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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그간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탐구되어온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설에서 여러 관념을 다성악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스토옙스키는 

저널리즘 공간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지닌 사회평론가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유형 생활을 전후로 한 사상의 전향과 말년에 이르러 강화된 보수주의가 

도스토옙스키를 평면적 사상가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면, 저널리스트로서 

도스토옙스키는 펠리에톤이라는 장르를 개척하며 일반적 사회평론과 구분되는 

글쓰기를 실천하였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도입될 무렵 저널리즘의 한 장르로서 신문 

일면의 하단에 각종 소식을 전하는 글이었던 펠리에톤은 점차 문예지로 

자리를 옮기며 정보 중심의 연대기를 탈피하게 된다. 펠리에톤이 순수 

저널리즘 장르를 벗어나 문학적 가능성을 발견하던 시기에 도스토옙스키의 첫 

펠리에톤 「페테르부르그 연대기」 (1847)가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에 네 

차례 연재되었다. 수도 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공적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이 펠리에톤은 고유문구, 전형화, 일화와 같은 문학적 

수단을 활용한다. 작가가 임의로 조합한 문구 및 전형은 펠리에톤 내에서 

반복, 변형됨으로써 담론을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몽상가’는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발아될 인물의 습작에 머물지 않고, ‘선량한 마음’, ‘식객’ 등과 

함께 러시아의 공적 삶의 결핍을 드러내는 유형으로 제시된다. 담론의 입체적 

제시를 통한 논쟁성의 지향은 단편 「정직한 도둑」(1848),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1848)에서 구체적 사실로부터 가능한 사실을 도출하는 펠리에톤 

구도로 발전된다.   

 1860년대 자유언론의 시대에 펠리에톤은 문예지들 간에 벌어지는 논쟁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되며, 도스토옙스키가 발행과 편집을 맡았던 『시대』도 총 

3편의 펠리에톤을 연재하며 당대의 주요한 논쟁에 가담하였다. 1861년 상반기 

동안 『시대』의 펠리에톤/잡록란에 게재된 글들은 러시아 사회에서 자유언론과 

폭로가 충돌하는 양상을 몇 가지 잡사(fait-divers)에 비추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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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옙스키는 그 중 톨마체바라는 여성의 푸시킨 작품 낭독이 추문으로 

발전된 사건을 예시로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현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평론과 문예비평을 아우르는 독특한 펠리에톤 비평을 선보이게 

된다. 1863년 『시대』에 실린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는 러시아가 겪어온 

유럽화의 역사를 여행기의 형식으로 서사화한 펠리에톤이다. 이 작품에서 

여행자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유럽화를 가늠하는 지수는 곧 문학이며, 

여분의 장으로 표시된 공간에서 호명된 문학작품들은 도스토옙스키가 포착한 

현실의 정수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된다. 작가의 의도, 경향과 무관하게 

문학작품에 담긴 현실의 한 단면을 부각시키는 논평이 러시아 현실과 문학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필연시하는 대지주의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사실과 

주관이 공존하는 펠리에톤 담화가 완성된다.  

 화두의 선정에서 개별 장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도스토옙스키의 1인 잡지로 

기획된 『작가일기』는 펠리에톤이 하나의 시학으로 발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는 다양한 텍스트가 공명하는 

양상으로 구현되며, 한 가지 이슈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일화, 장면, 반픽션, 

픽션과 같은 예술텍스트가 동원됨으로써 공명은 시학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동일한 이슈를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로 집요하게 반복, 변주하는 구성은 

도스토옙스키가 당대 러시아의 유일한 경향이라 일컫는 자유주의의 ‘평온한’ 

속성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 흐름의 일부로 

간주되는 어린이 교화소, 동물보호협회, 배심원제도, 반전론 등은 이념적 

차원에서보다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논점을 다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박된다. 『작가일기』에 수록되었으나 독립된 작품으로 간주되어온 「온순한 

여인」(1876), 「우스운 인간의 꿈」(1877)을 텍스트 사이의 공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경우 각각 러시아의 재판제도와 동방문제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다. 

 

 

주요어: 펠리에톤, 전형화, 글라스노스티, 잡사, 일화, 반픽션, 공명 

학번: 2009-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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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꾸준히 시도해 온 펠리에톤적 글쓰기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세기 초 저널리즘의 한 장르로 출발한 펠리에톤은 문학적 잠재력을 

지닌 글로 거듭 진화해갔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창작의 주요 

마디에서 선보인 펠리에톤이 이와 같은 장르적 변천에 힘입어 사회평론과 

예술의 경계에 선 독특한 글쓰기로 실현된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창작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의를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도스토옙스키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알아보자.  

 저널리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은 새삼 증명이 필요치 않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잡지 『시대(Время)』, 『세기(Эпоха)』 를 발행한 이력과 

신문을 꾸준히 탐독했던 습관은 그의 창작이 저널리즘과 맺는 친연성에 대한 

주요한 외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 외에 『시민(Гражданин)』의 

편집인으로서의 활동이나 여러 잡지에 시사, 비평적 글을 실었던 경험에 

이르기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저널리즘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실은 무척 

광범위하다. 도스토옙스키의 창작과 저널리즘을 아우르는 연구는 일차적으로 

창작과 관련하여 저널리즘의 어떠한 범주를 유의미한 요인으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어려움에 가로막힌다. 많은 연구자들은 두 영역의 상관성을 단행본 

연구서 중 하나의 챕터에 할애하거나 소논문을 통해서 다룰 뿐 이 주제를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전반의 연구로 확장시킨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저널리즘 혹은 저널리스트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논의의 성격이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도스토옙스키 

비평사에 한 획을 그은 바흐친(Бахтин)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가 작품 속에서 다양한 관념인들을 창조한 위대한 

사상가이기에 앞서 소설가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따라서 비평가들로 

하여금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이념의 논쟁을 이어받지 말고 그의 새로운 

예술적 형식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던 바흐친은 이념 자체의 내용보다 



2 

 

이념들이 끊이지 않는 열린 논쟁 속에서 어우러지는 관계를 다성성이라 

칭했다.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제문제』의 3장 ‘도스토옙스키의 이념’에서 

바흐친은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와 예술가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이념이 운용되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경우 여러 인물들에게 할당된 이념이 대등한 

경합을 벌임으로써 전자의 모놀로그적 종결성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한다. 

평론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예술가 도스토옙스키는 부동의 승리를 거두고, 

이념적 내용은 다성적 예술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1  그러나 바흐친이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와 예술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는 준거가 되는 이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서 보듯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그의 《동일한 사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즉 그의 창작의 예술적 컨텍스트 속에서 그 이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2
 

 

바흐친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상들은 그의 

비문학적 글들에 근거를 둔다. 『시대』,『세기』,『시민』, 『작가일기(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등에 실린 철학적, 종교적 견해로부터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인물들이 피력하는 사상의 ‘원관념(идеи-прототипы)’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흐친의 지적대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바로 그 사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도스토옙스키가 특정 사상을 다양한 

글쓰기 공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출해왔던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 

비문학적 글에서 수사적이고 교조적 울림을 지녔던 사상이 소설에서 본래의 

단성적 맥락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다성성이라는 예술적 구조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바흐친은 ‘저널리스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승리’로 명명한다.  

                                           
1 М.М.Бахтин, Проблемы творчества/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Киев: <<NEXT>>, 1994, с.298-299. 
2 Но с этими же « идеями Достоевского » мы встречаемся и в его романах. Как же мы должны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х здесь, то ест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контексте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М.М.Бахтин, 

с.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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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테마 및 사상을 도스토옙스키가 각각 저널리스트와 소설가로서 

언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19세기 러시아의 보수 사상가인 

레온티예프(Леонтьев)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한다.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러시아 귀족」이라는 논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미성년』을 비롯한 

소설들보다는 『작가일기』가 자신에게는 백배나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모럴리스트, 저널리스트로서의 도스토옙스키의 

절대적 우위를 힘주어 말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공감은 

주로 『작가일기』에서 두드러진 애국주의와 관계된 것이지만, 레온티예프는 

『미성년』을 예로 들어 저널리스트로서의 목소리가 어떻게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를 압도하는가에 대해 말한다. 레온티예프는 『미성년』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귀족을 현실과의 어떠한 접점도 없는 왜곡된 상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분개하며 그의 리얼리즘이 지닌 중대한 결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말미에 주인공 아르카디의 후견인인 니콜라이가 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이 현재의 일시적 현상이길 바라며 고귀함을 회복할 것에 대한 

희망을 비치는 대목에서 레온티예프는 자신의 소설과 배반되는 진실을 

말하고야 마는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의 목소리를 듣는다. 3  즉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 방점을 두었던 바흐친과 달리 레온티예프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미성년』의 의의는 굴절된 예술의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상가의 

윤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귀족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진짜 견해가 

소설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인물들의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 말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평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은 이미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에 

기울어 있는 레온티예프 자신의 편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바흐친과 레온티예프 모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작가에 직접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상이 있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그것들이 

소설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이들의 접근법은 애초에 도스토옙스키에게 서로 화해될 수 없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이 두 

                                           
3  К.Н. Леонтьев, Достоевский о русском дворянстве // Избранное, М.:Рарогь, Московский 

рабочий, 1993, с.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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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중 어느 하나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가에 해석의 심급을 둔다.  

 한편, 저널리스트로서 도스토옙스키가 내놓은 성과를 사상적 자취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수사적이고 단성적인 목소리의 사상가와 작품의 

다성악적 세계를 주관하는 예술가가 맞서는 구도를 부각시켰던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의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곧 그의 뛰어난 예술가적 역량을 

드러내는 계기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저널리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열정, 그의 신문 사랑, 다양한 형상을 띄며 

모순되는 자료가 나란히 그리고 대립되어 광범위하게 펼쳐지며 하루 단위로 동시대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신문지면에 대한 심오하고도 섬세한 이해는 그의 

예술적 바라보기의 근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가 갖는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서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스트로서 쓴 

글들이 그의 사상가로서의 결과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예와 달리, 

위에서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가 현실의 촘촘한 단위와 맞대고 있는 

저널리즘의 자료들을 예술가의 섬세한 안목으로 선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두 가지 정체성이 반드시 상호 배제하는 관계는 아님을 

보여준다. 즉 우리는 저널리스트로서 특정한 사상을 다소 강경하게 주장하는 

도스토옙스키를 알고 있는가하면, 다른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클로즈업된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 예술가적 비전을 동력으로 삼아 밀착되려는 또 다른 

도스토옙스키를 알고 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창작과 저널리즘의 경계를 

긋는 일이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어느 부분을 논거로 취하느냐에 

따라 창작과 저널리즘 사이의 함수가 이분법적 논의에 갇힐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바흐친은 사상적 담론에 잠식돼 있던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예술적 

가치에 주목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시학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4  пристрастие Достоевского к журналистике и его любовь к газете, его глубокое и тонкое 

понимание газетного листа как живого отраж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ий социальной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разрезе одного дня, где рядом и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экстенсивно развертывается 

многообразнейший и противоречивейший материал, объясняются именно основною 

особенностью е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видения. (М.М.Бахтин, с.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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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본 논문을 포함하여 저널리즘을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 이념소의 

