 의지하며 생활했다 1927년에 출 

판사 <<3eMn51 11 φa6pHKa>>에서 계약을 하나 넘겨받게 되는데， 그것은 A. r. ropHiþenb 

라는 당시 꽤 알려져 있던 학자이자 번역가가 1915년에 일차 번역을 해놓은 

Charles de Coster의 소설 ~Tllnb YneHmnllren~ 의 윤문에 관한 것이었다. 책은 표지 

에 만델쉬탑의 이름이 번역자로 내세워진 채 출간되었다. 만델쉬탐은 이 일과 관 

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고른펠트에게 이 사실을 얄리고， 

번역료 전부를 그에게 넘겼다. 고른펠트는 WMOCKOBCKHìí KOMCOMOnel1~지에 만델쉬탐 

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w }]IITepaTypHa51 ra3eTa~까지 가세하 

여 그에게 날림과 표절의 혐의를 덮어씌우면서， 사건은 일대 스캔들로 비화했다제 

4산문」은 만텔쉬탐이 이 사냥몰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쓴 것이다(0. MaHilenbmTaM 

(1990) COtfHHeHHJ1 B ßBYX TOMax, T. 2, CC. 412-416 참조). 
「제 4산문」이라는 제목에논 이 텍스트가 WIllYM BpeMeHH~ ， rφeOilOCH5I J ， rErHneTCKa5I MapKaJ 

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의 문학적 산문이라는 의미 외에도， ‘네 번째’가 만델쉬탐에게 

갖는 ‘마지막의 것’， ‘가장 마지막의 것’， ‘최후의 것 이후에 오는 것’으로서의 의미， 또 

‘제 4계급’인 잡계급 지식인의 글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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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문짝을 거부하고， 문학의 my6a를 내팽개치고 짓밟는다. 문학의 my6a는 국 

가가 발산하는 추위에 대해 아무런 저항력을 갖지 못하는 협력사가 되어버렸 

기 때문이다. 물론 만댈쉬탑은 이 문학적 작의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잘 알 

고 있다. 영하 삼십도의 추위에 자켓 한 장을 걸치고 다녀야 힌냐는 것， 동사 

의 위험애 처할 수 있다는 것 전기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괴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얼음의 국가 권력에 의한 작가의 파괴는 몇 년 후 현실이 되 

어 나타난다. 

그러나 전기의 파괴는 야만에 순응한 문학에 의해 「제4 산문 에서 이미 실 

행되고 있다. 만델쉬탐을 표절범-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들의 쇼설， 지어내지 

않았다는 비허구 소설에서 소설의 파괴， 삶의 파괴， 전기의 파괴가 행해진다. 

이 과정에 ‘이름’의 낯설게 하기가 함께 한다. 이름은 고전적 소섣에서 주인공 

의 정체성을 담보한다. 고전적 자서전에서는 주인공과 저자의 J한일한 정체성 

을 담보한다. 매yM BpeMeHH~에서 저자 주인공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 

던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전기를 거부하눈 원칙적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었 

다. 이와 달리제 4산문」에서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정체성 담보 

가 아닌， 조작을 위한 것이다. 조서에 적힌 이름 만텔쉬탐은 그파는 아무 관 

계가 없는， 처음 들어보는 음처럼 울린다: 

"3 t1eCb IIM.S! 3By'lIlT BI10JJHe OÕbeKTIIBHO: 3ByK, HOBbltl M $I c.nyx 11, Ha ，~O CKa3aTb, 
BeCbMa IIHTepeCH꾀R"(II， 189) 
이곳에서 이름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울린다. 귀에 새로운， 게다가 가주 홍미 

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음이다. 

이름은 낯설게 하기의 대상으로부터 더 나아가 문학권력에 의폐 정체성 파 

괴의 도구로 사용된다: 

"KaK CTaJJbH꾀MII KOH t1yKTopCKIIMII II\HI1l\aMII, $1 BeCb H3peme 'leH 11 I1pOmrr~Ml1eJJeBaH 

COÕCTB19HHOtl φaMIIJJlletl." (II， 190)22) 
차장의 강철 검표 집게에 뚫린 것처럼， 나는 온통 나 자신의 이름페 의해 구 

멍이 숭숭 뚫리고 스탬프가 찍혔다. 

