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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연구는 영국인 부모가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작품 활동을 했던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 1919~

2013)의 작품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The Small Personal Voice,” 1957)에 드러난 레싱

의 글쓰기 정치학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레싱의 글쓰기 정치학은 그녀가

한때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탈퇴했던 경험에 기반한다. 레싱은 작품 전반에서 이러

한 경험에 대해 무자비하고 신랄하게 숙고하고 비판하는데, 그녀의 반-공산주의

(anti-communism)는 때로 패러노이아(paranoia) 즉 망상증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된다.

1930년대 만연된 공산주의에 대한 열풍으로서 “공산주의로 가는 여정과 그 회귀”(7)는 리

처드 크로스만(Richard Crossman)의 편서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 1949)에 실

린 6편의 기고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첨예한

양극 대립을 형성하며 이는 문학에서도 냉전 이후 양극화되는 현상을 낳았다. 헝가리 태생

의 영국 작가로서 1930년대 스탈린 체제에서 벌어졌던 대숙청(Great Purge) 사건을 다뤘던

아서 쾨슬러(Arthur Koestler)는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종교적 개종으로 보고, 이 경험이 일

부 공산주의자에게 있어 개종자만이 경험하는 정신적 무아지경 상태”(23)와 연관되어 있다

고 설명한다. 동시에 쾨슬러는 반-공산주의로 돌아선 변절자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거친

다고 주장한다.

최근 레싱 연구와 연관해서, 쾨슬러가 논한 열성적 공산주의자와 달리 레싱의 공산주의와

의 연관성은 “노선과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상태는 아니었다”(Taunton 251)는 주장

이 일고 있다. 공산당에 가입하기 이전 그리고 입당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레싱은 공산당

의 공식 교리를 초월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는 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최근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기존

의 레싱 연구가들은 1952년에서 1956년까지 영국공산당(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CPGB)에 입당해서 활동한 기록에 근거해서 레싱을 열성적 공산주의자로 규명하려 시도했

던 것은 사실이다.

2010년대 후반 영국의 이스트앵글리아(East Aglia)대학교와 서섹스(Sussex)대학교가 소장

한 레싱 관련 고문서가 공개되면서, 레싱 연구가들은 소설에 반영된 자료에만 기대어 논쟁

을 벌였던 주장이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고문서 연구에서

얻은 흥미로운 결과는 레싱이 1930년대 공산주의로 회귀한 개종자가 보여준 패턴과 다른 정

치적 관점과 노선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더 흥미로운 점으로는 초기에 관여했던 정치

적 활동에서 정치적 관점과 예술적 혹은 미적 관점이 충돌하면서 레싱이 독특한 그녀만의

작가관을 형성했다고 보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 자료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레싱의 정치

적 활동이 아프리카의 남로디지아(Southern Rhodesia; 현재 짐바브웨(Zimbabwe))에서 시작

됐다고 보는 레싱 연구가 매튜 톤튼(Matthew Taunton)의 주장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레싱은 영국인 부모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떠나 이주한 이란 케르만샤에서 태어나



서, 6살 이후로 부모가 옥수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주한 영국 식민지인 아프리카의 남로

디지아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30살에 런던으로 이주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레싱의 일부

작품에는 식민주의(Colonialism)와 인종차별주의(Racism)가 얽힌 정치적 글쓰기가 반영되어

있다. 한 예로, 아프리카의 남로디지아에서 공산당에 가담한 경험과 연관해서, 레싱은 요나

래스킨(Jonah Raski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산당만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치적으로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비록 남아프리카공산당 조직에서

흑인 당원은 극소수였지만 “인종 차이는 무시하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일했

다”(Schlueter 74)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레싱은 처녀작 『풀잎은 노래한다』(The Grass is Singing, 1950)를 포함한 작품

들에서 흑인을 특별히 부각시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야기들』(African Stories, 1964)에서도 일부 흑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레싱은 주로 남로

디지아 백인 정착민과 영국 백인을 묘사했다. 이는 “인종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레싱의 공산

