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 속 “감시와 처벌”: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박 혜 경

- 개요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과 감시의 체제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권력의 정체와 전략을 파헤쳤다. 이 책은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
게 처벌하고 감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탄
생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적 권력에 의해 확립된 감
시와 처벌의 문제가 나보코프의 소설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어떻게 문학
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사상이 정립되기 훨씬 전에 이
미 나보코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근대적 권력과 감시, 혹은 시선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사형장으로의 초대였다. 푸코의 감시
와 처벌이 감옥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관계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면 나보코프는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이미 40여 년 전에
감금과 처벌, 감시, 처형 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질서유지
라는 명목으로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체제 속에서 대중들은 무의식적으
로 순응해 왔지만, 나보코프는 바로 그러한 사회의 폭력성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고발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나보코프의 작품 속 감옥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개념 속에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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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푸코, 계보학, 역사”
프랑스 철학자 푸코는 1970년대 이후 자신의 지적 사유의 개념을 계보학
(genealogy)으로 규정하고 있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차용한 이 개념은
푸코에 의해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1) 사
전적 의미로는 “투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수립하고 그 지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넓은 지식과 지엽적인 기억의 결합”2)을 의미한다. 푸코는
｢니이체, 계보학, 역사｣에서 “계보학은 모든 시초를 포함하는 우연들과 세부
사항들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보학은 거대담론으로서의 역
사와 지식의 기원에 대한 탐구가 아니며, “과거가 현재에 현실적으로 실재함
을 증명”하려는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지나간 사건들을 그것들의 고유한 분
포들 속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전에 부동이라고 고려되었던 것들을 혼동시키
고, 동질적이라고 상상되었던 것의 이질성을 보여주고, 통일된 사고를 조각내
는 것”이다.3) 과거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계보학을 역사학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푸코도 정통 역사학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푸코는 전통적인 역사를 ‘전체적 역사(histoire totale)’로 간주하고 자신의 작
업을 ‘일반적 역사(histoire générale)’라고 부르며 차별화 했다.4)
1)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에서 고고학적 방법론에 몰두했던 푸코는 1970년대
이후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에서 권력과 담론, 권력과 지식, 권력과 성의 문
제들을 계보학적 방법론과 함께 논의했다. 푸코 연구자 오생근은 담론과 권력의
문제를 담론 형성의 내부에 한정시켰던 작업을 고고학으로, 외부에서 담론 형성에
관여한 권력에 초점을 맞춘 작업을 계보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생근(2013) 미셸
푸코와 현대성, 파주: 나남, 293-295쪽.
2) 문학비평용어사전(2006), 국학자료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558
&cid=41799&categoryId=41800(검색일: 2015.03.10). 계보학적 역사 이해가 정통
역사학자들에게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논
쟁거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보학적 역사 방법론을 통해 문학텍스트 읽기를 시
도할 것이다.
3) M. Foucault(1971) “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 in S. Bachelard(ed.)
Hommage à Jean Hyppolit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 145-172;
이광래(1989) 미셀 푸코 –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서울: 민음사,
335-338쪽에서 재인용.
4) ‘전체적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회 혹은 한 문명의 전체적 형태를 이루는 원칙
이나 정신, 세계관 등이며 인간의 주체적 관점에서 동일한 발전 형태와 변화 형태





이처럼 역사학이나 고고학과는 차별된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푸코가 탐구
하려 했던 것은 인간과 권력의 관계, 특히 인간에 대한 권력의 통제 양상의
변화였다. 오생근은 미셸 푸코와 현대성에서 계보학의 역할을 “권력의 모든
양상을 분석하고, 권력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며 또한 결과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5)으로 규정하고 있다. 푸코는 계보학적 연구가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 내
에서 조직적인 과학적 언설의 제도와 기능에 연결된, 집중화되고 있는 권력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식에 대한 반란”6)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보학적
관점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 저작이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
사이다.7) 푸코는 죄인들에 대한 권력의 처벌 수단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모
해 왔는지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면서 처벌이 신체형에서 감옥으로 전이되는
것은 권력의 전략만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
하고 있다. “근대적 개인의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의 상관적 역사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8)이라는 목표를 가진 이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적 사법체계로서의 감옥과 그 안에서 벌
어지는 ‘감시의 시선’이 순응하는 신체로서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인식론 철학자들은 시선이 고대 그리스 이후 유럽의 인식론을 지배해 왔
음을 강조하며, “눈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eye)”가 “나의 언어(the
를 따르는 원칙에 의거하는 일이고, ‘일반적 역사’는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구별하
면서 동시에 각 사건이 어떤 차원과 어떤 의미망에 속하는지를, 즉 어떤 계열에 해
당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사건 발생의 계보를 규명하고 계열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M. Foucault(1969)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pp. 15-16; 오
생근(2013), 298에서 재인용.
5) 오생근(2013), 86.
6) M. Foucault(1980) “Two Lectures,” in Colin Gordon(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p. 83; 이광래
(1989), 97에서 재인용.
7) 이 책의 서문에서 역자는 감시와 처벌이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감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태어났는 지를 기술한 책
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간을 처벌하고 감금하는 권력에 대한 서술이자
근대적 도덕과 영혼의 계보학이기도 하고, 권력의 역사이자 권력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셸 푸코(2010)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6쪽.
8) M. Foucault(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Gallimard,
p. 27; 오생근(2013), 117에서 재인용.