근거가 아닌 예술적 코드로서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5  

 도스토옙스키의 저널리즘 활동을 창작 바깥의 공간 혹은 보조적 환경에 

국한시키지 않고 새로운 시학의 원천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기에 쓰인 『작가일기』에 대한 장르적 관심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도스토옙스키 연구자인 투니마노프(Туниманов)는 자신의 1965년 박사학위 

논문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일기』 속 예술 작품들」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립적 

성격이 짙은 세 개의 중, 단편 「온순한 여인(Кроткая)」, 「보보크(Бобок)」, 

「우스운 인간의 꿈(Сон смешного человека)」을 다룬 바 있다. 6  투니마노프는 

일찍이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일기』가 시사평론적 글 이외의 다양한 성분의 

텍스트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위 단편들이 『작가일기』에 수록된 

예술 작품으로서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투니마노프의 분석에서 

『작가일기』가 갖는 위상은 어디까지나 당대 예술작품들이 연재되는 

공간으로서 저널이 지녔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투니마노프는 

「온순한 여인」이 『작가일기』의 여타 텍스트에서 소재를 취하여 창작된 

작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그가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작가일기』는 마치 작품속의 세계와 더 이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창작노트로서만 참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투니마노프는 『작가일기』의 

복합적 구성을 논하면서 시사적 경향의 글과 예술 작품을 평행한 관계 속에서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투니마노프의 이와 같은 접근은 『작가일기』를 독립된 

                                           
5  저널리스트로서의 도스토옙스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탐구욕을 자극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 ‘도스토옙스키와 저널리즘’을 주제로 개최된 제 15회 국제 

도스토옙스키 심포지움(XVth International Dostoevsky Symposium)에 제출된 다양한 성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2013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발표 목록은  

http://www.domrz.ru/data/images/2013/news07/8-140713/8-140613programma.pdf  

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중 일부 발표문들이 Достоевский и журнализм, ред.:В.Захаров. 

К.Степанян, Б.Тихомир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13 (Dostoevsky Monographs ; вып. 4) 으로 

출간되었다.  
6  В.А.Туниман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Ленинград, 1965. 

http://www.domrz.ru/data/images/2013/news07/8-140713/8-140613programm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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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로서보다 후기 장편 소설들의 구상이 이뤄진 창작노트로 보는 

모출스키(Мочульский)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47년에 출간된 

저서 『도스토옙스키, 생애와 창작(Достоевский.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을 통해 

모출스키는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에서 자신의 삶의 일부와 다름없는 

창작의 과정, 그 실험실로 독자를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모출스키가 지금까지도 『작가일기』를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소로 이해하는 

다수의 시각을 대표한다면, 미국의 슬라비스트로서 도스토옙스키와 바흐친에 

정통한 모슨(Morson)은 1981년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작가일기』를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론에 입각해서 논의한다. 8  『작가일기』의 

단일한 예술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 흥미를 느꼈던 모슨은 투니마노프가 

픽션에 국한하여 저널리즘과 예술의 결합 양상을 분석했던 것보다 더 대담한 

관점에서 『작가일기』 전체를 도스토옙스키에 의해 고도로 기획된 미학적 

산물로 규정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메타 유토피아적, 메타 패러디적 

작품으로 읽히도록 고안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모슨은 『작가일기』를 

기존의 문학 전통 및 장르적 관습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려 한다. 

모슨은 『작가일기』의 외적인 형식의 부재를 도스토옙스키의 ‘부조화의 

시학’이라는 전유물 속에서 파악하며, 이를 작가 자신의 현실 인식과 

연관시킨다. 도스토옙스키는 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감수성에 있어 양가적 

태도에 이끌렸기에 어느 한 장르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7 К.В.Мочульский, Гоголь, Соловьев, Достоевский, Paris:<<Ymca Press>>, 1980. 같은 맥락에서 

카사트키나(Касаткина)는 2009년 상트페테르부르그의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서 열린 제 

34회 ≪도스토옙스키와 세계 문화(Достоевский и мировая культура)≫라는 국제 학회에서 

「우스운 인간의 꿈」을 『작가일기』에서의 맥락 속에서 분석한 자신의 발표문이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일화를 예로 들어, 이를 위 작품들이 『작가일기』를 떠나 단독으로 

출간되어 온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한다.Т. Касатки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тексты в составе 《Дневника писател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 Контекстный анализ”,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no.5, 2011. с.285. 이외에 『작가일기』를 이와 병행하여 쓰인 장편소설과 더불어 

고찰하는 연구로는 Kate Holland, The Novel in the Age of Disintegration : Dostoevsky and the 

problem of genre in the 1870s, Evanston, Illinois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3 와 

Долинин, А.С. Последние романы Достоевского : как создавались 《Подросток》 и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Москва – Ленинград,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63을 참조할 수 있다.  
8 Gary Saul Morson, The boundaries of genre : Dostoevsky’s Diary of a Writer and the Traditions of 

Literary Utopia, Evanston, II: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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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견고한 이야기를 쓰는데 실패하는 

과정에 대한 글쓰기’가 된다. 모출스키나 투니마노프가 『작가일기』에서 창작의 

전 단계로 간주했던 부분이 모순의 연구에서는 미학적 차원에서 의도된 

‘실패’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모슨이 이러한 ‘실패’를 

‘문턱의 예술(Threshold art)’로서 『작가일기』가 전경화하는 경계적 속성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펠리에톤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펠리에톤이 스스로의 미완성을 의식하는 메타문학적 장르라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모슨은 『작가일기』의 새로운 장르적 정체성을 서술할 개념을 

확보하고 있지만, 창작의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펠리에톤이라는 장르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인식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모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남겨놓고 있다.   

 펠리에톤이 도스토옙스키 창작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로 이뤄져있는가는 이 장르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주로 익명 내지는 필명으로 작성되었던 관계로 도스토옙스키가 정식으로 

쓴 두 편의 펠리에톤 중 1847년 작인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저자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실은 192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전집에 실리지 않았거나 미확인된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이 다수 있는 걸로 

추정된다. 9  이 시기의 발견은 아마도 1920-30년대 형식주의자들이 소비에트 

시기 풍자 산문으로서의 펠리에톤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무렵 기원을 거슬러 

19세기 펠리에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촉발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0  1930년에 옥스만(Оксман)이 편집한 『40년대 펠리에톤』에 실린 

                                           
9 Julie A. Buckler, Mapping St. Petersbur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99. 1840,1850년대 

도스토옙스키, 곤차로프, 네크라소프, 파나예프, 투르게네프 및 다른 작가들의 펠리에톤은 

“전집(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아카데미판에 애매한 상태로 포함돼 있거나, 19세기 

원본 이후로 재출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전집에 포함되지 않은 도스토옙스키의 익명 

펠리에톤 및 저자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В.В.Виноградов, Проблема авторства и теория 

стилей, Москва : Гослитиздат,1961. 2장 Ф.М.Достоевский как редактор “Гражданина” и как 

автор анонимных фельетонов в нем을 참조할 수 있다.  
10  Фельетон.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Ленинград:Академия, 1927. 소비에트 펠리에톤에 대한 연구는 

Karen L. Ryan, Russian publicistic satire under glasnost’ : the journalistic feuilleton, Edwin Mellen 

Press, 1993와 А. A. Tumarkin, matter of fact: The generation  of the soviet feuilleton, University of 

wisconsin-maidson, 2009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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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로비치(Комарович)의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부르그 펠리에톤 

(Петербургские фельетоны Достоевского)」이라는 소논문이 아직까지도 이 

방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풍부한 논의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20세기 

초반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분위기 이후로 19세기 펠리에톤에 대한 

연구가, 적어도 도스토옙스키의 창작과의 연관 속에서는 더는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코마로비치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페이통이라는 장르가 

러시아 문단에 펠리에톤으로 이식되는 흐름을 개괄한 후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을 자신만의 고유한 장르로 발전시키게 되는 과정을 주로 초기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록 30페이지를 갓 넘는 분량에서 모든 작품을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그는 펠리에톤이라는 장르가 도스토옙스키로 

하여금 소설가로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서사 구조를 터득하도록 한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함으로써 펠리에톤의 의의를 해당 장르의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이후 창작의 중요한 동력으로까지 끌어올린다.11  

 프랑스의 문예 장르인 페이통(feuilleton)은 1830년대에 러시아에서 

펠리에톤(фельетон)으로 표기되며 본격 수용되었다. 1820년 『러시아 통보』에 

처음으로 페이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지만, 펠리에톤이 저널리즘의 한 

장르로 정착된 것은 1830년대에 당시 최고의 상업적 성공을 누리고 있던 두 

잡지, 불가린의 『북방의 꿀벌(Северная пчела)』과 센코프스키의 『독서를 위한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для чтения)』을 통해서였다. 페이통/펠리에톤이라는 용어가 

유통되기 전으로 이 장르의 기원을 추적해 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9세기에 

와서 약화된 풍자의 정신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볼테르, 디드로를 시초로 

하여 대혁명 시기에 확산된 팜플렛 형식의 정치 평론에서 페이통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 러시아 역시 18세기에 발달했던 풍자적 저널리즘이 

펠리에톤의 전사(前史)로 거론된다. 12  프랑스에서 별쇄지, 또는 신문 하단의 

글쓰기로 출발한 페이통은 나폴레옹의 반동과 더불어 정치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신문이 구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11 В.Л.Комарович, Петербургские фельетоны Достоевского, с.89-124. In: Фельетоны сороковых 

годов , Ред. Ю.Г.Оксмана, <<Academia>>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30. 
12  Фельетон //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11 – 1939. 689-695. (http://feb-

web.ru/feb/litenc/encyclop/leb/leb-6892.htm 검색일 : 2015.11.23.)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b/leb-6892.htm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b/leb-68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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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었다. 따라서 페이통은 오락성, 흥미 위주의 다양한 소식들로 

채워졌다. 13  19세기 초 러시아에 소개된 페이통은 프랑스에서 점차 대중적 

성격을 굳혀가고 있던 장르였으며, 그 중에서도 페이통 전파의 가장 확실한 

매개체가 것은 소설-페이통(roman-feuilleton)이라는 연재물이었다.  

 그 동안 지적되어온 도스토옙스키와 펠리에톤의 관련성은 자신의 첫 소설-

펠리에톤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뚜렷한 옹호 발언에 근거한다.   

 

 Если я написал фельетонный роман(в чем сознаюсь совершенно), то виноват в этом я 

и один только я. Так я писал и всю мою жинзь, так написал всё, что издано мною, 

кроме повести <<Бедные люди>> и некоторых глав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 (20:133)  

내가 펠리에톤적인 소설을 썼다면(나는 이 점을 완전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 잘못은 

전적으로 내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있다. 나는 한 평생 그렇게 써왔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집의 기록』 의 몇몇 장을 제외하고 나는 출판된 모든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썼다.   