당 가담은 그녀의 국제적 견해 즉, 코스모폴리탄적 견해를 반영”(109)한다는 레싱 연구가 앨

리스 라이드아웃(Alice Rideout)의 주장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집으로』

(Going Home, 1957)에서도 드러나듯이, 레싱은 “작품에서 아프리카나 흑인을 집중해서 다

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작품은 흑백의 인종차별 문제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18-19)고 보

고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다루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레싱은 아프리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국제적 시각에서 인간이 겪는 사회적 문

제를 다루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이에 근거해서, 레싱의

정치적 글쓰기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톤튼은 「편지에 드러난 공산주의: 도리스 레싱과 글쓰기의 정치학」(“Communism

by the Letter: Doris Lessing and the Politics of Writing”)에서 레싱의 초기 정치적 관점의

형성과정을 고찰한다. 다시 말하면, 톤튼은 최근 공개된 고문서와 관련 연구 자료에 의해 레

싱을 정치적으로 기존과 다른 논의 선상에 재-위치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레싱의 정치적 글쓰기 연구는 일차적 자료로서 주로 자서전 『나의 속마음』(Under My

Skin, 1994)과 『그늘 속의 산책』(Walking in the Shade, 1997)이 활용되어 왔다. 일례로,

『그늘 속의 산책』에서 레싱은 1952년 CPGB의 입당을 결심하면서 이미 “공산당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입당한 행위를 “내 삶에서 저지른 가장 신경

증적인(neurotic) 행동”(57)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톤튼은 “신경증이란 용어는 레싱이 공산

당과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내포한 용어”(252)로 작용한다고 본다. 왜냐면 1949년 영국으

로 이주하기 전에 레싱은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구소련) 노선에 대한 다소 경솔하고 서둘

러 형성된 충성심을 이미 버린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레싱이 “실수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252)라고 톤튼은 주장한다. 레싱

은 초기에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공산당 노선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은 잘 알

려져 있는 바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산당의 활동이 전개

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레싱은 공산당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스트앵글리아대학교와 서섹스대학교가 소장한 고문서에 따르면, 레싱은 공산주의에 대해 합

리적이면서도 동시에 회의론적인 양가적 관점을 드러낸다. 레싱의 이러한 “양가적 관점”은,

톤튼이 주장하듯이, “사실주의(realism) 경향과 소설의 관계”(252)에도 반영된다.

1940년대 마르크시즘(Marxism) 관련 문학 이론을 접하며 ‘좌파 독서클럽’(Left Book



Club) 활동과 글쓰기를 지속해 온 레싱은 공산당의 체제선전을 위한 사회주의-사실주의

(socialist realism) 사조와 서구 정전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사조 사이에서 자신의 견해를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하는 상황을 교묘히 피하려 했다. 그러니 195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 “사회주의-사실주의가 표방하는 기계적인 상투적 표현으로 무장한 집단주의와 모

더니즘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원기 왕성한 개인주의”(Harker 54) 사이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톤튼은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서 고문서에서 레싱이 “작가의

상상력을 사멸시키는 속되고 잘못된 낙관주의적 사회주의-사실주의의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예술의 예술적 기능에 대해 몰상식하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분개해야 한다”(258)는 레싱의 주장을 포착해냈다. 이에 더해서 애덤 가이(Adam Guy)

또한 처녀작 『풀잎은 노래한다』를 집필할 때 레싱은 “정치적 성향과 예술의 심미적 자율

성 간에 발생하는 긴장 관계”(11)를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레싱은 공산주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회주의-사실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웠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이의 주장에 동조한 톤튼이 언급하듯이, 레싱은 1950년대 이후 영국

런던에서 작가 경력을 쌓으며 “사회주의-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양극 분열을 극복하기 노

력”(258)했으며, 와중에 작가로서 “예술적 자율성(artistic autonomy)을 확보하려”(252) 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싱의 예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사실주의적 글쓰기는 「작은 개인적인 목소

리」에서 “한 개인이 다수에게 하듯이, 소설가가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로 말하는”(25) 방식