language of the ‘I’)”가 되는 과정에 주목했다.9) 특히 “근대의 사상과 문화가
시선의 역사적 특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들 사이에서 푸코는 시선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입증하는 데
계보학적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역사이해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
다.10) 그에 따르면 근대에 이르러 “보는 권력, 가시화한 권력이 통제를 하는
권력”11)이 되었으며 “시선은 사회적 통제를 위한 다방면의 도구”12)가 되었
다. 감시의 시선을 전면에 내세우는 근대적 형벌로서의 감옥은 왕정 시대의
신체형을 대신하며 새로운 형벌 체계로 나타났다. 근대 이전의 신체형은 죄
인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유발하며 죄인과 구경꾼 모두에게 권력에 대한 공
포와 두려움을 극대화시켰지만, 그것은 오히려 구경꾼들에게 죄인에 대한 동
정심을 유발했고 권력에 대한 분노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
유로 권력은 처벌의 방법을 공개적 신체형에서 규율과 감시라는 보다 완화된
감금형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신체형에서 감금형으로의 이동은 “권력의 인
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경제학적 필요성”13) 때문이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감옥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관계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면 나보코프는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이미 40
여 년 전에 감금과 처벌,

(감시, 처형 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

다.14) 나보코프의 작품들을 푸코적 개념에서 읽는 것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
다. 눈의 마음(The Eye’s Mind)의 저자 카렌 제이콥스(Karen Jacobs)는 나
보코프의 소설 눈(The Eye)에서 작가 화자의 “판옵틱적 권력”과 “감시의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등가관계를 지적하고 있으며15), 그리고리 하신(Григо9) Thomas R. Flynn(1993) “Foucault and the Eclipse of Vision,” in David Michael
Levin(ed.) Modernity and the Hegemony of Vi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83.
10) David Michael Levin(ed.)(1993) Modernity and the Hegemony of Vi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5. 레빈은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를 20세기 시
선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3명의 철학자로 거명하고 있다.
11) David Michael Levin(ed.)(1993), 7.
12) Karen Jacobs(2001) The Eye’s Mind. Literary Modernism and Visual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3.
13) 오생근(2013), 121.
14) 사형장으로의 초대는 1936년, 감시와 처벌은 1975년 출판되었다.
15) 그녀는 눈을 사실주의 화자의 감시 권력에 대한 비판과 파괴로 읽고 있다.





рий Хасин)은 개인적 비밀의 극장: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Театр личной
тайны: Русские романы В. Набокова)에서 나보코프 소설의 이론적 근거로
푸코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그는 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강력한 권력의 모체로서의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하고 있다.16) 하신은 두 사람의 감옥을 비교하면서 사형장으로의 초대 속
감옥의 경우 오히려 이곳에 수감된 친친나트(Цинциннат)가 지켜보는 시선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친친나트는 자신의 은폐된 공간(감옥)에서 주위 세계를 바
라보는 관찰하는 시선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질이라는 것이다. 이
세계의 모든 투명한 존재들 가운데 그만이 유일하게 불투명한 존재이기 때문
이다. 하신은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친친나트를 자기 세계의 도덕적 질서를
구현하고 있으며 윤리적 책임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이
해하고 있다.1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푸코와 나보코프의 연관성을 규명하되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다. 푸코의 글이 나보코프의 소설보다 몇
십 년 후에 출간되기는 했지만, 푸코의 계보학적 역사이해를 통해 사형장으
로의 초대가 근대권력의 폭력적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나보코프의 작품 속 감옥과 권력의 역
학관계를 푸코의 근대 권력의 ‘감시와 처벌’의 개념 속에서 접근할 것이다.