 

 펠리에톤이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위 발언은 1861년 첫 장편소설인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을 

계기로 시간에 쫓기는 자신의 창작방식을 해명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뛰어난 재능을 역마처럼 몰아세움으로써 문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작가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펠리에톤적 활동(Фельет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동료 작가 그리고리예프가 우려를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펠리에톤에 함축된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원칙은 단순히 그의 ‘역마’ 신세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이 소설-펠리에톤으로서 갖는 의의는 이 무렵 그가 소설가이기에 

앞서 한 잡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었다는 사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로스만(Гроссман)은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생활동안 바뀐 문학계의 판도를 

                                           
13 Karen L. Ryan, p.1-3.  
14  도스토옙스키는 그리고리예프가 말한 ‘펠리에톤적 활동’이 자신의 소설-펠리에톤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을 지시한다고 확신하였으나, 페르시키나는 그리고리예프의 

발언이 잡지 『시대』의 펠리에톤란에 들인 도스토옙스키의 노고를 의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А.Н. Першкина, 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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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잡지 못한 결과 1840년대에 유행했던 소설-펠리에톤이라는 낡은 장르로 

회귀한 것이라 지적하며, 실제로 도스토옙스키의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은 1842-1843년에 프랑스에서 외젠 쉬(Eugéne Sue)가 연재하며 상당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던 『파리의 신비(Les Mystères de Paris)』의 모방작으로 

일컬어진다. 15  경제적 필요에 의해 글을 써야 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 소설의 

대중적 성공은 중요한 지향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의 성공은 곧 이 소설이 실리게 될 자신의 잡지 『시대』의 성공과 

맞물린 문제였다. ‘공간의 개념화’라는 주제로 『시대』를 분석한 바틀(Bartle)의 

연구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러한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틀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저널에 실리게 될 다양한 종류의 글을 

선별하는 일뿐 아니라, 그것들을 병치(juxtaposing)하는 데도 적잖은 관심을 

기울였다.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줄거리에 현혹된 독자들이 이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을 단계가 되자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점차 잡지의 중앙으로 옮겨 배치하였는데, 바틀은 

이러한 구성상의 변화가 독자로 하여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표현된 

이념들이 해당 호에 실린 다른 기사들과 어떻게 호응하는지 살펴보도록 

                                           
15 Леонид Гроссман, Достоевский, Москва :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62, с.243. 그로스만의 지적과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을 창작하면서도 『파리의 신비』와 

차별화되는 펠리에톤 기법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두 소설에서 사건을 진전시킴과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로 등장하는  주인공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외젠 쉬의 소설-

펠리에톤과 독자 대중’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 맥닌치에 따르면, 『파리의 신비』는 도시 

하층민의 실상과 불평등을 보고한 사회소설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부르주아의 도덕적 

위계(moral hierarchy)를 바탕으로 설계된 매우 보수적인 소설이다. 이 도덕적 위계의 정점에 

주인공 루돌프가 존재하며, 각기 다양한 사연을 지닌 노동자들의 삶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루돌프는 이들이 악덕에 빠지지 않고 타고난 도덕적 힘으로 갱생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신화로 제시된다고 한다. (R. James McNinch, Nineteenth-century popular french fiction : The 

roman-feuilleton and the reading public of Eugène Sue, Thesis(Ph. D.)- Univ. of Essex, 1975.) 즉 

『파리의 신비』가 다양한 파불라와 도덕적 가치를 루돌프라는 인물 하나에 수렴시키고 

있다면, 처음 『시대』에 게재되었을 무렵 달렸던 부제 ‘실패한 문인의 수기로부터(Из записок 

неудавщегося литератора)’가 말해주듯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의 서술자 이반 

페트로비치는 작품 속에서 실제로 변변찮은 소설가일 뿐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통해서 본래의 도덕관을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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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16  바틀의 연구에서 우리는 도시를 배회하며 

관찰하는 한 개인에 의하여 현실의 다양한 국면들이 꿰어지는 펠리에톤의 

창작원리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독특한 저널리즘 시학의 단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레바(Рева)의 연구는 펠리에톤을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전반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예이다.17 레바는 1847년 첫 

펠리에톤인 「페테르부르그 연대기」, 그리고 후기에 집필된 『작가일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펠리에톤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 외에도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에 펠리에톤적 요소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나 레바는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실제로는 펠리에톤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문다. 예컨대, 

펠리에톤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이 기술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형식적 측면을 기준으로 『악령』이나 『작가일기』가 바로 그러한 

개성적 인격의 서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작품들의 

펠리에톤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서술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결국 작품에 나타난 평론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펠리에톤적 요건으로 서술자의 존재를 지목하는 방식은 기계적 적용에 

불과해보이기도 한다. 이 외에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단상 속에서 탄생한 

‘몽상성(мечтательство)’ 테마가 소설 속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환상과 현실 

                                           
16 John Bartle, Conceptualizing the space of a journal’s pages: Dostoevsky as editor of Time, Canadian 

Slavonic Papers/Revue canadienne des slavistes; Vol. XL, Nos. 3-4, Sep-Dec 1998, p.373 ; 

바틀보다 조금 앞서서 토드 3세는 장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과 연재 출판의 시학 사이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토드 3세 역시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소설 중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연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줄거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테마적 연관성에 있어서도 독자들이 각각의 

권들을 능동적으로 연계하여 읽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William Mills Todd 

III, “The Brothers Karamazov and the Poetics of Serial Publication”, Dostoevsky Studies Volume 7, 

1986.)   
17 Екатерин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Рева, Жанр фельетона в творчестве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поэтика 

внутрижанровых связей), Пензе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В.Г.Белинског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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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괴리로 연결됨을 밝혀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대기와 초기 단편 

사이의 주제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장르의 의의를 

고찰해온 기존 연구자들과 크게 변별되는 부분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을 새로이 규명함에 있어서 펠리에톤이 유의미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예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글쓰기에 나타난 펠리에톤 장르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그의 저널리즘 활동을 1840년대 후반, 1860년대 초, 

1870년대 후반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독립적인 

저널을 만들고자 하는 지향이 뚜렷해지며, 펠리에톤 장르의 활용에 있어서도 

고정된 형식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도스토옙스키가 기존의 

펠리에톤을 고유하게 해석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2-1장에서 

1840년대 러시아 문학장과 펠리에톤의 관계를 살펴본 후, 2-2장에서 1847년 

도스토옙스키가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에 연재했던 4편의 펠리에톤 

「페테르부르그 연대기」를 상세히 분석하게 될 것이다. 2-3장에서는 4편의 

펠리에톤 분석에 이어 유사한 펠리에톤 화자를 서술자로 갖는 두 개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과 「정직한 도둑」 에 나타난 펠리에톤 

구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도시의 산책자로 등장하는 

펠리에톤 화자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도스토옙스키 이후의 소설 속 유형인 

몽상가의 습작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공상 사이의 독특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펠리에톤 퍼스펙티브로 기능함을 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형 미하일과 공동으로 잡지 『시대』를 운영하면서 

시도한 두 가지 형태의 펠리에톤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3-1장에서는 

러시아의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글라스노스티(자유언론)’에 

대한 동시대의 연대기로서 1861년 『시대』에 반 년 동안 연재되었던 익명의 

펠리에톤들을 검토한다. 여전히 이 펠리에톤들의 저자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자유언론과 폭로의 문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그 중에서도 당대 오랜 논쟁을 낳았던 톨마체바 사건이 

여러 펠리에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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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에톤은 톨마체바라는 여성이 푸시킨 작품의 일부를 낭독함으로써 파생된 

논란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민족 간의 정신적 

유대를 강조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대지주의 철학이 문학과 현실의 접점을 

중요시하는 펠리에톤적 비평을 통해 웅변될 수 있었음을 뜻한다. 3-2장에서는 

여행기 펠리에톤으로 창작된 유럽인상기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가 

대지주의 철학과 펠리에톤 비평의 결합을 토대로 하되, 도스토옙스키 개인의 

보다 강화된 주관적 논평을 통해 독자의 대응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4장은 도스토옙스키의 1인 잡지 『작가일기』를 펠리에톤 시학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오로지 도스토옙스키 개인의 선택과 필요로 빚어진 복합적 구성 

속에서 어떠한 독법이 가능한가를 시험해보았다. 『작가일기』에서 일정한 

이슈가 다양한 텍스트를 관통하면서 의미론적 연관관계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공명(共鳴,resonance)의 수사학’으로 정의한 고딘(Gordin)의 논의를 빌려, 본 

논문에서는 일화, 장면, 회상, 단편과 같이 허구적 성격을 띠는 글들과 건조한 

평론이 공존하는 구성을 ‘공명의 시학’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작가일기』에 실린 예술적 텍스트들을 독립된 작품으로 이해해 온 경향에서 

벗어나, 예술텍스트들이 현실의 구체적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소용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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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펠리에톤과 몽상가-산책자의 퍼스펙티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이력에서 1847년은 무엇보다도 등단의 은인 

벨린스키와의 결별로 특징된다. 벨린스키는 도스토옙스키가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의 급작스런 성공의 부작용으로 수준 낮은 후속작을 양산할 새도 없이 

두 번째 소설 『분신』에서 가파른 실패를 겪었다고 회고한다. 18  『프로하르친 

씨』와 『여주인』에 대한 혹평을 마지막으로, 당대 유명 비평가는 신인 작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1849년 페트라솁스키 

모임에서 체포되어 10년의 유형생활로 강제되는 경력의 단절까지 고려하면 

1847년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쉬이 끝나지 않을 문학적 내리막길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1847년은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솁스키 모임에 

정식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개인사적 불행의 시작과 문학적 

빈곤을 상징하는 듯한 이 해에 역설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그 

문학장에서 동시대 작가들과 나란히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창작의 

실패로 인한 문학적 고립을 보상받는다.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Санкт-

Петербургские ведомости』 펠리에톤 주간(主幹)이었던 구베르(Э.Губе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총 4회에 걸쳐 

「페테르부르그 연대기」라는 펠리에톤을 연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1847년 

부유한 서적상인 올힌(Ольхин)과 저널리스트이자 번역가인 오치킨(Очкин)을 

새로운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영입하면서 ‘정치와 문학의 신문’을 표방하게 된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는 지면 확장에 따른 개편을 통해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펠리에톤란을 새로 꾸린다. 흔히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18  В.Г.Белин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3 томах, т.10, с.98. 벨린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그 통보』의 펠리에토니스트인 구베르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재능이 비평적 농간에 희생된 사례로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을 언급하자,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이에 반박한다.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단의 찬사가 쏟아지기 이전에 이미 출간되었기 때문에 구베르가 지적하는 것처럼 

『분신』의 실패를 무분별한 비평에 따른 재능의 추락과 관련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벨린스키는 푸시킨과 마찬가지로 도스토옙스키 또한 과도한 찬사나 무자비한 공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시적 본능에 충실한 작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비평에 역량이 좌우되는 작가라면 그가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학과 

공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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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중 하나로 알려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Петербургская летопись)」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에서 신설한 펠리에톤란(отдел)의 특별 

코너(специальный раздел)의 명칭으로서, 여러 작가들이 익명 또는 필명으로 

돌아가며 기고를 맡았던 글이다. 19  따라서 작가 개인의 역량을 쏟는 단일한 

작품 창작의 경우와 달리 신문에 마련된 공적 공간에 임시 거주하면서 공동 

집필에 가까운 창작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인이 저널리스트를 겸하게 

되는 문학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에 비추어 신문의 주어진 항목에 연재를 

맡게 된 일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또 다른 이력의 추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1840년대 중반 페테르부르그 문학장에서 펠리에톤은 귀족 출신이 

아니거나 가난한 귀족 출신인 러시아 작가들이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등용문으로서 편집진은 일정한 재능이 엿보이는 

젊은 작가들에게 그 집필의 기회를 제공했다. 20  따라서 1847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 필진에 합류하게 된 도스토옙스키는 창작의 막다른 길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 2의 등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1840년대 러시아 문학장과 펠리에톤의 진화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도입된 이후로 러시아 문학이라는 새로운 토양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펠리에톤은 저널리즘에서 문학으로 자신의 위상을 점차 

높여나갔으며, 이는 무엇보다 이 장르의 공간적 진화에서 두드러진다. 