22) 이름과 관련하여， 자전적 담론 형식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ErHneTCKa$l MapKa~ 

에서 푸인공 OapHOK은 소인이 찍힌 이집트 우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소인을 

지워버페면 이집트 우표에 원래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때 

문에 그는 훼손된 정체성과 함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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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yM BpeMeHμ』에서 문학이 역사의 잔혹한 동절기에 유일한 온기의 원천을 

제공하는， 인간 존재에 필수적인 것으로 긍정되었을 때， 문학의 힘에 대한 만 

델쉬탐의 믿음은 푸쉬킨의 rnHp BO BpeMJI qYMbl(페스트 속의 향연)J을 진정한 

문학의 모댈로서 불러내었다(II， 107-108). 만텔쉬탐은 푸쉬킨의 소비극 속 상 
황과 자신의 ‘nHTepaTypHa~ 3nOCTb’, ‘wy6a’를 연결시킨다: 추위로 얼어붙은 바 

깥에서 wy6a를 입은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메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바깥 

에서 침입하는 페스트의 파국을 막기 위해 소비극의 인물들이 새로운 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푸쉬킨이 알고 있었등， 만델쉬탑은 파국의 위협 앞에서 

새로운 문학이 밤과 겨울에 의해 ‘3Bepb’로서 창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nHTepaTypa-3Bepb는 작가， 시인， 가수의 것만이 아니다. 노래를 청하는 

손님들， 독자들， 이들 모두가 wy6a-nHTepaTYPHa~ 3nOCTb의 공동체이며， 노래를 

청하는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최후의 부탁인 것처 럼 최후의 향연의 부탁인 

것처럼 진실하고 절실하다.23) 

「제 4산문」의 ‘BpeM~ qyMbI’에서는 wy6a-nHTepaTYPHa~ 3nOCTb의 공동체가 존 

재하지 않는다. 문학은 야생동물 3Bepb가 아니라， 순응한 동물 :KHBOTHOe가 되 

어 있고， 3Bepb의 적 의 가 아니 라， 동물적 공포(:KHBOTH뼈 CTpax)와 동물의 비 겁 

한 공식 (:KHBOTHo-TpycnHBble tþopMynbl) 이 삶을 지 배 한다(II， 179).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가 외투를 강탈당함으로써， 그것이 상징하는 사회로의 입장권과 함께， 

더 중요하게는， 그의 유일한 대화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독하고 절연 

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wy6a를 벗어 던진 만델쉬탐에겐 그의 전기를 

대신해줄 ‘문학적 pOll’가 없다제 4산문」에서 진정한 작가는 문학의 불구대 

천 의 적 이 다('’IlHcaTen~ ， CMepTenbHoro Bpara nHTepaTYPbr"(II' 184)). 

여기서 만댈쉬탐은 그가 WßlYM BpeMeHH~ 에서 이질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문 

학적 pOll로써 아주 대체해 버리고 싶어했던 유태 혈통을 분명하고 자랑스럽 

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정한다: 

"}1 HaCTaHBa lO Ha TOM, 4TO rIHCaTeJlbCTBO B TOM BHlle , I<a l< OHO CJlO*“i10Cb B 

EBpone H B oco6eHHOCTH B POCCHH, HeCOBMeCTHMO C n04eTHbIM 3BaHHeM HYlle~ ， 

I<OTOpμM 꺼 rop*YCb. Mo~ I<pOBb, OT~rOll(eHHa~ HaCJlellCTBOM OBueBOIlOB, 
naTpHapXOB H uape때， 6yHTyeT npOTHB BopOBaToß UblraHH띠HbI nHCaTeJlbC I<OrO 

23) rA. DJlO I< J 에서도 파국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시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n03T때ec

I<a~ l<yJlbTypa B03HH I<aeT H3 CTpeMJleHH~ npellOTBapHTb l<aTaCTp때y(시 문화는 파국을 

막고자 하는 데서 생겨난다)."(II，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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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IeMeHH." (II, 187) 
나는， 유럽， 특히 러시아에 생겨나 있는 그런 종류의 글쟁이 Z 업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태인의 명예로운 칭호-와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양치기， 족장， 황제의 유산으로 무거워진 나의 피는， 글쟁이 족측 꾀 교활한 

집시 푸리에 맞서 봉기한다. 

유태성윤 WIIlYM BpeMeH배에서의 카오스가 아니라 문화적， 고다적 위대함이 

다. 그것판 집시， 유목인， 악취， 불결함으로 대변되는 작가블에게 만델쉬탐을 

맞세우며， 그들의 문학에 대한 대안 문학으보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허용된 문학， ‘lIllTepaTypa-째BOTHoe’에 대한 비타협을 다시 한서 천명하면서 

「제 4산문」에서 만델쉬탐이 보여주는 음과 목소리에 대한 의지는 lIllTepaTyp 

HblH pO.ll가 결여된 까닭에 매yM BpeMeHll~에서보다 더욱 단호하교 극단적이다. 