2. 사형장으로의 초대 속 감시와 처벌
2.1. 근대적 감옥의 출현: 감시와 규율의 공간
사형장으로의 초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없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18) 전통적인 나보코프 비평가와 독자들의 경우에
Karen Jacobs(2001), 74; Marina Grishakova(2006) The Models of Space, Time and
Vision in V. Nabokov’s Fiction: Narrative Strategies and Cultural Frames, Tartu:
Tartu University Press, p. 159에서 재인용.
16) Григорий Хасин(2001) Театр личной тайны: Русские романы В. Набокова,
Москва: Летний сад, С. 96.
17) Григорий Хасин(2001), 98.
18) 이 소설의 공간을 스탈린의 러시아와 히틀러의 독일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는 이 작품을 “무감각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대중 사회에서 예술가가 겪는 시
련이나 시험에 관한 위장된 우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적인 딜
레마에 관한 이야기”19)로 본다. 그 밖에도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에서 읽혀질 수 있지만20) 본 논문에서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
과 감시의 시선의 상관관계를 나보코프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
이다. 소설은 친친나트(Цинциннат)에 대한 사형선고에서 시작되고 사형 집행
으로 끝난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로, 감옥 권력의 은밀한 감시와 규율의 강요, 처형을
기다리는 친친나트의 내면적 갈등과 고통의 이야기이다. 친친나트에 대한 권
력의 ‘감시와 처벌’, 그를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시도와 그에
저항하는 자의식의 인간 친친나트의 대립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감옥에 갇
힌 친친나트에 대한 절대 권력의 감시이며, 다른 하나는 공개처형의 준비와
실행이다. 이것은 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친나트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절망감과 사형이 언
제 집행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에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소설은 친친나트에 대한 사형선고가 이루어진 직후 그를 곧바로 요새 감
옥으로 이동시키면서 시작된다.21) 이후 이야기는 감옥으로 옮겨진 친친나트
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며 감시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전개로 이어진
다.22) 감옥에 수감된 친친나트는 이 감옥의 유일한 죄인이 되며, 그를 제외한
이야기 속 배경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장 어두
운 디스토피아적 환상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체제가 존재함을 이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Leona Toker(1989) Nabokov. The Mystery of Literary Structur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26, 140.
19) Dale E. Peterson(1987) “Nabokov’s Invitation: Literature as Execution,” in Harold
Bloom(ed.) Vladimir Nabokov.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p. 84
20) 사형장으로의 초대를 읽는 전통적인 접근법들에 대해서는 박혜경(1997) ｢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 - 공간과 시간의 이중성｣, 슬라브학보 12:2, 142-143쪽 참조.
21) 친친나트에 대한 사형선고는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당사자인 친친나트의 귀에만 속삭이는 소리로 들려진다. 백발의 판사는 친친
나트의 귀에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의
권력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함을 알려주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로부터 감시의 시선을 받게 된다. 나보코프의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한 이미지 중의 하나가 시선임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나보코프의 세계는 예민한 시선의 세계”이며 “그의 의식은 광학적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23) 그는 거울, 유리, 창, 카메라, 카메라 옵스쿠라, 현미경,
망원경, 입체경 등 다양한 광학 도구들을 통해 시선의 시학을 실현하고 있지
만,24)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친친나트에게 향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
시의 시선’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감시자의 시선은 문에 나 있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 친친나트를 향하고 있다. 친친나트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감시하는 시선의 존재를 느끼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든 그의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
Родион, стоя за дверью, с суровым шкиперским вниманием глядел в
глазок. Цинциннат ощущал холодок у себя в затылке. <...> Кому
становилось тошно? Цинциннату. Вышибло пот, все потемнело, он
чувствовал коренек каждого волоска.25)
로디온은 문 밖에 서서 엄격한 선장처럼 주의 깊게 감시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친친나트는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 누가 배 멀미를
하고 있는가? 친친나트이다. 그는 갑자기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캄
캄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11)26)
22) 소설에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은 모두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새는 독특한
형태의 상상의 메타포로 이해되기도 한다. К. Сугимо(2000) “В плену вымысла.
По роману Набоков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азнь»,” Набоковский вестник, Вып. 5,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50.
23) Вячеслав Шевченко(2003) “Зрячие вещи: оптические коды Набокова,” Звезда,
№ 6, С. 209.
24)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거울의 모티프”에 주목하는 브리코바는 시각 메타퍼로
서 거울이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가장 독립적이고 변덕스럽게” 그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Елена Брыкова(2001) “Ещё раз о зеркалах Владимира Набокова,”
Литетарута: Приложение к газете, первое сентября, № 21, С. 14. 그러나 거
울 만이 아니라 시선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들이 이 작품에서 생명력을 부여받은
존재처럼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В. Набоков(1990)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азнь,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четырех томах,
Т. 4, Москва: Правда, C. 6. 이후 본문인용은 인용문 하단에 페이지 수만 기록하
겠음.
26) 인용문 번역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2009) 사형장으로의 초대, 박혜경 옮김, 서

근대 권력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개인을 통제
하고 규율에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감옥을 선택한 것이라는 푸코의 지적대
로 감옥 안의 친친나트는 감시자의 시선만으로도 불안함을 느낀다. 그는 뒤
로 돌아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창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간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선의 존재 아래 그의 행동은 어색해지고
불편해 진다. 간수 로디온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친
나트는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몸에 땀을 흘리고 눈앞이 캄
캄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감옥이 본래는 위험한 범
죄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지만, 점차 “수감자에 대한 절대 권
력의 감시로 확산”되었다는 푸코의 주장대로27) 친친나트는 감시의 시선만으
로도 공포스러운 권력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콘 감시체제를 분석하며, 권력은 “가시적이지만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영향력이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금된 자는 감시자가 거주하는 중앙
탑의 형체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권력은 가시적이지만, 그는
자신이 현재 주시되고 있는 지 전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권력은 확
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 비개성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이다. 왜냐하면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
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금된 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
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28)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시창은 중앙탑 만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가시성에 있어
서만은 그에 못지않다. 감시창은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의 가시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창을 뒤로 하고 앉아 있는 친친나트는 구체적인 감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감시자들 누구라도 언제든 그 창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확신하지만 확인될 수 없는 권력은 감시
자들의 혼란스러운 자리바꿈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감옥 소장 로드리그이
면서 동시에 간수 로디온이거나, 변호사 로만이다.29) 친친나트를 감시하는
울: 을유문화사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번역 인용은 인용문 하단에 페이지 수만 기
록하겠음.
27) 근대적 감옥과 사법제도는 범법자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
키기는커녕, 새로운 범죄자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고, 권력은 이것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푸코 2010: 14)
28) 푸코(2010), 312-313.





감옥소장이나 간수, 변호사 등은 각각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
전개와 더불어 그들의 이름과 모습은 뒤죽박죽이 되고 그들은 하나였다가 다
시 분리되는 기괴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것은 그들이 개별적 자아를 갖지 못
하는 감시의 시선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친친나트에게 그들의 불분
명한 정체성은 이곳의 비현실성,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령과 같은 존
재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지만, 감시와 처벌이라는 맥락에
서는 확인되지 않은 감시자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한다.
한편 친친나트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 역시 시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 그는 자신의 ‘불순함’을 감추기 위해 ‘광학적 속임수’를 써서 투명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방법을 체득했지만 한 순간의 방심으로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그 순간 나머지 모두에게 위협의 대상으
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나머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의 죄목은 ‘불투명함’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투
명한 이 세상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함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다. 다른
사람들의 광선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친친나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두
운 장애물”과 같은 존재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히 “투명한 영혼”인 이곳
에서 친친나트는 “기이한 존재”였고, 자신의 다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선
의 속임수를 사용해 오다가 무방비의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만다.
모두가 투명하고 “한 마디 말이면 서로를 이해하는” 이 세상에서 그만이 불
투명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기괴한 장면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
서라면 이곳을 지배하는 투명성은 또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처벌의 원인이 되는 주인공의 불투명성은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에 대한 권력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
다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극단적이고 기괴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투명
성이 권력자의 감시의 시선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친친나트의 사형선고는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다. 타인의 시선에 철저하게
투명하게 비치는 개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가 알 수 없는 모
29) 친친나트가 사형당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를 따라 잡는 인물은 소장 로드리그이
면서 동시에 변호사 로만이다.