버클러(Buckler)에 따르면, 1830년대 후반 러시아의 펠리에톤은 신문에서 

잡지로 둥지를 옮김으로써 보다 고상한 문학적 형식이 되려는 열망을 

드러냈다.21 러시아 문학과 펠리에톤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한 대표적 연구자인 

주르비나(Журбина)는 문학의 1차 광범위한 ‘민주화’가 이뤄진 1840년대에 

펠리에톤이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나갔는가에 

                                           
19 В.С.Нечаева, Ранний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49, Москва: Наука, 1979, с.193-195.  
20 Julie A. Buckler, p.99-100. 
21 Julie A. Buckler,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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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다. 22  펠리에톤이라는 장르가 문학에 가까워짐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특수한 상황은 19세기 러시아 저널리즘과 문학 사이의 전도된 

역할과 관계가 있다. 니콜라이 1세의 치하에서 대부분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모색은 문학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기반이 된 것은 소위 ‘두꺼운 

잡지(толстый журнал)’들이었다. 반면, 언론의 중심이어야 할 신문은 검열의 

위험 속에서 제대로 된 공론장의 구실을 하지 못하거나 모든 비판적 목소리가 

말소된 채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한 상태였다. 23  관제 언론의 틈바구니에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대신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예지에 해당하는 ‘두꺼운 

잡지들’이었다. 그 중 당대 가장 진보적 잡지였던 『조국잡기(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와 『동시대인(Современник)』은 1840년대 전반기 문학의 ‘민주화’의 

한복판에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거침없는 논쟁을 주도했다. 바로 이들 

잡지를 중심으로 벨린스키가 재능 있는 작가들 다수를 끌어 모아 ‘자연파’를 

형성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840년대에 펠리에톤이 신문에서 문예지로 기반을 옮기면서 

사회평론으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파’의 주요 

장르였던 생리학적 오체르크와의 차별화를 통해서이다. 디아니나(Dianina)에 

따르면, 펠리에톤과 생리학적 오체르크는 1830,40년대 도시 문화 및 

저널리즘의 발흥에 따라 널리 유포되었던 하위 문학의 형식(minor artistic 

forms)이다. 두 장르 모두 도시적 삶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전형화(typing)를 

시도하지만, 생리학적 오체르크가 객관적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면 20세기까지 

남아있었던 러시아 펠리에톤은 문체적 과잉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였다. 24 

투니마노프는 프랑스와 러시아 펠리에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문체적 

                                           
22 Е.И.Журбина,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ублицистчиеских жанров, Москва : Мысль, 

1969에서 7장 러시아 사실주의 펠리에톤의 형성(Формирование русского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фельетона)을 참조할 수 있다.  
23 러시아 문학 외에 문학비평, 외국문학 번역, 그리고 철학적, 역사적 자료를 실은 월간잡지는 

책의 부피가 컸기 때문에 두꺼운 잡지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초반 월간평론지들은 

일간 또는 주간 출판물보다 영향력이 컸으며, 검열로 인해 매일매일의 정치적 사건을 보도, 

논평하는 것이 주간, 일간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날드 힝글리,  『러시아의 

작가와 사회』, 이항재 옮김, 서울 : 현대미디어, 2001, p.235-237. 
24 Katia Dianina, The Feuilleton: An Everyday Guide to Public Culture in the Age of the Great 

Reforms,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47, No. 2, 2003,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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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스캔들 요인, 대화의 현란함, 언어 및 문체적 실험, 역설에의 충동 ; 확연한 작가적 

무책임, 서사의 변덕 ; 재미와 오락의 지향, 무질서, 끊김, 고의적 함구.
25

 

 

 오체르크의 변천사에 주목하여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 과정을 살피고 

있는 체이틀린(Цейтлин) 또한 1840년대 펠리에톤과 오체르크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을 묘사함으로써 풍속의 생생한 그림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갖는 

장르적 친연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체이틀린은 오체르크와 달리 펠리에톤이 

달력을 기점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선택된 주제에 대해 ‘수다’를 떨 권리를 

누림으로써 주관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보았다. 26  작가의 개성과 자유로운 

필치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관성이야말로 펠리에톤이라는 작은 형식을 문학과 

시평의 두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경계의 장르로 인식되게 한 주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주르비나에 따르면, 오체르크와 펠리에톤은 예술과 평론의 두 

측면을 모두 체현하고 있지만, 두 장르의 자기인식 및 문학사적 이해의 과정을 

볼 때 그 혼합적 양상은 흥미로운 차이를 드러낸다. 오체르크 작가들은 자기 

장르의 순수 예술성을 부단히 강조함으로써 사회평론과의 연관성을 가급적 

차단하고자 한 반면, 펠리에톤은 순수 ‘신문’ 장르로 분류되면서 예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따금 짧은 풍자 산문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즉, 두 장르가 예술과 사회평론 사이에서 지향한 부분과 실제 문학이론가 및 

비평가들에게 규정되는 방식이 미묘하게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주르비나는 

                                           
25  элемент скандала, диалогичес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мент, тяготение к парадоксальности; известная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автороа, 

капризность, прихотливость повествования ; ориентировка на занимательность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некоторая хаотичность, оборванность и не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В.А.Туниманов, с.170) ; 자하로바는 투니마노프와 거의 동일한 펠리에톤적 발화의 특성을 

제시하되, ‘화제성에 대한 강박, 이데올로기적 다양성, 뚜렷한 설명(extreme topicality, 

ideological diversity, constant stipulation)’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T.V.Zakharova, “‘Dnevnik 

pisatelia’ I ego mesto v tvorchestve F.M.Dostoevskogo 1870-x godov’”(dissertation: Leningradski 

Gosudarstvennyi Universitet, 1974), с.59, Deborah A. Martinsen, Literary journalism in imperial 

rus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165에서 재인용. 
26 А.Г.Цейтлин, Становление реализм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осква : Наука, 1965,с.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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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르의 정의를 둘러싼 혼란 그 자체가 오체르크와 펠리에톤에 순수 

예술성과 순수 사회평론적 성격이 불가분 혼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본다. 27  이때 이론 및 비평가들이 ‘괄호 친’ 속성은 곧 그 장르의 문제적 

지점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펠리에톤을 문학사에서 자리매김할 

때 의미 있는 자질로 거론되는 것은 풍자적 요소이다. 그러나 펠리에톤에 있어 

이 풍자의 정신은 날 것으로서의 현실을 다루는 시사적 감각이 뒷받침되는 

한에서 유효하다. 펠리에톤의 풍자는 결국 당대의 문제적 현실을 정확히 

겨누기 위해 필요한 문학적 태도이다. 따라서 풍자의 칼날 끝에서 

동시대인들은 당면한 현실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티냐노프(Тынянов)는 사실에 대한 접근에서 나타나는 펠리에톤의 

경계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사실을 가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펠리에톤은 문학적 현상이지만, 사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문학 외(外)적이다. 모든 기능은 필요불가결하며, 이 두 기능들의 통일이, 

즉 세태 묘사적 기능과 예술적 기능의 교차가 펠리에톤의 본질을 이룬다.
28

   

 

문학적으로 가공된 사실에 대한 펠리에톤의 문학 외(外)적 태도의 한 예로 

풍자가 예술적 효과를 통해 지향하게 되는 사회비판의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파이코프(Пайков)와 소로킨(Сорокин)은 비록 펠리에톤이 유머와 

풍자에 기대어 자유분방한 논평을 선보일지라도, 대상을 다루는 희극적 

뉘앙스로 인해 지적, 이데올로기적 비평의 계열로 발전할 수는 없었음을 

지적한다. 29  그런 의미에서 크루즈(Cruise)가 제안하는 ‘비공식 비평(unofficial 

criticism)’이라는 범주는 매우 유용하다. 크루즈는 1840년대 보드빌, 펠리에톤, 

오체르크, 문학적 만평, 풍자 선집 등 산문에서 시도되고 있는 풍자를 ‘비공식 

                                           
27 Е.И.Журбина, с.6-7.  
28 по методам разработки факта фельетон - явление литературное, по своему отношению к факту 

- вне-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е функции необходимы, и именно соединение их, переключение 

бытово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функции составляет суть фельетона. ( Ю.Тынянов, Б.Казанский, 

От редакции, с.7 In : Фельетон-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Ленинград : <<Academia>>, 1927)  
29  Н.Н.Пайков, А.А Сорокин, Феномен Некрасовского фельетона в контексте литературных 

исканий эпохи, Вестник славянских культур, Т.17, no.3, 2010, с.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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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또는 ‘풍자 비평’으로 일컫는다. 그녀가 ‘비공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친밀함에서 오는 비평의 엉성함, 무성의함이다. 즉 위 장르들을 

통해 실현되는 풍자의 핵심은 스스로 2군을 자처하는 가운데 달성하게 되는 

비평적 효과에 있다. 객관성, 역사적 정확성, 건전한 판단을 저버리는 가장 덜 

분석적인 비평을 통해 풍자의 신랄함이 가중된다는 것이다.30  

 이상에서 본 연구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펠리에톤이 객관적 기록으로서의 

오체르크와 본격 비평 사이에서 위치하며 고유의 사회평론적 색채를 

발달시켜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하에서는 1840년대 문학장에서 

활동했던 문인 및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동시대 장르로서 펠리에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 장르의 구체적 진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신문 펠리에톤의 본질적 변화는 바로 이 자기반성의 의식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가 실린 시점을 전후로 집필된 각각 

두 편의 비평문에서 벨린스키는 ‘우리시대의 펠리에톤’에 대한 짤막하면서도 

선명한 평을 제시한다. 첫 번째 비평문은 1847년 2월 잡지 『동시대인』의 

‘잡록(Смесь)’란에 실린 「동시대에 관한 메모(Современные заметки)」이다. 이 

글에서 벨린스키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의 4호에 실린 펠리에톤 

「1846년의 러시아 문학」의 저자인 구베르를 상대로 자연파 및 

슬라브주의자들에 관한 논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러시아 펠리에톤을 둘러싼 

포괄적 단상을 드러낸다. 다음과 같은 비관적 전망은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의 펠리에톤 필자들의 활약을 치켜세우기 위한 조건부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문학장에 적합한 펠리에톤이란 무엇이며 러시아 공중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벨린스키의 가감 없는 견해에 해당한다.  