먼 저 『띠yM BpeMeHll~ 를 보자: 

"BMeCTO :!<HBμX JIHl.l BC lIO싸ma Tb CJIellKH rOJIOCOB. OCJIellHyTb. Oc.sl3 a Tb H 

y3HaBaTb CJIyXOM. ne'laJIbHI쩌 yneJI! TaK BXO.llHTb B HaCTOJlDlee, B COBpeMeHHOCTb, 
KaK B pyCJIO Bblcoxmeit peKH. A Benb TO ÔbIJIH He npY3bJl, He ÔJIH3KHf .. a '1y:!<He, 

naneKHe JIlOnH! H Bce :!<e, JIHmb MaCKaMH '1y:!<HX rOJIOCOB yKpameHbI lIycTble CTeHbI 

Moero :!<HJIHDla. BClIOMHHaTb -- HnTH onHoMy oôpaTHO 1I0 pyCJIy Bblcoxmeit 

peKH!"(II, 103-104) 
살아 있는 얼굴들 대신 목소리의 압형을 회상하는 것. 눈이 머는 것， 정각으 

로 더듬어서 알아차리는 것 슬픈 운명이여! 그렇게 현재 속으로， 오 늪 속으로 

들어선다， 마지 메마른 강바닥 속으로 들어서듯. 그렇지만 그건 친두 윤이 아니 

고， 가까운 이들도 아닌， 낯선， 아주 먼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두하고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가변들로만 내 집의 빈 벽들은 장식되어 있다 'i] 상한다는 

것은 -- 홀로， 메마른 강바닥을 따라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대목은 에세이 rClIOBO II KYllbTypa(말과 문화)J (1921)에서 매우 비슷한 

모티프인 ‘형식의 울리는 압형 (3BY'la띠쩌 ClIenOK Iþop뻐，1)’이 무형상시 (õe306pa3Hble 

CTllXH)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m， 226-227)과 비교하면 이비 충분히 비 
극적이다. 맹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딸아보고 ‘기 

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시의 생명이 시인의 청각이 감지하고 알아채는 형 

식의 울리는 압형에 있다는 것은， 비(非)시각적인， 촉각과 청각에 의한 인지와 

기쁨을 공통으로 지닌다. wlUYM BpeMeHH~ 의 인용문에서 이야기되는 ‘타자의 푼 

학 텍스트’ 역시 얼굴들이 살고 있지 않는 목소리들의 공간， 음헝 꽁간이다. 얼 

굴-초상이 전통적으로 전기의 환유라는 것펠 생각한다면， 이 다1 목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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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거부한다는 만델쉬탐의 선언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쁨의 

눈물이 없다. 맹인에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얼굴도 없다. 대 

신 슬픈 숙명에 대한 인정이 있다. 기억 속에 되살아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갑 

자기 자서전 화자의 텅 빈 집 벽을 장식하는 가면들， 압형들로 변한다. 벽에 

걸린 타인들의 목소리는 스스로 자신의 부재를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시대와 

나 사이에 자리하는 텅 빈 31UIHHe가 이 부재의 기호들에서 반복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생명의 갈증을 달래줄 수 없는 마른 강바닥으로부터 

떠나， 비록 낯설고 먼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족 전기의 협소한 공간 

을 뛰어넘고 새로운 pOil 속에서의 지속적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로 주어져 있다. 

r 제 4산문」에서 ‘목소리로 글쓰기’는 훨씬 더 고독하고 단호하고 처절하다: 

"y MeH!I HeT pyKOlll!Celí, HeT 3allHCHhlX KHH:I<eK, HeT apXHBOB. Y MeH!I HeT 

1I0 'lepKa, 1I0TOMy 'ITO !I HHKOr.Qa He lIHmy. 51 O.QHH B POCCHH paÕOTa!O C rOJlocy, 
( ... )"(II, 182) 

나에 겐 원고가 없다， 수첩 도 없고， 문고도 없다. 결코 글을 쓰지 않으므로 내 

겐 필적이 없다. 러시아에서 나 혼자만 목소리로 일한다， ( ... ) 

허용되지 않은 문학을 하는 작가는 목소리로만 글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제 4산문」의 자필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텔쉬탐은 1929년/1930년 겨울에 