든 타인들의 시선, 종국에는 권력의 시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역으로 권력은 모두를 투명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인간을 완벽한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친나트의 불투명성은 바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감시의 시선에 대한 저항이며, 그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감옥의 소장과 간수들이 끊
임없이 그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투명한 존재로서의 친친나트를 투명의
존재로 전이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옥은 죄수들
을 감시의 시선 아래 두는 공간으로, 그곳에서는 “감시와 동시에 관찰”, “개
별화와 동시에 전체화”, “격리와 동시에 투명성”30)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현
실에서 불투명한 존재였던 친친나트는 강제로 투명성을 띠도록 감옥에 격리
된 것이다. 이처럼 감옥 안 어디에서도 외적인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친친나트는 내면의 불투명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безопасных мест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меньше, всюду
проникало ласковое солнце публичных забот, и было так устроено
окошечко в двери, что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во всей камере ни одной
точки, которую наблюдатель за дверью не мог бы взглядом проткнут.
Поэтому Цинциннат не сгреб пестрых газет в ком, не швырнул, - как
сделал его призрак (призра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каждого из нас - и тебя,
и меня. и вот его, - делающий то, что в данное мгновение хотелось бы
сделалть, а нельзя...). Цинциннат спокойненько отложил газеты и допил
шоколад.(13)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안전한 장소는 점점 더 적어졌으며, 사방으로 사람
들의 염려라는 상냥한 태양이 침투해 들어왔다. 방 안 전체에 문 밖 감시자
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지점이 없게 하려고 문에 창문이 설치되었다. 그런 까
닭에 친친나트는 그의 환영(우리들 각각 – 당신, 나, 그리고 바로 그 – 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행하
는 환영)과는 달리 잡다한 신문들을 한 덩어리로 움켜쥐지도 집어던지지도
않았다. 친친나트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초콜릿을 다 마셨다.(23)

그를 감시하는 시선들은 그가 단 한 순간도 불투명하게 있는 것을 허용하
지 않으려 한다.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불투명한 채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감시의
30) 푸코(2010), 376.





시선으로부터 친친나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내면적 불투명함을 지켜
내는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친친나트가 조용하고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그의 환영, 즉 내적 친친나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개인이다. 친친나트의 입장에서는 그만이 진정한
실체를 가진 인간이며, 그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무의미한 환
영, 불쾌한 꿈, 쓰레기 같은 헛소리, 악몽의 잡동사니들”일 뿐이다. 그는 비
참한 유령들에 둘러 싸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하지만, 그의
딜레마는 이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서도 동
시에 그러한 도움이 미치도록 두렵다는 것이다.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를 감시하는 감옥의 간수들이며, 그가 도움을 받는 순간
그는 그들의 규율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익명의 관찰자가 많아질
수록 감금자는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듯이 친친나트 역시
감시자들의 시선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항하여 내면의
그는 불투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코 외부의 환영에 굴복하지 않으
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림과 두려움을 멈추지 못하는 그를 통해 나보
코프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시의 시선을 통해 인
간을 통제하려는 권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감옥이 감시와 더불어 수감자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제적인 규
율이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대규모 구경거리로서의 전근대적 처형
방식이 그 위력을 상실한 곳에 감옥이라는 근대적 형벌이 그 자리를 대체
해 갔음을 입증하고 있다. 음울한 축제행사로서의 처형은 처형 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사형집행인의 합법적인 폭력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31) 권력은 처형의 폭력성이 군중의 동요를 불러일
으키고 민중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경거리로서의 처형
을 중단하고 교정과 감화로써 죄수들을 교화할 수 있는 감옥을 고안해 낸
것이다. 푸코는 자유의 박탈로서의 감옥의 기능을 “평등주의적 징벌”이라
말하고 있는데, 자유의 상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는 것이다.32) 신체를 감금하거나 노동을 시킴으로써 신체에 제
재를 가하는 근대적 형벌 체제의 목적은 “개인으로부터 권리이면서 동시에
31) 전제왕권 시대의 신체형이 사라지고 근대적 처벌로서의 감금이 대체하게 되는 과
정에 대한 연구는 푸코(2010), 30-35 참조.
32) 푸코(2010), 353.