 

Фельетон составляет существен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сякой газеты. К сожалению, 

фельетон у нас пока еще невозможен. Что такое фельетон? Это болтун, по -видимому 

добродушный и искренний, но в самом деле часто злой и злоречивый, который все 

знает, все видит, обо многом не говорит, но высказывает решительно все, колет 

                                           
30 Edwina Jannie Cruise, The Natural School in Satirical Criticism, Ulbandus Review, Vol.2, No.2, 

1982, 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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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пиграммою и намеком, увлекает и живым словом ума и погремушкою шутки...Где ж 

ужиться с фельетоном русской публике, которая так церемонна, серьезна, чопорна, с 

таким избытком одарена великодушною готовностию благоприлично скучать, так 

уважает, даже вчуже, благонамеренную наружность? Оттого наш русский фельетон, 

как и наш русский водевиль, так приторен в своих любезностях, так скучен и вял в 

своем остроумии, а главное - так мало изобретателен на предметы разговора! Бедняжка 

вечно начинает или с того, что в Петербурге всегда дурная погода, или с того, как 

трудно ему, фельетонисту, писать по заказу, когда вовсе не о чем писать, а в голове 

пусто... Вот тут-то, в припадке фельетонного отчаяния, желая быть остроумным во что 

бы ни стало, восклицает он иногда: "Зачем у нас так много полуплохих журналов, а не 

один хороший журнал?" На что зевающий читатель может ответить ему: "Скажите-ка 

лучше, зачем все ваши фельетоны так положительно плохи; что бы вам написать хоть 

один порядочный?"...  31 

펠리에톤은 신문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불행히도, 우리에게 펠리에톤은 아직 

불가능하다. 펠리에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뜻 마음 좋고 진실한 수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보다 사악하고 독설적인 수다에 가깝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발설하기도 하며, 제사와 암시를 통해 정곡을 찌르고, 생기 넘치는 지적인 말과 

농담을 짤랑대며 흥미를 유발한다. 러시아 공중처럼 격식 있고 진지하며 까다로운 

이들에게 펠리에톤이 자리 잡을 구석이 어디 있단 말인가? 넘치는 관대함으로 

우아하게 권태에 시달릴 채비를 하고, 외관상 온건한 사상을 지닌 것은 먼발치에서도 

그토록 존중하는 러시아 공중에게? 우리 러시아의 펠리에톤은 보드빌처럼 공손함에 

있어서는 감미롭기 그지없지만, 기지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도 지루하고 시들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야깃거리에 있어서 창의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련한 

필자는 늘 페테르부르그의 열악한 날씨를 지적하거나, 도무지 쓸 것이 없고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주문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푸념으로 글을 

시작한다.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하고자 하는 그는 펠리에톤적 절망의 발작으로 

이렇게 외친다 : “어째서 우리는 어중간한 수준의 잡지만을 다량으로 보유할 뿐, 

제대로 된 좋은 잡지 하나 갖지 못했는가?” 늘어지게 하품하는 독자는 이렇게 응수할 

것이다 : “어째서 당신네 펠리에톤들이 전적으로 나쁜 것투성인지 묻는 게 낫지 

않겠소 ; 단 하나라도 그럴싸한 펠리에톤을 써보는 것이 어떨지?”...      

  

                                           
31 В.Г.Белин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3 томах, т.10, с.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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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이 잡록란에 실렸다는 것은 펠리에톤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논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벨린스키가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신문 또는 잡지의 잡록란과 펠리에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 

논문 3장에 가서 보다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저널의 잡록란이 

필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논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지정된 

공간이었다는 것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앞의 글에서 벨린스키는 러시아 

펠리에톤의 가장 큰 문제인 기지의 부재를 한탄하고, 그 구체적 근거로 화제의 

빈곤을 꼽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들어서 알되 말을 낭비하지 않고도 

핵심에 가닿는 기지를 뽐내기는커녕 소재 고갈에 시달린다는 비판은 펠리에톤 

작가들의 무능을 겨냥하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 공중의 고상한 취향을 

설명하는 대목은 러시아에서 펠리에톤적 기지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 원인을 짐작케 하는 암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단락에서 

벨린스키는 자신이 펠리에톤적 기지의 한 요건으로 제시한 선량하면서도 

신랄한 수다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러시아 공중을 예찬한다는 

인상을 주는 ‘우아한’, ‘관대한’ 등의 표현은 권태와 사상적 온건함의 본질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러시아 공중의 

뛰어난 권태 수용 능력과 사상적 온건함 사이에 생략된 모종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32  온건함으로 번역되는 благонамеренный는 

사전적으로 ‘국가의 권력과 기성 질서에 충실한 태도’를 뜻한다. 즉, 온건함에 

대한 러시아 공중의 존중은 체제 유지적인 것에 길들여진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온건한 범주를 벗어난 사고에 위험과 제약이 따른다면, 

그것은 응당 화제에 올릴 수 있는 이야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 경우 

                                           
32  예프레모바(Ефремова)사전에 의하면, благонамеренный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좋은, 

선량한 의도를 갖는(Имеющий хорошие, добрые, благие намерения), 2.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도를 갖는, 기성 질서에 충실한 (Имеющий намерения, не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принятым в обществе законам ;   хранящий верность существующему 

порядку). (http://dic.academic.ru/dic.nsf/efremova/142296 검색일 : 2016.1.25.) ; 네차예바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간략히 다뤄지는 상류층 공중(светская 

публика)의 모습은 러시아 공중에 대한 벨린스키의 정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벨린스키가 

지적한 러시아 공중의 권태는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에서 ‘유럽 문화를 의무적으로 

향유하지만 어떠한 열광이나 탐닉도 낯설어’한다는 구체적 맥락을 얻게 된다. (В.С.Нечаева, 

с.209.)   

http://dic.academic.ru/dic.nsf/efremova/14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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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는 자 모두에게 만연하게 될 권태는 어느 한 쪽의 자질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징후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앞의 글 말미에 

권태에 능한 독자와 쓸 것이 없는 펠리에톤 작가가 주고받는 상호비방은 

러시아 언론이 처한 악순환에 대한 쌍방의 불완전한 문제의식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비평은 『동시대인』의 ‘비평과 신간 소개(Критика и 

Библиография)’란에 1848년 1월과 3월 두 번에 나뉘어 실린 「1847년 러시아 

문학에 대한 시선(Взгляд на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1847)」이라는 글이다. 이듬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벨린스키는 앞으로도 러시아 문학은 자연파가 낸 

길을 따라서 진보(прогресс)의 사명을 지속할 것이라는 신념에 한층 밀착된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의 펠리에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평에서와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 소재로 연명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지만, ‘1847년 러시아 

문학’을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벨린스키는 펠리에톤을 ‘진보의 적’으로 칭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Фельетонисты, которых у нас теперь развелось такое множество и которые, по 

обязанности своей еженедельно рассуждать в газетах о том, что в Петербурге погода 

постоянно дурна, считают себя глубокими мыслителями и глашатаями великих истин, 

-- фельетонисты наши очень не взлюбили слово прогресс и преследуют его с тем 

остроумием, которого неоспоримую и блестящую славу они делят только с нашими же 

водевилистами. За что же слово прогресс навлекло на себя особенное гонение этих 

остроумных господ? Причин много разных. Одному слово это не любо потому, что о 

нем не слышно был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он был молод и еще как-нибудь и смог бы 

понять его. Другом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лово введено в употребление не им, а другими, --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не пишут ни фельетонов, ни водевилей, а между тем имеют, в 

литературе такое влияние, что могут вводить в употребление новые слова.  Третьему 

это слово против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о вошло в употребление без его ведома, спросу и 

совета, тогда как он убежден, что без его участия ничего важного не должно делаться в 

литературе. Между этими господами много больших охотников выдумать что -нибудь 

новое, да только это никогда им не удается. Они и выдумывают, да все невпопад, и вс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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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х нововведения отзываются чаромутием и возбуждают смех.33  

어느새 그 수가 급격히 불어난 우리네 펠리에톤 작가들은 매주 신문에 

페테르부르그의 날씨가 늘 고약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논하는 것이 고작인 주제에 

자신이 심오한 사상가나 위대한 진리의 선포자인 줄 안다. 우리네 펠리에톤 작가들은 

진보라는 단어에 질색을 한 나머지 그 반박불가능하며 빛나는 명성으로 치면 오직 

우리의 보드빌 작가들에나 견줄 수 있는 기지로써 그것을 쪼아댄다. 무엇 때문에 

진보라는 단어는 이 기지 넘치는 작자들의 특별한 박해를 한 몸에 받게 되었는가?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아직 어려서 어떻게든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 

시절에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단어에 정을 못 붙인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자기들처럼 펠리에톤이나 보드빌을 쓰지 않고도 새로운 말들을 통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문학적 영향력이 대단한 자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못마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자신들의 자문과 허락도 구하지 않고 쓰이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갖는 이들이 있다. 자기들을 빼놓고 문학에서 아무 일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치들인 것이다. 이 세 부류중 상당수는 뭐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길 좋아라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궁리하고 또 

궁리하지만, 죄다 빗나가며, 이들이 새로 들여오는 것은 뭐든 마법의 언어 취급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벨린스키는 펠리에톤 작가와 펠리에톤을 소비하는 공중의 수준, 그리고 

펠리에톤이 진보에 갖는 저항감 등을 고루 지적하며 이 장르를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진보에 대한 펠리에톤 작가들의 반감은 벨린스키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석된 감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 펠리에톤과 자연파는 불편한 

공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골과 도스토옙스키라는 두 거장의 

출현 사이에 ‘주저하는 자연파(reluctant naturalism)’라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호지슨(Hodgson)은 1840년대 초 보드빌과 펠리에톤으로 대표되는 

하위 문학이 이 경향의 가장 직접적인 역사적 맥락을 구성한다고 본다. 이들 

하위문학의 장르는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자연파에 포섭되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단 또는 익명의 

방식으로 대량 창작되었던 보드빌과 펠리에톤은 일종의 메타문학으로서, 

                                           
33 В.Г.Белин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3 томах, т.10, с.280.  벨린스키의 이 비평문은 

제목 바로 아래에 촘촘한 목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발췌한 부분은 ‘펠리에톤 

작가들(Фельетонисты) - 진보의 적(враги прогресса)’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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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지시하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패러디함으로써 장르의 자기 복제, 

유희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34  

 그러나 호지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1840년대 펠리에톤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스타일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펠리에톤이 현실에 관여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러시아라는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 

장르의 정체성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방식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패러디는 곧 진지한 자기 관찰과 반성의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펠리에톤의 함량미달에 대한 벨린스키의 관점은 펠리에톤 작가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던 방식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 

장르의 발원지인 프랑스의 지적 풍토를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데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애초에 심을 수 없는 것을 들여옴으로써 실패를 면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가까웠다. 기이하게도 이 낙오에 대한 의식은 

러시아 펠리에톤 고유의 정조가 된다. 1840년대 러시아 펠리에톤은 바로 이 

낙오의 연대감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감정적 공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펠리에톤 작가들은 그들의 낙후된 자화상을 대중 앞에 스스럼없이 

전시함으로써 펠리에톤이라는 장르가 부각시킨 러시아 문학의 상대적 빈곤의 

의미를 묻게 된다. 