으로 전달된다. 레싱의 문학적 성향은 냉전(Cold War)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도 어느 한

편을 꼭 집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레싱은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서 “대중을 위한 예

술은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과 연계”(25)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레

싱의 정치적 글쓰기는 공산당 노선에서 강요하는 집단성에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된다. 그렇

다고 레싱은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싱은 “소통 불가하고,

무기력하고, 고립된” 집단주의적 글쓰기에 대항하는 정치적 글쓰기를 지속해 가는 “영혼의

건축가”(11)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톤튼은 이러한 레싱이 정치적 성향을 품은 사실주의

적 글쓰기를 통해 “소설은 내재적으로 개인적 형식으로 구성된다”(261)는 작가관을 형성한

작가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해,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 재현된 레싱의 정치적 글쓰기를

고찰하려 한다.

Ⅲ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는 톰 매슬러(Tom Maschler)가 편집한 『선언서』

(Declaration)에 실린 에세이이다. 이 『선언서』는 1950년대 영국에서 노동자 및 중하층 계

급의 새로운 지식인 부류로 부상한 문학 세대로서 부르주아, 즉 유산계급을 거침없이 공격

한 ‘성난 젊은이들’(Angry Young Men generation)의 문학 선언 모음집이었다. 『선언서』

에 실린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를 통해 레싱은 작가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역할과 문학

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 공산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서 레싱은 소설이 기계적으로 “공장, 파업, 경제적 부당함을

다루는 간단한 소책자”(7)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문학 작품은 정치적 의식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10)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레싱은 “절망을 사치스럽게 다루고, 혐오를 수용

하는”(10) 감정적 낭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주의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레싱은 이러한 문학 작품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예로 19세기 소설을 제안하며, “톨스토이,

스탕달, 도스토예프스키, 발자크, 투르게네프, 체홉”(4)을 언급한다. 레싱에게 있어, 사실주의

작품이란 반드시 지적 능력과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실



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판단”(5)을 아우르는 삶의 단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작품

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는 “서구 부르주아 문화를

반영한 세기말적 작품들”(Modern Quarterly 2/1, 75) 에 대한 비평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

1930~1940년대에 사회주의-사실주의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주도한 모더니즘을 “인간의 내면을 다루

는 부패하고 반-사회적인 문학 사조”(Lewis 257)라고 가혹하게 공격한 사실을 알고 있는 레

싱이 이러한 담론을 다룬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레싱은 「작은 개인적인 목

소리」에서 작가로서의 정치적 성향과 세기말적 문학 사조의 충돌로 인한 감정적 혼란에 대

해 진술한다.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서 이러한 레싱의 “감정적 혼란”(Taunton 260)은 기존 레싱

연구가들은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었다. 기존에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는 레싱의 공산당

활동의 이념과 노선을 방증하는 자료로 인식되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레싱의

고문서가 공개되면서 이제 톤튼과 같은 젊은 학자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은 개인적인 목

소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레싱에 관한 문학적 연구 측면에서 보자면, 레싱 연구에서

중요한 이차적 자료 공개는 레싱의 문학 작품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한편, 최근에서야 자료 공개가 성사된 것은 역으로 왜 최근까지 자료 공개를 미뤄왔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이유로는 이미 레싱 자신이

2권의 자서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레싱의 결혼,

이혼, 사랑을 비롯한 사생활과 정치적 활동 배경”(Raina 3)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꺼

리고 또 은닉하고자 한 탓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도리스 레싱: 이면의 삶- 영국 정보국의

MI5 파일을 중심으로』(Doris Lessing: A Life Behind the Scenes- The Files of the

British Intelligence Service MI5, 2021)를 발행한 피터 라이너(Peter Raina)는 레싱의 정치

적 활동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

단”(4)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대담한 묘사를 한 라이너는 생존 당시 레싱이 “인터뷰를 거