재산으로 생각되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 푸코의 설명에 따르자면 “감
각의 고통을 다루는 기술의 단계에서 모든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제의
단계로의 이행”33)이다. 신체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형벌로서
감옥은 무엇보다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하는 신체”이다.34) 이러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감옥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규율이다. 죄수들의 신체활동에 주도면밀하
게 통제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복종 내지 순응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규율
은 근대적 권력 체계에서 일반적인 지배양식이 되었다. “규율은 개인을 권
력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로서 군주제의 대규
모 의식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질서적인 감시”와 “규범화
된 상벌제도”를 사용하여 개인을 제조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 되었다.35)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시선이 처벌행사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감시의 대상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음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다.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는 감시 이외에 규율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일람표 역시 흥미로운 기능을 한다. 푸코는 “혼란스럽고 무익하거나 위험한
집단을 질서가 잡힌 집단으로 바꾸는 생생한 일람표”를 “권력의 기술인 동시
에 지식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상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통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양함에 질서를 부과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때 일람
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36) 감옥이나 그와 같은 유형의 수용
소, 학교, 병원 등 공동생활 공간이 발생한 이후 모든 공간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칙을 지키도록 요
구받는다. 사형장으로의 초대 속 감옥에도 이와 유사한 감옥 일람표가 있
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의 수감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흥미로운 몇 가지를 살펴보자.

33) 푸코(2010), 34.
34) 푸코(2010), 215.
35) 푸코(2010), 267-268.
36) 푸코(2010), 234.





2. Крототсь узника есть украшение темницы.
4. Воспрещается приводить женщин.
5. Петь, плясать и шутить со стражниками дозволяется только по
общему соглашению и в известные дни.
6. Желательно, чтобы заключенный не видел вовсе, а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тотчас сам пресекал, ночные сны, могущие быть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воему несовместимыми с положением и званием узника, каковы:
роскошные пейзажи, прогулки со знакомыми, семейные обеды, а также
половое общение с особами, в виде реальном и состоянии бодрствования
не подпускающими данного лица, которое посему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законом, как насильник.(27)
2. 죄인들의 온순함은 감옥의 자랑이다.
4.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5. 간수들과 노래하고 춤추고 농담하는 것은 공동의 동의하에 정해진 날
에만 허용한다.
6. 수인들이 죄수로서의 상황이나 신분에 맞지 않는 내용의 꿈, 즉 화려
한 풍경, 지인들과의 산책, 가족 식사, 그리고 실제로 깨어 있는 상황에서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인물과의 성적 접촉(이것은 법에 의해 폭행으로 간주
된다) 등과 같은 꿈들을 꾸는 일이 절대 없기를, 만약 꿈꾸게 된다면 즉시
차단하기를 바란다.(51)

위 일람표가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내용들이 공
동생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율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 때문이
다. 감옥 안에 여자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거나 정해진 날에만 간수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
대부분 감옥의 엄격한 행동제한 규칙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러나 감옥이 권력
자의 은폐된 통제수단이라 할 때 이 규칙은 근대화된 형벌 체계에 대한 나보
코프의 패러디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인의 꿈조차 통제하려는 감시자들
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이 형벌의 근대화 과정에서 외형의 변화만을 가
져왔을 뿐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전혀 버
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나보코프는 이를 우스꽝스러운 규칙
으로 만들어 권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시의 시선에서와 마찬가지
로 일람표를 통해서도 정신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권력이 친친나트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형 날짜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다. 그를 제외한 모두가 투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불투명한 존

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환영이나 악몽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친친나트
는 자신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가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양
보선은 사형 집행일을 앎으로써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권력의 시선은 그를 끊임
없이 감시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한편, 그를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날
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기다림의 공포를 경험하게 만든다. 친친나트에게 배달
되는 신문에서조차 그의 사형에 관한 기사는 지워져 있고, 그는 철저하게 정보
로부터 격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Я хочу знать когда – вот почему: смертный приговор возмещается
точным знанием смертного часа. Роскошь большая, но заслуженная.
Меня же оставляют в том неведении, которое могут выносить только
живущие на воле.(8)
“나는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는 정확한 사형 집
행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대단한 사치처럼 보
이지만 당연한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견디어 낼 수 있는
무지의 상태에 나는 놓여 있습니다.”(15)

이것은 친친나트가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려 하지 않는
다. 친친나트는 자신이 사형 당한다는 분명한 사실만 전달 받았을 뿐,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무지의
상태가 그를 두렵게 만든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
움이 그를 에워싼다. 이것이 곧 권력이 노리는 것이리라. 조만간에 닥치겠지만
정확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 자신의 삶
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 수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친친나트를 사로잡는다. 권력의 입장에서 그는 마땅히 사라져
야 할 존재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절대적
권력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구경거리로서의 형벌
은 사라졌지만 권력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님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사형이라
는 극도로 괴로운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
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의 날짜를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친나트는 두려움을 느낀다. “모르고 있음이 두렵
다”(54)는 그의 고백은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외적인 노력과 맞물려 더 큰
울림으로 들린다. 그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유 중에
는 감옥 안에서 자신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일, 즉 “진실임이 입증된 생각의 기
록”(54)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권력과의 관계
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전제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권력의 의도대로 친친나트는 모든 능력을 통제해야 하는 시련의 시간에 천천
히 힘을 잃어가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규율과 훈련에
결코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육체적 고문 못지않게 정신적 고문 역시 인간성의
침몰을 가져올 것이며, 친친나트는 이에 맞서서 끝까지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
으려 한다. 근대 이전의 권력은 죄인들에게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들을 단죄했다면 근대 이후의 권력은 그것을 정신적 고통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떤 형벌이 더 고통스러울지 비교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의미하다. 휴머니즘이라
는 근대화의 포장을 뒤집어 쓴 권력이지만 인간을 통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
함으로써 굴복시키려는 권력의 내적 속성은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근대
권력이 형벌의 수단으로 감옥을 고안했을 때, 그 첫 번째 원칙은 격리였다. 범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감자들을 상호간에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개별화를
이루려 했던 것은 고립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만들려했기 때문이었다. 친친나트 역시 감시의 시선에 노출됨으로써 강제로 투명
성을 띠어야 했고, 격리와 규율의 강제 속에서 순종하는 인간으로 변모해야 했
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한 권력의 요구에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
고, 즉 투명하기를 강요하는 감시의 시선을 피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날짜를 알지
못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를 갈망한다.