                                           
34 Peter Hogdson, From Gogol to Dostoevsky : Jakov Butkov a reluctant naturalist in the 1840's, 

München : W. Fink, 1976, p.59. ; 도스토옙스키가 플레세예프(А.Плещеев)와 공동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1847년 『상트페테르부르그 통보』의 4월 13일자 펠리에톤에서도 자연파와 

구분되려는 문학적 지향이 발견된다. 봄을 알리고 나아가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펠리에톤에서 화자는 그에 맞는 가벼움을 

만끽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동안 어떠한 무거움에 시달려왔는지를 상기시킨다. 

짐(Ноша)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 무거움은 지난겨울 동안 독자들이 파묻혀 지냈던 문학 

작품 및 두꺼운 잡지들이자 페테르부르그의 삶이 지운 고된 노동을 모두 가리킨다. 그러나 

단순히 길었던 페테르부르그 겨울의 일상을 요약하는 듯한 이러한 언급 속에 실은 보다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문학과 삶의 조건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네차예바의 지적에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지리멸렬하게 끌어온 문학이라는 짐의 무거움을 유독 강조하며 이를 

‘자연적 짐’이라고 표현하는데서 화자는 봄의 서막과 더불어 결별을 고하는 대상으로서 

자연파 문학을 지목한다고 볼 수 있다. “겨우겨우 책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비록 

자연적 짐이라고들 하지만 말이다. Кое-как доташили книжный сезон - и правы! Хотя и 

говорят, что это очень натуральная ноша” (18:111)  (В.С.Нечаева, с.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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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학적 스케치와 펠리에톤을 가장 밀접하게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파나예프(И.Панаев)는 일찍이 「페테르부르그 펠리에토니스트(Петербургский 

фельетонист)」라는 글을 통해서 펠리에톤 작가들의 우울한 집단 초상을 

완성한다. 35  1841년에 쓰인 뒤 1845년 네크라소프의 『페테르부르그 생리학』에 

실린 이 오체르크 성격의 칼럼은 러시아 펠리에톤 작가들의 이상(理想)과 

열등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파나예프는 한 

순진무구한 펠리에토니스트의 성장기에 초점을 맞추어 천재를 지망하는 

다수의 둔재가 단지 이름을 날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어떠한 문학적 

생애를 일구게 되는가를 덤덤한 어조로 기술한다. 프랑스 문학 번역 외에 직접 

시와 소설을 쓰는 것은 버겁다는 것을 알지만, 비평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빠른 생각의 전환으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볍게 떨쳐낸 

‘우리의 펠리에토니스트’는 상당한 낙관, 그리고 진심어린 비판자의 부재 

덕분에 꿈에 그리던 페테르부르그로 단숨에 입성한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잡지 하나만 낼 수 있다면 무보수 노동도 마다 않겠다던 그는 

펠리에토니스트로서 곳곳을 누벼야 하는 사정 탓에 사치에 점점 길들게 

되면서 ‘저주받은 돈’과 사심 없던 유년의 꿈을 맞바꾸기로 한다. 문학 시장의 

경제적 속성을 반쯤 내면화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순수한 자신의 문학적 

소명에 비추어 현실의 모든 조건이 양심적(добросовестный)이지 않음을 

탓한다. 그가 내면의 목소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파나예프는 문학적 

감투부터 뒤집어쓴 삼류 문필가가 결국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Ты беспрестанно толкуешь о какой-то литературной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и. Что же такое 

разумеешь ты под этою литературною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ию? Сегодня ты в наймах у 

одного журналиста и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а не по убеждению прославляешь своего 

хозяина; этот теперешний хозяин твой, право, ничем не выше других, врагов его, на 

которых ты теперь так жестоко нападаешь: завтра ты отойдешь п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к 

                                           
35 Физиологический очерк //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11 т. — [М.], 1929—1939. сТ. 11. — 

М.: Худож. лит., 1939, с.716.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b/leb-7131.htm 검색일 : 2016.1.27 )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b/leb-71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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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тим другим (знай, что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бесслию ты всегда будешь жалким рабом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случая); завтра, говорю я, отойдешь ты к этим другим за лишних 500 

рублей в года, и те, в которых ты в сию минуту кидаешь полемические шарики, 

принимая эти шарики за камни, станут твоими кумирами, и, по приказанию этих 

новых кумиров своих, ты будешь называть белым то, что называл за день перед тем 

черным, и наоборот. Ведь это тебе ничего не стоит. У тебя нет своего мнения, своей 

воли; ты поешь, друг мой, с чужого голоса; ты вечно останешься на посылках у 

других; отними у тебя посторонню волю, заставляющую тебя двигаться, -- ты сейчас 

же превратишься в автомат, в куклу, в ничто...36 

너는 끊임없이 문학적 양심을 논하고 있는데, 대체 네가 생각하는 문학적 양심이란 

무엇이냐? 오늘 너는 신념이 아닌 필요에 따라 한 명의 저널리스트에 고용되어 그를 

섬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네 주인이 네가 방금 그토록 신랄하게 공격했던 네 

주인의 적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다. 내일 너는 상황에 의해 그 적들의 진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네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항상 상황과 우연의 가련한 노예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라). 연간 500루블을 덤으로 받기 위해 내일 너는 그 적들의 

품으로 떠나갈 것이다. 네가 지금 돌이랍시고 논쟁의 공을 던지는 이들도 네 우상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우상들의 명으로 너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검다고 했던 것을 

하얗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반대의 일도 해내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대수롭잖은 일이지. 네 의견도, 네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니, 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영원히 타인의 시중을 드는 신세일 것이다. 너의 움직임을 

강제하는 외부로부터의 의지를 네게서 빼앗는다면, 너는 지금당장 자동기계, 인형, 

무(無)나 다름없어질 거다. 

  

프랑스 문학 작품의 번역을 통해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으나 창작에 있어서 

소명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펠리에토니스트는 문학 시장의 노예적 상황에 

처해서야 애당초 자신만의 관점, 견해를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는다. 물론 

그의 종속된 운명의 진짜 원인으로서 문학 시장에 내재된 경제적 혹은 문학적 

유파의 논리에 초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나예프의 이 오체르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실패를 예정하고 있는 펠리에토니스트의 자화상이다. 넓게는 

러시아 펠리에톤의 실패는 프랑스적 기지를 흉내 낼 수조차 없는 작가 

개개인의 무능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외래 장르의 

                                           
36 В.И.Кулешов(Изд. подг.), Физиология Петербурга : сборник, М.:Наука, 1991, с.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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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오로지 작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극복되면서 비로소 러시아 펠리에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이는 

‘실패’의 원인을 보다 타당한 곳에 전가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1840년대 신문 펠리에톤의 위상 변화는 이러한 모색에 힘입은 것이며, 

네크라소프(Н.Некрасов)가 관여하고 있던 『문학 신문(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의 

펠리에톤과 도스토옙스키의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의 펠리에톤이 바로 이 

진화의 분기점에 위치한다.  

 네크라소프와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이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에 근접하는 

펠리에톤의 전형을 개척했다고 할 때, 이들이 탈피해야 했던 것은 хроника 

또는 летопись라 불리는 도시 연대기 타입이었다. 37  도시 연대기로서 신문 

펠리에톤은 주로 페테르부르그의 날씨, 뉴스, 각종 볼거리, 자선 활동, 도시의 

풍경을 단골 소재로 취했다. 따라서 단조로운 소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작가들은 화려한 세속으로 펠리에톤을 장식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소비에트 

시기 이론가들이 19세기 펠리에톤을 부르주아 계열과 진보적 계열로 구분할 

때, 도시 연대기 타입의 펠리에톤은 부르주아 경향의 펠리에톤에 가깝다. 

부르주아 독자를 상대로 하듯 상류 사회 문화를 피상적으로 조감함으로써 

논쟁이 될 만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38  이 시기 

네크라소프와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이 소비에트 연구자들의 관점에서와 

같은 진보적 사회평론의 길을 지향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네크라소프와 그가 주축이 된 『문학 신문』은 ‘일상(быт)’을 펠리에톤의 중심 

소재로 끌어들임으로써 작가들에게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 논할 여지를 주게 

된다. 이전까지 무미건조한 일상을 외면하느라 과도한 발품을 팔아 만들어진 

연대기적 펠리에톤이 오히려 러시아적 기지의 발현을 가로막는 지리멸렬한 

양식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일상을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 기꺼이 수용하면서 

펠리에톤 작가들은 이제 친숙한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개성을 담아 펼치게 될 

사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실어 나르는 소식의 종류 못지않게 그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묻어나는 작가적 혜안이 펠리에톤의 수준을 결정짓는 

                                           
37 Е.И.Журбина, с.256.  
38 Karen L. Ryan,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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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네크라소프가 1845년 『문학 신문』의 ‘은판사진(дагерротип)’란에서 

‘닉넥(Ник-Нек)’, ‘프루지닌(Пружинин)’, ‘벨로퍄트킨(Белопяткин)’등 다양한 

필명 하에 선보인 펠리에톤들은 주로 전통적 연대기에 대한 희화화를 통해 그 

과도기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39  그 중 필명 ‘닉넥’으로 서명된 펠리에톤 

「새해에 관한 보고들(Отчеты по поводу нового года)」은 네크라소프가 기존 

펠리에톤과의 의식적 차별화를 꾀하고자 했던 선명한 흔적을 보여준다. 

예컨대, 그는 서문에서 독자를 향해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목록들로 

여러분을 피로하게 하지 않을 것’을 장담하며, 그보다는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성격화가 가능하도록(пролить некоторый свет на характер)’ 생리학적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펠리에톤의 2부 ‘극장과 

공중(театры и публика)’에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계층을 막론하고 

페테르부르그 공중의 문화적 감수성을 끌어올렸음을 생리학적 오체르크의 

방식으로 묘파한 네크라소프는 마지막 단락에서 셰프킨이라는 모스크바 

배우의 방문 소식을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Переворот, почти равный произведенному итальянсокй оперой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и 

его публике, произвел знаменитый московский артист Щепкин в Александрынском 

театре и его публике. Участие Щепкина в спектаклях Александрынского театра 

заставило перебывать в этом театре решительно всю петербургскую публику, без 

исключений и ограничений. Старожилы не запомнят, чтоб когда-нибудь был так 

принимаем у нас русский актер: можете судить об успехе Щепкина!... Это было 

                                           
39  펠리에톤은 익명 또는 필명을 빌려 쓰는 관습에 의해 곧 작가의 형상을 창조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나, 네크라소프는 필명을 또 다른 자아(alter ego)로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한층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 대표적인 작가였다. 