부”(255)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 2000)으로 레싱의 일대기를 발

간한 캐롤 클레인(Carole Klein)이 ‘도리스레싱학회’(Doris Lessing Society) 회원과 레싱 연

구가로부터 받았던 무언의 비난을 또한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3년 타계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던 레싱에 관한 ‘은닉된’ 자서전적 정

보는 2019년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된 레싱 탄생 백주년 학술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공

개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Doris Lessing at 100: The Writer’s Quest’이란 제목의 학

술대회를 주관한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의 문학/드라마/창작 학부는 캠퍼스 내에 위치한 세

인즈베리센터(Sainsbury Center)에서 레싱의 고문서를 연구하는 박사 연구원들을 특별 발표

자로 초대했다. 이어 세인즈베리센터는 2019년 9월 13일에서 2020년 2월 9일까지 기획된 ‘도

리스 레싱 100주년’ 전시회에 참석자 전원을 초대했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공개하지 않던 고

문서를 둘러보고 읽거나 요약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때 연구자는 처음으로 레싱의

연애편지, 일기, 낙서장, 원고 초안본, 스케치, 소장품 등을 접할 수 있었다. 대부분 학자들은

레싱에 관한 영국 정보국 MI5의 기록 파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Ⅳ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의 세인즈베리센터 전시회 큐레이터 중 한 명인 톤튼 연구원의 고문

서 연구 결과물인 「편지에 드러난 공산주의: 도리스 레싱과 글쓰기의 정치학」은 35여 년



이상 레싱을 고찰한 연구자에게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 대한 기존 비평에서 벗어나 새

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준 촉매제이다. 톤튼은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와 서섹스대

학교의 자료에 힘입어 “1944~1949년 사이에 레싱이 썼던 200여 통 이상의 편지”(253)를 조

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레싱이 편지를 주고받은 대상은 남로디지아에서 전쟁 중 만났던 영

국왕립공군(Royal Air Force; RAF) 소속의 존 화이트혼(John Whitehorn), 콜 맥도널드(Coll

MacDonald), 그리고 스미시(Smithie)라는 애칭으로 불린 레너드 스미스(Leonard Smith)이

다. 톤튼은 위 3명이 각각, 『황금색 공책』(The Golden Notebook, 1962)의 아프리카 관련

이야기에서 “다른 시기에 사랑에 빠진 인물들”(88)이라고 언급했던 애나 울프(Anna Wulf)

의 연인들로서, “폴(Paul), 지미(Jimmy), 테드(Ted)라는 허구적 인물로 재현”(253)되어 있다

고 설명한다.

톤튼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콜은 제외하고 레싱이 누린 존과 스미시와의 열애는 레싱과

남편 사이의 성적 문제와 결혼 불화설을 일축하는 새로운 자료로 부상한다.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무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질투심이 많았던 고트프리드 레싱(Gottfried Lessing)은 당시

레싱이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랑의 감정 없이 즐길 목적으로 남성을 만나는”(Raina 4)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레싱이 티거(Tigger)라는 애칭을

사용해서 편지를 주고받은 위 3명은, 『황금색 공책』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생(86-87)으로

소개되지만, 실제 모두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Cambridge RAF’로 불리는 이

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레싱과 편지로 문학, 정치, 역사 그리고 당면

문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고, 당시 솔즈베리(현재 하라레)에서 운영되었던 좌파 독서

클럽 회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레싱과 “책을 교환”(Under My Skin 312)하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고 현재의 편지 자료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레싱이 공산주의에 관여

하게 된 초기의 동기는 부분적으로 남로디지아의 인종 문제와 연관해서 시작된다. 백인 중

심의 식민지 체제에서 인종차별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만연되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전통적 노조나 좌파 노조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1945년 3월에 존에게 보낸 편

지에서 레싱은 당시 “백인 노조 운동은 남아프리카 연방(the Union of South Africa)과 남

로디지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

다”(Taunton 253)고 언급한다. 『황금색 공책』에서 애나가 “난 그 도시에서 좌파가 도덕적

힘을 행사하는 유일한 존재여서, 또 인종차별이란 괴물스러운 것임을 당연시하는 유일한 존

재여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82)고 했듯이, 톤튼은 1940년대 남로디지아에서 열성적으로 인