2.2. ‘구경거리’로서의 공개처형과 단두대
죽음의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더불어 친친나트를 정신적
으로 황폐화시키는 또 하나의 상황은 탈출에 대한 기대와 좌절이다. 푸코는
근대적 제도에서의 형벌의 특성이 “구경거리의 소멸”과 “육체적 고통의 제
거”라고 말하며, 사형 집행 자체도 근대화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37) 앞 장

에서는 친친나트에 가해진 형벌의 내용을 통해 근대적 권력의 문제를 살펴보
았지만, 이 소설에는 근대 이전의 형벌로서의 공개처형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설의 전반부가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된 친친나트가
감시의 시선 앞에 투명해지도록 강요받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그의 사형을
집행할 피예르(М-сье Пьер)의 등장과 그에 의해 진행되는 축제와 같은 공개
처형의 준비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역시 친친나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
실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친친나트는 이번에는 탈출에 대한 기대와 그것의
어이없는 좌절로 고통 받는다. 그리고 이 중심에 피예르가 자리하고 있다. 친
친나트를 처형대에 올려 참수를 집행할 집행인인 피예르는 감시권력의 직접
적인 구현체로서, 그의 등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다.
요새 감옥의 유일한 죄수로 죽음의 날 만을 기다리던 친친나트에게 처음으로
흥분과 호기심,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둔
탁한 소리였다. 자신 외에 또 한명의 죄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투명한 이 세상,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형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의 세계에서 친친나
트는 처음으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존재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그
낯선 소리,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의 등장은 그에게 알 수없는 흥분을 가져
다준다. “소리의 집중된 자기 확신”과 “아직은 멀리 있지만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수반되는 고집 센 진지함”(139)이 친친나트를 흥분
시켰다. 그는 소리를 들으며 감옥과 연관되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를 기대한
다. 그것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불투명한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주고 있다. 그래
서 친친나트는 팽팽한 긴장과 흥분을 느끼게 되고, 소리에 집중하면서부터 감
옥 안의 모든 현실이 거짓이고 허위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전에는 자신의 내부에서만 다름을 말하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보다 노골적으
37) 그 대표적인 예가 단두대에서의 참수형이다. 단두대는 가시적인 형벌이기는 하지
만, 순간적으로 종결됨으로써 이전의 공개처형이 야기했던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 그에 대한 군중의 공포와 분노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푸코가 인용하
고 있는 1791년 프랑스 형법 제 3조에 따르면 참수형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첫째, 만인에게 평등한 사형, 둘째, 한 사형수에 대해 한 번에 그치는 것,
셋째, 범죄자의 가족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가장 적은 것이다.(푸코 2010: 37)





로 현실의 허위를 지적한다. 그는 그 소리를 “진리로 감염시키고 싶을 만
큼”(152) 강하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소리가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그
의 희망에 찬 기대도 점차 증가한다. 누군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은 죽음의 공포를 상쇄시킨다.
그러나 이 소리는 사형집행인인 피예르가 친친나트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
주기 위해 만들어 낸 장난의 소리로 판명된다. 피예르는 땅굴을 파는 것과는
별개로 친친나트의 방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쾌락들을 열
거해 가며 친친나트가 이곳에서 사라질 때 잃게 될 즐거움을 상기시키려 한
다. 죽음과 더불어 친친나트는 사랑의 쾌락, 자연에서 느끼는 쾌락, 정신적
쾌락, 식도락의 쾌락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피예르의 목적은 친친나
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투
명한 친친나트를 감옥에 가두어 투명함을 강제로 확보하였듯이, 피예르는 그
의 내면적 투명함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то есть я хочу только заметить, что если бы он честно признал и
раскаялся, - да, раскаялся бы, - вот моя мысль, - тогда была бы для него
некоторая отдаленная - не хочу сказать надежда, но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89)
“그저 그가 솔직히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을, 그래요, 후회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될 텐데요⋯⋯.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171)

친친나트가 후회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피예르의 목적이다. 권력은 친친나트가 자신들에 대한
의심을 품은 채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친나트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다. 친친나트를 방문해서 지상의 쾌락을 열거하고, 밤
에는 굴을 파는 소리를 통해 탈출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지만, 결국 그
의 진짜 목적은 친친나트의 내면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완벽한 투명의 상
태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피예르의 의도대로 친친나트는 그가 내는
소리에서 희망을 본다. 친친나트는 그것이 “구원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그 소
리를 들으면서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살아 있지 않은 것에 삶을 부여”(173)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자신을 감시하는 감옥안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관대
해진다: “그는 자신의 모든 평범한 방문객들이 깜깜한 돌 벽 앞에 조명을 받
은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해 보았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의 상상