네크라소프는 필명이 갖는 대중적 분장의 효과보다도 다양한 필명으로부터 생산해낼 수 

있는 담화의 종류에 관심을 보였다. 즉, 그에게 필명은 네크라소프라는 작가와 동일시되어도 

무방한 일종의 고유명이었던 셈이다. 네크라소프의 이와 같은 필명 전략은 펠리에톤 

작가들의 필명이 대개 실제 작가에 대한 비난을 흡수하는 피뢰침과 같았다는 

흐멜니츠카야의 관점과 다소 구분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Тамара 

Хмельницикая, “Коллективный фельетонный <<Фарс>> Некрасова, Достоевского и 

Григоровича”, с.352-357. In: Фельетоны сороковых годов , Ред. Ю.Г.Оксмана, <<Academia>>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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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динственное, в течение не одного, но многих лет,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нарушившее 

однообразное течение дней Александрынского театра, неизменно верног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й цели и столько же довольного своею публикою, сколько довольна им его 

публика... 40 

 저명한 모스크바 배우 셰프킨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과 그 공중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볼쇼이 극장과 그 공중에 불러일으켰던 변화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연극에 셰프킨이 참여함에 따라 

단연코 모든 페테르부르그 공중이 예외나 제한 없이 이 극장에 드나들었다. 오랜 

거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러시아 배우를 그렇게 맞아들였던 기억이 없을 것이다. 

셰프킨의 성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의 공중이 만족해하는 만큼 자신도 공중에 

만족해왔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단조로운 나날을 깨뜨린 것으로서, 그저 일 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유일했던 사태였다.  

  

 전통적 연대기로서의 펠리에톤에서 이목을 끄는 소식에 속했던 이탈리아 

오페라는 여기서 페테르부르그 공중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으로 

물러나고, 러시아 배우인 셰프킨의 방문 또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식에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변화된 공중의 기질과 러시아적 ‘단조로움’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네크라소프는 소식 자체보다 그 소식의 반향이 갖는 함의로 주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필명을 작가 개인의 입장을 여과시키는 기제로 활용했던 

네크라소프는 『문학 신문』의 ‘은판사진’란에서 이전 펠리에톤-연대기에서 볼 

수 없었던 발언의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코마로비치가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단편 창작을 포함하여 2년간의 펠리에톤적 글쓰기를 고백적 문체를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때 41 , 네크라소프는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 가능한 선례였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 

연대기」에서 선보인 고백적 문체는 작가적 개성을 구축하는 일과 현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고 

                                           
40 Н.А.Некрас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15 томах, т.12-1, с.207. 
41 В.Л.Комарович, с.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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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네크라소프와 도스토옙스키로 대변되는 러시아 펠리에톤의 

변모는 필명을 통한 거리두기의 전략과 솔직한 발언의 지향이 이루는 긴장 

관계 속에서 작가적 논평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2. 공적 삶의 환기 : 「페테르부르그 연대기」를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는 4월에서 6월에 걸쳐 총 네 번 

연재되었다. 42  그 중 페테르부르그 몽상가 유형의 탄생을 다루는 네 번째 

펠리에톤이 사실상 이 연대기 전체의 의의를 대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생각의 편린으로 이루어진 펠리에톤에서 창작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에게 그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물 습작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펠리에톤의 단상에서 싹튼 유형이 이후 중, 장편 소설에서 복잡한 

인물로 발전되었다는 해석은 『죽음의 집의 기록』과 『작가일기』를 동시대 혹은 

차후 소설의 창작소로 보는 관점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수 

픽션이 아닌 데다 작가 개인의 사색적 요소가 강한 펠리에톤 장르를 인물 

창조의 예비 단계와 관련짓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펠리에톤이 창작 

노트와는 다른 의미에서 전형을 다루고 있음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펠리에톤이 창작의 실험실로 불릴 수 있다면, 이때 전형이 배태되는 가장 

직접적 공간은 바로 동시대 현실이다. 긴즈부르그(Гинзбург)의 표현을 빌자면, 

이는 현실을 ‘고착시키는’ 작업이다.  

 

문학과 현실은 상호작용한다. 문학은 현실의 현상을 정착(定着)시켜 앞으로도 재현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이해되고 구조화된 형태로 현실에 돌려준다. 이를 위해 용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따금 (현상을) 고착시키는 용어는 곧 등장인물의 

                                           
42 В.С.Нечаева, с.193-194. 펠리에톤 집필에 착수할 무렵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적어도 일주일에 두 편의 펠리에톤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으로 미루어 『상트 

페테르부르그 통보』에 펠리에톤이 연재된 빈도수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 1-2면의 

하단에 펠리에톤 외에도 신간 소개(Библиография), 비평(Критика) 등이 번갈아 실렸다는 

점에서 펠리에톤이 정기적으로 연재된 글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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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다.
43

   

 

긴즈부르그가 현실로부터 문학적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위와 같이 압축할 

때,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은 현실을 하나의 용어로 고착시키는 작업, 즉 

전형화의 매우 초기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펠리에톤은 

다른 문학 장르처럼 현실의 일부를 허구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이해시키고 구조화’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펠리에톤은 문학적 방식으로 현실을 불러들이지만 그 현실이 문학적으로 

완전히 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문학적 전형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펠리에톤에서 문학과 현실의 상호작용은 일정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다. 반면, 사회평론 장르로서 펠리에톤이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현실을 문학으로 완전히 가공되기 이전의 상태로 남겨두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에 대입해보자면, 그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몽상가’는 문학적 전형으로 완전히 진입하기 이전의 유형으로서 

그것이 고착시키고자 하는 현실을 더 강하게 지시한다고 봐야 한다. 동시대에 

속한 전형일수록 현실과 여전히 긴장된 관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펠리에톤과 같은 혼종 저널리즘 장르가 주어진 전형의 경계 너머를 

계속 탐구한다는 홀란드(Holland)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무언가의 전형으로 대상을 제시하면서 그 대상의 대표성에 어떤 모호함도 

드리우지 않는 일반 저널리즘의 담론과 달리 펠리에톤은 그러한 대표성의 

체계와 전형성을 끊임없이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이때 전형의 힘은 오히려 

약화되거나 아이러니를 동반하게 된다고 한다. 홀란드에 따르면,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망설임이 

                                           
43  Литература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взаймодействуют. Литература закрепляет явл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возвращает их ей уже в осознанном и структурном виде -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я. А для этого очень важно найти термин. Иногда закрепляющий 

термин - это имя действующего лица, (Лидия Гинзбург,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герое,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79, с.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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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과 구별되는 소설적 담론의 특징이다. 44  펠리에톤이 전형의 모호함을 

부각시킴으로써 견고한 전형을 골자로 하는 저널리즘의 규약을 벗어나 

지향하는 것은 문학인 셈이다. 1840년대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글쓰기에 

대한 가장 상세한 분석을 남긴 코마로비치는 「페테르부르그 연대기」가 신문 

펠리에톤의 연대기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성을 추구한 결과 고유의 

논쟁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5  그러나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적 어조 외에 펠리에톤의 어떠한 문학적 요소들이 논쟁을 

품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논쟁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문학적 형상화의 단위로서 전형화, 

구체적 이미지를 갖는 고유 문구, 일화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서클 문화와 소사회의 두 전형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과 앞 장에서 인용한 벨린스키의 두 비평문이 나온 

선후 관계로 미루어, 시기상 인접한 서로의 글을 읽으며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향 및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비평문에서 벨린스키는 적당한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날씨 탓만 하는 

펠리에톤의 무용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는 이 비판을 의식한 듯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에 대한 

                                           
44 Kate Holland, p.144-145.  
45  문학적 형상을 특정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단으로 삼는 도스토옙스키를 두고 

곤차로프는 ‘예술가가 평론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1874년 

『공동출자(Складчина)』라는 문집에 실릴 도스토옙스키의 「작은 그림들(маленькие 

картинки)」을 편집인으로서 검토하였던 곤차로프는 한 ‘성직자-쾌남아(священник-ухарь)’ 

유형이 전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선상이나 기차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장시간을 보내야 할 경우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유형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오체르크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거짓말을 유려한 사교술로 둔갑시킬 수 있는 재능의 첫 번째 사례로 

곤차로프가 말한 ‘성직자-쾌남아’유형을 소개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러한 성직자를 오늘날 

점차 태동하고 있는 전형이라며 변호하자, 곤차로프는 예술 작품에서 전형이란 무수한 

반복과 현상의 축적을 통해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며 맞섰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전형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동시대를 읽어내는 작업과 연루되어 있으며, 이는 곤차로프의 

비판에서 보듯 평론가의 사심과 예술가의 임무가 팽팽하게 맞서는 일이었다. Н.Ф.Буданова 

(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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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적 물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네 번에 걸쳐 연재된 펠리에톤이 

각각의 모자이크적 서사 속에서도 넓게는 러시아, 좁게는 페테르부르그 공론장 

및 여론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 

물음은 펠리에톤 장르의 한계를 넘어 장르가 놓인 현실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46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별고 없으시죠(Что нового?)’라는 격식 

없는 물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공적 관심사(публичные интересы)’의 

성립이라는 심각한 주제로 논의가 도약하는 방식이다. 4월 27일자 첫 번째 

펠리에톤에서 화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겨우내 칩거했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시기가 되었음을 알린다. 47  이러한 시작은 독자들에게 

날짜를 기점으로 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 연대기 방식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Что нового?’라는 일상적 질문에서 화자는 

페테르부르그 사회의 ‘완전한 체념(полная безнадежность)’을 읽어낸다. 

‘새로운 소식’을 묻고 답하는 데서 사회적 논의의 장이 시작된다고 할 때, 그 

질문은 진지한 공적 토론의 문화가 부재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멋쩍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물음 속에서 사람들은 성숙한 

시민 사회에 대한 체념을 한층 뚜렷이 감지할 뿐이다. 그러나 이 체념은 화자 

자신의 심리 상태이기도 하다. 그는 페테르부르그 사회를 촘촘하게 수놓고 

있는 작은 서클들이 우리네 고유의 토론장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46 편의상 네 편의 펠리에톤의 토픽 지도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7일 : 새로운 소식을 묻는다는 것- 페테르부르그의 서클들  - 선량한 마음과 율리얀 

마스타코비치 – 변덕스런 날씨 – 장례행렬 – 중편소설 – 고골의 신간과 에른스트의 자선 

콘서트 소식.  

   5월 11일 : 재담꾼의 생존법 : 식객과 주인의 관계- 탕아로서의 페테르부르그 – 상류사회의 

가난과 권태 – 상류 사회의 담화 체험과 우수를 불러온 멜로디 – 날씨의 변덕에 따른 

페테르부르그 주민들의 대조적 풍경.  

   6월 1일 : 바캉스 시즌의 텅 빈 페테르부르그 – 한 프랑스인의 저서에 의해 촉발된 논쟁 : 

페테르부르그의 건축 미학 – 현재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서의 페테르부르그 –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의인화.  