아내에게 「제 4산문」을 받아쓰게 했다. 러시아에서 오직 한 사람， 그만이 목 

소리로 작업하는 까닭에， 문학적 pOil가 되어줄 다른 목소리는 없다. 목소리로 

쓰는 글의 비타협성， 예리함， 3 JlOCTb를 설명하기 위해 만텔쉬탐은 글의 환유 

인 연필과 날카로움의 은유인 변도칼을 가지고 온다: 

"3aTO KapaH.Qamelí y MeH!I MHoro H Bce Kpa.QeHbIe H pa3HOUBeTH바e. I1x MO:l<HO 

TO'lHTb ÕpHTBO'lKOlí <<:I<HJlJlen>."(II, 183) 
대신 내겐 연펼이 많다， 모두 훔친 것인 여러 색깔의 연필들. 그것들을 조그 

만 ‘질레트’ 면도칼로 뾰족하게 깎을 수 있다. 

쓰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진 여러 색깔의 연필들은 모두가 훔친 

것들， 불법적인 소유물이다. 금지된 것들인 만큼 더 예리하고， 부드럽게 휘지 

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글의 날카로움은 그의 생명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연필-목소리를 날카롭게 깎는 변도칼은 그의 목소리를， 그의 목을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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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l1.nacTHHOQKa ÕpHTBbI :i<H)J)]eT - H3 .1leJ1He MepTBOrO TpeCTa(조그만 질 

레트 면도칼은 죽음의 트러스트 제품이다)"(II， 183). 

「제 4산문」의 화자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면도칼로 펀소리를 깎고， 

동사의 위험을 알면서도 모피외투를 벗어 던진다"Ich bin ann. 51 Õe .1leH. ( ... ) 

Ich bin arm - .lI Õe.1leH.(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 .+는 가난하다 

- 나는 가난하다)" 이 가난은 물질적 궁핍 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He no 

QHHy ÕapCTBeHHa.ll 띠yõa’를 벗어 던진 작가의 가난이며， 허용된 푼학과의 단절 

이 가져오는 가난이다. 만델쉬탐은 이 가난과 단절을 포기하지 셈-는다: 

"R O,'lIlH. Ich bin ann. Bce HenonpaBIIMO. Pa3PμB - 5oraTCTBO. Ha,'lo ero 

coxpaHIITb. He pacnJlecKaTb."(III, 262) 
나는 혼자다. 나는 가난하다.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다. 단절은 쑤(富)다 그 

것을 지켜야 한다. 낭비해션 안 된다.경) 

가난한 작가， 잡계급 지식인의 3JlOCTb는 「제 4산문」의 맨 끝어 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울린다 "CoõaKa JlaeT , BeTep HOCHT(개가 짖는다， 바람이 나른다)"(II， 

192). 문학적 적의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고， 오깨도록 지속될 

것이다. 좁고 숨막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곳에서 대화 파핀너들을 발견 

할 것이며， 살아있는 얼굴이 사라진 후에도 목소리의 압형으로 시간 속에 울 

리면서 문학의 pO.ll 속에 자리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만텔쉬탐의 자전 산문은 그가 에세이에서 이펀적으로 조명 

하고 선언했던 ‘전기의 상설’을 미적으로 실현하면서 새로운 산문의 발생기 

역할을 시도했다. 개인사적인 기억과 집단적-문화적 기억의 유형 대비에서 후 

자를 택힌- 텍스트의 화자는 그가 선언한 반(反)개성주의적， 반낀격주의적 의 

도에 부협-하는 텍스트 형상을 만들어낸다. 파편성， 이탈， 병렬， 분명한 개체적 

윤곽의 결여， 청각적 기억의 강조된 물질성과 같은 비개인성， μ 인격성의 전 

략은 잃어버린 전기에 적합한 형상을 그의 텍스트에 부여했다. 화자는 그의 

개인적 괴거로부터 거리를 취하면서 자신의 비개인적인 기억을 불러내고， 웅 

성거리는 시대의 음향 속에 침잠하길 원한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대한 그의 비개인적인 서술은 전기의 장르 

경계 안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유년기에서 성년기까지 비교적 낀 시간이 회 

24) 1930년제 4산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아내에게 쓴 편지에 들어있늪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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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myM BpeMeHi'!~는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적 양 

식화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엔 지나간 시간의 음향을 되살리려는 ‘목소리’가 

있으며， 이 목소리에 의해 이끌어지는 회상록(BocnOMHHaHH.lI )의 자의성은 간과 

될 수 없다. 기억 (naM.ll Tb)의 순수성과 진실성은 담보되지 못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 목소리는 두 편의 자전산문에 함께 존재 

하는 잡계급 지식인의 목소리다. 잡계급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은 일차 

적으로 태생적 혈통과 전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정체 

성은 출생에 의해 왜콕되지 않은 지각으로 시간의 소음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의 원래의 혈통 

과 전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다. 잡계급 지식인인 화자가 스 

스로 택하는 다르고도 새로운 전기는 문학에 대한 야생동물적인 관계와 문학 

적 적의 위에 건설되어야 할 문학 가족， 문학-가계의 전기다. 