력은 그들에게 관대해졌다.”(173) 구원에 대한 희망은 지금까지 그를 두렵게
혹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존재들조차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
큼의 정신적 여유를 준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감시자로서만 존재했던 감옥의
사람들은 친친나트에 의해 하나하나 생명을 갖게 된다: “친친나트는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불러내서 그들에게 삶의 대한 권
리를 부여하였고, 그들을 부양하였고, 그들을 양육하였다.”(174)
그러나 친친나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지의 소리는 피예르와 간수에 의한
기획된 철저한 기만이었음이 밝혀지며, 친친나트의 희망은 우스꽝스럽게 조롱
받고 좌절된다. 피예르와 로드리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 위를 뒹굴며
부들부들 떨다가 낄낄거리고 웃다가 하면서 친친나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그를 마음껏 비웃는다. 그리고 피예르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 졌음을 고백한
다. 그의 목적은 친친나트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후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
는 것이었다. 이곳의 권력은 그들과 다른 존재가 그 다름을 유지한 채 죽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친친나트의 우정을 얻는 것이었
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완수했다고 말한다. 사형집행인과 사형수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과 애착의 형성이 아니며, 오히려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처형장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처형
대에서 사형집행인의 합법적인 폭력이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예르는 우선 사형수
친친나트의 호의를 얻어야 했다. 피예르는 바로 이 세계의 전제적인 권력의
상징물이며, 그의 우스꽝스럽고 광대 같은 행동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조종하는 근대
권력에 대한 패러디이다. 친친나트의 애착을 얻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후
두 번째 임무는 친친나트를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 Не стану говорить о том, <...> как драгоценна для успеха общего
дела атмосфера теплой товарищеской близости, которая постепенно, с
помощью терпения и ласки, создается между приговоренным и
исполнителем приговора. Трудно, или даже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содрогания
вспомнить варварство давно минувших времен, когда эти двое, друг
друга не зная вовсе, чужие друг другу, но связанные неумолимым
законом, встречались лицом к лицу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ий миг перед
самым таинством.(100)





“우리 공동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사이에 참을성과 친절함의 도움으로 점차 형성되는 따뜻한 동지애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에게 타인으로서, 무자비한 법에 의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성
찬식 바로 직전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 대면을 했던,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야만의 시절을 아무런 떨림 없이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
하기까지 합니다.”(194)

피예르는 과거 야만의 시절 사형수와 사형 집행인이 형의 집행 직전에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사형 집행은 두 주체간의 따뜻한 동지애가 형
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인해 상대를
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파멸적인 실수를 피해야 하며, 사형수의 참을성과 사형
집행인의 친절함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면 사형도 즐거운 놀이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자기합리화에 불과하
다. 과거의 처형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고, 무엇보다 사형수에 대
한 동정과 연민을 야기하였다면, 이제 권력은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
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을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게끔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권력의 자기 표출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사람들
을 공포로 지배하려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친친나트의
영혼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으므로 사형집행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피예르의
선언은 친친나트를 완전히 투명한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 다정한 친구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함께 할 것이며, 사형수는 더 이상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죽음
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피예르는 이것을 “대중의 의지”(196)라
고 말한다. 그는 친친나트와 연애 경험을 나누고 체스 게임을 하고 자신의 이
야기들로 그를 즐겁게 해 줌으로써 그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었고, 다정
한 친구로서 사형장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이것
은 어디까지나 피예르의 입장일 뿐이다. 친친나트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순
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한편 피예르의 광대 같은 행동은 간수들의 감시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친친
나트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시도인 동시에 처형의 근대화에 대한 패러
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처형을 축제처럼 준비하는 피예르의 한바탕의
소동은 권력의 이면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그가 준비하는 처

형은 대규모 연극과 같은 양상을 띠며 도시 사람들은 대단한 구경거리를 기
다리듯이 사형일을 기다리고 있다.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занчено на послезавтра... на Интересной пдощади. Не
могли лучше выбрать... Удивительно! (Продолжает читать, бормоча себе
под нос).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допускаются... Талоны циркового абонемента
действительны... Так, так, так... Руководитель казнью - в красных лосинах...
ну, это, положим, дудки, переборщили, как всегда...(102)
“그래서⋯⋯ 공연은 모레로 예정되어 있군요⋯⋯ ‘재미있는 광장’에서. 더
이상의 훌륭한 선택은 있을 수 없겠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콧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읽기를 계속한다.) “어른들 입장 허용⋯⋯ 서커스 예약권 사용
가능⋯⋯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사형 집행자는 붉은 색 가죽 바지를 입
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데다, 항상 그렇듯이 도를 넘어섰군요⋯⋯.”(197)

친친나트의 사형은 대규모 공연이 될 것이며, “재미있는 광장”에서 사람들
은 한 편의 서커스를 보듯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고, 사형 집행인은 광대처
럼 차려입고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단 근대 이전 처벌의 축제행사가
음울한 성격을 띠고 사형수와 군중들 모두에게 권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반면, 이 소설에서 피예르는 그것을 마치 재미있
는 연극처럼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공포의 순
간조차도 여기서는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친친나트와 같은 불투명한 존재는 죽음조차도 조롱받고 있으며, 투명하고 순종
하는 신체로 변화시킨 후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피예르와 간수들의 노력은 근
대이전의 권력이나 근대 이후의 권력이 그 본질에 있어 전혀 변함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도시 전체 사람들이 사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사형에 관한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자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소년들이
마차의 뒤를 따르고, 소녀들은 꽃다발을 사서 마차에 던져 넣는가 하면, 사형
을 참관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젊은이는 온 가족의 열렬한 배웅을 받으며 자루
와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선다. 이처럼 설레임과 기대로 사형수를 따라 나서
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형은 공포의 상황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여겨진다. 관중들에게 사형의 장면이 극도의 공포
와 사형수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때문에 형벌의 근대화로서 감옥
을 고안했던 것처럼 사형 그 자체의 성격도 놀이처럼 변형되고 있다.
한편 처형 자체는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단두대의 처형에 비견될 수 있