종차별을 반대하는 레싱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란 공산당 말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다. 이러한 톤의 설명에 근거한다면, 레싱이 단순히 방만한 열애를 누리기 위해 공산당원이

되었다고 보는 라이너의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레싱의 공산당 노선은 식민지의 인종차별 문제에 맞서는 유일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마르크시즘이 한동안 일부 급진적 사상가들의 관점을 포섭하는 사상이 되었기는 했지만,

1944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존, 콜, 스미시와 교환한 편지들에서 “레싱의 공산주의에 대한

흠모가 이미 스러지고 있는 상태”(254)임을 보여주는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톤튼은 언

급한다. 때로 레싱은 편지에서 “조이스, 프루스트, 울프, 카프카”를 애독하는데, 정치적 성향

과 “문학의 심미적 자율성이 충돌”(255)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긴장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는 것이다. 특히 1945년 8월 15일에 존에게 쓴 편지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노선에 대해 비

판적이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반추하는 레싱의 고뇌가 드러난다”(254)고 설명한다. 따라서 톤

튼은 이러한 편지들이, 레싱의 1952년~1956년의 공식적인 공산당 활동 이전에, 레싱이 1945

년까지 어떻게 그리고 왜 비공식적으로 공산당 활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

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편지 자료에 따르면, 레싱의 정치적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46년 ‘소비에



트 문학 논쟁’(Soviet Literary Controversy)으로서 안드레이 즈다노프(Andrei Zhdanow)가

주도한 소비에트 연방 내 문화 숙청(cultural purge)이다. 이는 공산당의 체제 유지를 위한

문학 사조를 형성하기 위해 유머와 대중적 글쓰기를 하는 작가 또는 시인의 글을 학술지에

서 퇴출하고, 공산당 노선과 다른 글쓰기를 조장하는 문학 잡지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이러

한 숙청 사건은 공산당의 1930년대 영광을 되찾아 다시 문화와 문학을 활발히 하려는 시도

이지만, 역설적으로 “반-공산주의 소설의 출현을 도모하는 결과”(Harker 42-43)를 낳았다.

이에 의해 톤튼은 이 사건으로 인해 레싱이 “공산주의에서 점점 멀어져 반-공산주의로 전

향”(Taunton 255)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소비에트 문학 논쟁 사건은 CPGB 노선을 따르는 『모던 계간지』(The Modern

Quarterly)에서 상세히 다루며 이 사건에 대한 외부 공격에 방어를 취했다. 톤튼은 레싱이

이 학술지에 실린 글을 읽었고 이로 인해 자신을 공산주의 작가로 위치하는 것에 대해 의문

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1947년 10월 7일 스미시에게 보

낸 편지에서, “정치적 홍보를 위해 파업을 설명하고, 행동에 호소하며, 시대를 반영하는 정

치적 성향의 문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문화 숙청은 “예술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Taunton 256)라고 한 레싱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레

싱이 1945년 5월 3일 콜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더니즘을 가혹하게 평하며 프루스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Taunton 257)고 토로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지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레싱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며 문학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Ⅴ

톤튼이 소개한 고문서 편지들은 허구이든 자서전적 사실이든 레싱의 공산당 활동을 증명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차적 자료로서의 레싱의 개인적 편지들은 종교적

개종자처럼 무아지경에 압도당한 작가가 서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편지들은 비공식적

으로 활동한 공산주의자로서 레싱이 “회의주의, 아이러니, 거리두기에 기반해서 진행한 정치

적 글쓰기를 보여준 훈련 과정”(Taunton 276)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사실주의와 결

부했던 전체성에 직면해서 레싱의 예술적 감정이 발현된 편지들은 레싱의 개인적 경험을 증

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양극화를 거부하면서, 집

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중도를 취하려 한 레싱의 글쓰기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의해 레싱의 「작은 개인적인 목소리」에 드러난 “집단과의 관계에

서 드러나는 개인적 양심의 문제”(18)를 탐구해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