모든 종류의 회상 행위와 회상록에 내재하는 자의성뿐만 아니라 잡계급 지 

식인으로서 화자가 지닌 의도도 만델쉬탐이 내세우는 ‘전기의 상실’이라는 명 

제에 긴장을 유발한다. 장르는 자신에 대한 파괴와 부정의 시도까지 자신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장르 전통은 자신의 위력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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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ümee 

Der Verlust der Biographie im russischen Modernismus(II) 

- Die autobiographische Prosa O. E. Mandel ’stams 

Kim , Hee-Sook 

Mandel녕tam postulierte in seinem Essay <<KOHe l.\ pOMaHa>>(l922) das Ende 

des Romans und sah die Ursache dafür im Verlust der Biographie, der 

seinerseits mit dem Verlust des Zeitgefühls verbunden sei. Die hier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Frage, wie der von Mandel ’stam theoretisch 

formulierte Verlust der Biographie in seinen autobiographischen Texten <<IIlyM 

speMeHH>>(l923-1925) und 써eTSepTa.Sl npo3a>> (l929/193이 ästhetisch praktiziert 

wird und welche Rolle die modernistische Autobiographie für die 

Generiemug der neuen Prosa spielt. Ausgehend von der Betrachtung des 

individuell-historischen und des kollektiv-kulturellen Gedächtnistypus wird 

das Augenmerk zunächst darauf gerichtet, gestalterische Besonderheiten der 

Texte Mandel'stams im Zusammenhang mit der von ihm proklamierten 

antipersonalistischen Intention zu erläutem. Splitterhaftigkeit, Abweichungen, 

Parataxen, Fehlen der klaren individualen Konturen, betont physische 

Materialität 없ustischer Eindrücke - diese Strategie des Antipersonalismus 

verleiht den Texten die der weggenommenen Biographie adäquate Gestalt. 

Der autobiographische Erzähler bemüht sich, von seiner persön1ichen 

Vergangenheit Abstand nehmend, sein unpersönliches Gedächtnis zu 

erwecken und wünscht sich in die Akustik der rauschenden Zeit zu 

versi따cen. 

Trotzdem befindet sich die unpersön1iche Aussage über das reale Leben 

immer noch innerhalb der Genregrenze der Biographie. Die Texte sind 

aufgebaut 머s Serien chronologisch organisierter Stilisierungen. Da gibt es 

eine Stimme, die versucht, die Akustik der Zeit aufzuerwecken. Nicht zu 

übersehen ist hier der unausweichlich willkürliche Charakte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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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nerungen, die durch die Stimme geführt werden. Die Heinheit und 

Wahrheit des Gedächtnisses ist nicht zu garantieren. 

Die in diesem Aspekt am meisten bedeutende Stimme ist d 퍼 den beiden 

Texten Mandel녕tams gemeinsame Stimme des pa3H04HHe l..l. Die [dentifizierung 

des Erzählers als pa3H04HHel..l bedeutet zunächst die Befreiung von Herkunft 

und Bio당raphie. Sie ist damit die notwendige Voraussetzung fur die 

Wahrnehmung des Rauschens der 2eit und deren Ausdruck mit1:els Sprache. 

Aber sie stellt gleichzeitig einen Versuch dar, die eigentliche Herkunft und 

Biographie durch eine andere zu ersetzen. Diese andere, neue E!씨graphie， die 

pa3H04HHe l..l-Erzähler fur sich w값ùt， ist die Biographie der Literatur-Familie, 

die im lierarischen 20m, im wildtierischen Verhältnis zur Litera:ur gegründet 

werden soll. 

Nicht nur die jeder Erinnerungspraxis innewohnende \Villkürlic뼈eit， 

sondem auch die Intention des Erzählers 머s pa3H04HHell verursacht 

Spannungen in ihrem Verhältnis zu dem ursprünglichen Postulat des 

"Verlusts der Biographie". Die Gewalt der Gemetradition bestätigt s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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