다. 푸코는 단두대가 사형수의 신체에 접촉을 하지 않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감옥이 자유를 빼앗고 벌금이 재산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고 설명한다.38) 19세기 신체형의 거창한 구경거리가 자취를 감추고 육체에 고
통을 주는 극적인 연출을 징벌에서 제외한 이후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형을 행
하는 장치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단두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등장은 프
랑스 혁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연극적 행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에서도 피예르는 단두대와 유사하게 한 번의 칼의
휘두름으로써 친친나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그는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
해 연극의 세트처럼 사형장과 그 주변의 무대를 준비하고 도시 사람들 전체를
관객이 되도록 공연에 불러 모은다. 그러나 아무리 연극이나 축제처럼 처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기하는 공포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 사형의 순간
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구토를 하거나 사방으로 도망가듯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그 공포를 피하려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친나트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인간으로 남게 된다. 친친나트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은 환
영으로 변해버린다. 이전에는 사람이거나 나무이거나 하늘이었던 것들이 벌레
로, 그려진 나무로, 망으로 된 하늘로 변해 버렸고,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모습을 띠게 된 존재는 친친나트가 되었다. 나보코프에게서 권력의 본
질은 철저하게 희화화되고 있다. 이미 피예르의 어릿광대와 같은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권력은 지속적으로 사형수인 친친나트에게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소동으로 끝나고 만다.
친친나트는 감시의 시선 아래에서, 또한 자신을 구하러 온다고 생각했던 미지
의 소리를 들으며 죽음에의 공포를 잠시 잊고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지만 그
것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다. 이 세계의 모든 인간존재, 주위의 모든 사물들
이 거짓과 허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는 미지
의 시간에 부조리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는 근대화된 감시와 처벌, 규율이 가시적인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바꾸었
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친친나트는 감시받은 죄수들, 즉 근대의 인간이 권
력에 자동적으로 복종하는 인형이 되는 것에 저항하고, 죽음을 통해 그 세계
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38) 푸코의 단두대에 대한 이해는 푸코(2010), 38-41 참조.

3. 결론
근대 이전 사형은 관중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을 느끼게 만들었고, 권력자들은 처형이 잔인할수록 민중들의 더욱 절대적인
복종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처형이 잔인할수록 관중들은
사형수를 동정하게 되고 그것이 민중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
문에 권력은 그것을 감옥으로 대체하였다. 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는
하나의 처벌이 다른 처벌로 바뀌었을 뿐 권력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패
러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영지주의 죄
를 저지른 친친나트는 사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투옥되며, 그곳에서 그는 감
시의 시선에 노출되고 그들만의 규율에 길들여지도록 강요받는다. 그는 불투
명한 신체에게서 투명한 신체가 되어야 했으며, 내적으로도 투명해져야 했다.
권력의 은밀한 폭력은 사형 집행인인 피예르의 등장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표
현되고 있다. 친친나트의 탈출에 대한 기대와 좌절, 죽음의 순간을 모르기 때
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구경
거리가 될 만한 공개적 처형에서 행정의 비밀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금고형으
로의 이행은 하나의 처벌 기술에서 그에 못지않은 교묘한 다른 기술로의 이
행”39)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형장으로의 초대 속 권력 역시 그러한 속
성을 반영하고 있다. 극단적인 부자유를 강요하는 감옥은 권력 남용의 또 다
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나보코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그러한 권력의 본질
을 패러디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의 역사를 말하기
훨씬 이전에 작가 나보코프는 권력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자신의 소설 속에
서 문학적으로 구현하였다.

39) 푸코(201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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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ipline and Punish” in V. Nabokov’s Invitation to a Beheading:
On a Basis of M. Foucault’s Genealogical Approach
Park, Hy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 of discipline and
punish in V. Nabokov’s Invitation to a Beheading on the basis of M.
Foucault’s genealogical approach.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it turned out
that the prison cannot decrease the crime rate, and also rehabilitate the
criminals. It was believed that the prison should be a place where the power
observes inmates closely and induces their gradual rehabilitation. But in
modern society it was revealed to be nothing but a place of an abuse of
power and a stiffened mechanism of punishment. Although V. Nabokov’s
Invitation to a Beheading deals with a problem of a discipline and a punish
in an unrealistic world, we can find in this novel a criticism to indiscriminate
and illogical nature of the power in general. The background of Invitation to
a Beheading is a real fortress-prison where Cincinnatus, the prisoner
sentenced to death, is imprisoned before an execu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panopticon that J. Bentham suggested as a perfect
prison and the world of novel Invitation to a Beheading. As Foucault points
out,

though

the

prison

and

quick

execution

are

acknowledged

as

a

privatization of a punishment or a product of modernism,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nature of power to exert absolute influence on public. Just
there is a change of a strategy of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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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문학, 러시아 문화,
유라시아주의, 러시아 이슬람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러시아 문학 속의 카자크 담론 –
숄로호프 작품의 카자크 민족성과 이념의 경계를 중심으로｣, ｢P세대와
거장과 마르가리타 – 신화적 진실과 현실적 허구의 변주곡｣ 등이 있다.

Park, Hye-Kyu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at Hallym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Russian literature, Russian culture, Eurasianism and
Russian islamic society. Her recent articles are “Disputes about the Meaning
and the Limits of Neo-Eurasianism,” “The Soviet Discourse in Sholokhov’s
Works – the Boundary of Cossackdom and an Ideology,” “Generation P
and Master and Margarita: A Variation between the Mythical Truth and the
False Reality.”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2015. 3. 31
2015. 4. 10 ~ 5. 8
2015.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