   6월 15일 : 러시아인의 게으름과 활동성에 대해서 – 몽상가의 탄생   
47  도스토옙스키는 네 편의 펠리에톤에서 자신의 이름을 암시하는 서명(Ф.Д.)을 남김으로써 

원저자로서의 입장을 굳이 은폐하지 않는다. 그러나 글을 쓰는 내내 펠리에톤 작가라는 

보편적 정체성으로만 자신을 대표하고 있기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모든 발언의 주체를 

‘화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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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풍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서클들이 사회적 삶에 필요한 

기교(искусство)를 얼마나 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탄한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두 유형의 서클에서 러시아 민족 특유의 가부장적 기질이 어떻게 의미 

있는 회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증언한다. 그 중 기교와 거리가 멀고 

가장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서클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모여 사담을 나눈다. 이 모임은 평온하고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추문과 하품 사이를 오가며, 구성원 누군가가 감기와 고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삶의 한 리듬으로 유지된다. 무탈한 첫 번째 서클과 달리 보다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두 번째 서클이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이 

서클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가부장적 서클과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에 이르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Наконец потолковав, поговорив, решив несколько общеполезных вопросов и убедив 

друг друга во всем, весь кружок впадает в какое-то раздражение, в какое-то 

неприятное расслабление. Наконец все друг на друга сердятся, говорится несколько 

резких истин,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резких и размашистых личностей и - 

кончается тем, что всё расползается, успокоивается, набирается крепкого житейского 

разума и мало-помалу сбивается в кружки первого вышеописанного свойства. Оно, 

конечно, приятно так жить; но наконец станет досадно, обидно досадно. (18:12)  

마침내 몇 가지 사회적으로 유익한 문제들을 논구하여 해결을 보고 서로에게 모든 

점을 납득시킨 뒤, 서클 전체는 알 수 없는 짜증, 불쾌한 이완 상태에 도달한다. 

급기야 서로가 화를 주고받고, 몇 가지 과격한 진실이 토로되며, 일부는 과격하고 

과장된 성품을 들켜버린다. -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고 진정된 뒤, 견고한 삶의 

이성이 자리 잡으면서 서클은 앞서 묘사한 첫 번째 유형과 차츰 유사해진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유쾌하다. 그러나 결국 짜증을, 모욕에 가까운 짜증을 겪게 된다.    

 

첫 번째 서클의 경우 ‘Что нового?’라는 질문이 ‘가부장적 하품(патриархально 

звенете)’을 유발한다고 할 때, 가부장적 특성을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치 않다. 첫 번째 서클의 유형을 사회적 삶을 낯설어하고 가정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민족적 성격의 산물(произведенье наш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로 언급하는 부분에서 모임의 허물없는 분위기를 가부장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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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일컫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서클의 시들한 

마무리를 위와 같이 묘사하는 대목에 이르러야 비로소 화자는 가부장적이라는 

특성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구체화한다. 첫 번째 서클과 달리 가족적 친밀함 

대신 공통의 대의를 바탕으로 모였음에도 불쾌한 감정의 잔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인텔리라 한들 사회적 기교를 모르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기교를 체득하지 못하는 한 페테르부르그의 공론장은 가부장적 구태를 

벗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교를 모르는 자연스러운 공동체에 대한 

화자의 관찰은 내용상 페테르부르그 전역의 서클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임에도 

자신의 체험적 토대를 감추지 못할 만큼 구체성을 띤다. 눈앞의 광경을 

묘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생생함은 곧 화자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르소프(Бурсов)가 지적한대로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에서 화자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그의 내적 관점과 분리되지 않는다. 화자는 사건보다도 사건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반응을 앞세운다. 따라서 글의 모든 지점에서 펠리에톤 

작가는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48  펠리에톤에서 이러한 

화자의 주관성은 논의의 객관성과 맞물린다. 다루는 테마의 보편성과 그것을 

풀어내는 개인적 서술 사이의 불균형은 곧 텍스트의 긴장을 만들어내며, 

도스토옙스키가 1840년대 러시아의 주요 사회, 정치적 문제를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프랭크(Frank)의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9  

 모든 서클의 가부장적 귀결에 대한 불만에 이어 화자는 이의 주범으로 한 

문제적 유형을 소개한다. ‘선량한 마음(доброе сердце)’의 화신으로 정의되는 

이 인물은 독자들도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불가사의(диковина)이다. ‘선량한 

마음’이 사회적 공감의 왜곡된 실현임이 폭로되는 지점에 이르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화자가 이야기하는 서클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페트라솁스키 

금요일 모임에 전기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가색(Magarshack)은 

‘선량한 마음’의 화신이 푸리에(С.Fourier)의 제자인 페트라솁스키의 은닉된 

초상임을 명시하기까지 한다. 50  그러나 이 모임이 추종한 유토피아 

                                           
48 В.С.Нечаева, c.220에서 재인용. 
49 Joseph Frank, Dostoevsky : The Seeds of Revolt 1821-1849,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217-38.  
50 David Magarshack, Dostoevsky’s occasional writings, Evanston, IL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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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의 연결고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두 번째 서클의 풍경에 대한 

묘사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솁스키 서클에서 보고 느꼈던 바와의 

유사성이 드러난다. 그 근거는 2년 후 이 모임에서 체포된 직후 

도스토옙스키가 작성한 진술서(「Объяснения и показания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по 

делу петрашевцев」)에서 찾아볼 수 있다.  

 

Я сказал, что в обществе, которое собиралось у Петрашевского, не было ни малейшей 

целости, ни малейшего единства, ни в мыслях, ни в направлениях мыслей. Казалось, 

это было спор,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один раз, с тем чтоб никогда не кончиться. Во имя 

этого спора и собиралось общество - чтоб спорить и доспориться ; ибо каждый почти 

раз расходились с тем, чтобы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возобновить спор с новою силою, 

чувствуя, что не высказали и десяти части того, что хотелось сказать. Без споров у 

Петрашевского было бы чрезвычайно скучно, потому что одни споры и противуречия и 

могли соединить этих разнохарактерных людей. Говорилось обо всем и ни об чем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 говорилось так,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каждом кружке, собравшемся 

случайно. Я так уверен (и уверен в том до сих пор), что тут дело происходило 

семейственно, в кругу общих знакомых и приятелей Петрашевского, а не публично. 

Так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и если теперь обратили такое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было у Петрашевского, то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произошло оттого, что 

Петрашевский известен почти всему Петербургу своими странностями и 

эксцентричностями, а потому и вечера его известны. (18:129) 

페트라솁스키 모임이 사상, 사상의 방향에 있어서 일말의 통일성, 단일함도 갖지 

못했다고 나는 말했다. 토론은 한 번 시작되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바로 

이런 토론을 위한 토론, 끝장 토론을 명분으로 하는 모임이었다. 누구나 말하고자 

하는 바의 10분의 1도 말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새로 힘을 모아 다음에 토론을 

재개할 마음으로 헤어졌다. 토론과 의견의 대립만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뭉치게 

해주었기에 토론 없이는 페트라솁스키 모임에서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것이 화제에 올랐으며 우연히 형성된 모든 서클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나는 서클이 페트라솁스키의 공통된 

지인들과 친구들의 범위 안에서 가족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공개적인 모임이 

아니었음을 (지금까지도) 확신한다. 사실이 그러했으며, 페트라솁스키 모임이 유독 

주목을 끌었다면, 별난 성향으로 유명했던 페트라솁스키가 이끄는 모임 또한 

                                                                                                        

1997,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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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탔기 때문일 것이다.  

 

검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실제 모임의 진행 양상에 대한 위 진술이 얼마나 

객관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눈에 

비친 모임의 주체할 수 없는 열기, 무질서는 2년 전에 쓴 펠리에톤에서 묘사한 

두 번째 서클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연상시킨다. 두 기록의 공통점에 

유의한다면, 페트라솁스키 서클 참여의 경험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러시아 

수도 공론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자리에 다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지루함을 물리치듯 논쟁의 무한굴레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서로 간에 어떠한 사상, 견해의 일치점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은 비단 

논쟁의 내용으로부터 검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페트라솁스키를 주축으로 암암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족적 

분위기를 빌미로 난상토론을 벌였을 뿐 모의를 할 수준도 못되었던 것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서클의 의의를 절하한다. 여기서 그는 페트라솁스키라는 한 

명의 기이한 인물을 문제 삼음과 더불어 서클이 공개적으로(публично) 운영될 

수 없었다는 한계 또한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가 

바깥세상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공개적 형태의 서클을 바람직한 토론 문화의 

모델로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일상화된 감시와 

러시아 사회의 가부장적 성향이 빚어낸 폐쇄적 서클들이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도스토옙스키와 그의 펠리에톤 화자 모두 

회의적이다. 

 미숙한 토론 문화의 세부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선량한 마음’을 지닌 유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5월 11일자 펠리에톤에서 소개되는 또 다른 유형인 

재담꾼까지 포함하면 페테르부르그의 소사회(общежитие)를 양분하는 두 

전형이 완성되며, 화자가 제시하는 두 전형은 ‘자기애’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신은 누구든 사랑한다는 혼자만의 믿음 속에서 그 보답으로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공감과 사랑을 강제하는 첫 번째 유형이 자기애의 즉각적 발현에 

해당한다면,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면서 적당한 아첨을 버무릴 줄 아는 두 

번째 유형은 타인의 자기애에 기식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전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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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생리학적 오체르크와 마찬가지로 

펠리에톤은 도시라는 환경으로부터 전형을 추출하되 그로부터 서사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오체르크의 전형이 자연과학에 기원을 둔 객관성을 

목표로 한다면, 펠리에톤의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시선으로 발굴한 전형은 또 

다른 화제와의 연관 속에서 일정한 담론을 형성한다. 페테르부르그의 서클 

문화로부터 ‘선량한 마음’과 ‘재담꾼’으로 화제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듯하지만, 

화자는 앞서 간단히 중요성만을 언급하고 넘어갔던 ‘기교(искусство)’에 대한 

물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러시아적 자질인 자연적인 것의 반대항임을 명시했을 

뿐 화자는 내내 기교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보류한다. 대신 그는 기교에 대한 

사유를 지속할 수 있는 한에서 논의의 대상을 변주함으로써, 기교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을 심화시켜 나간다. 화자가 생각하는 

기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단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나타난다.  

 

 Забывает да и не подозревает такой человек в своей полной невинности, что жизнь — 

целое искусство, что жить значит сдел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из самого 

себя; что только при обобщенных интересах, в сочувствии к массе общества и к ее 

прямы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а не в дремоте, не в равнодушии, от которого 

распадается масса, не в уединении может ошлифоваться в драгоценный, в 

неподдельный блестящий алмаз его клад, его капитал, его доброе сердце! (18:13) 

 그런 순진무구한 인간은 삶이란 예술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 즉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보배, 그의 자본, 그의 선량한 마음이 값지고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연마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사회의 대중과 그들의 직접적 요구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태와 무관심, 그리고 고립은 대중의 와해를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이 단락은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지향했던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중 

‘공감(сочувствие)’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마로비치에 따르면,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마니페스토와 ‘사회적 조화’에 대한 호소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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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공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51  네차예바(Нечаева) 또한 이 단락을 

페트라솁스키 서클의 이데올로기적 반향으로 본다. 52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서클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하는 ‘선량한 인간’의 모델이 곧 페트라솁스키, 

넓게는 자기애에 도취된 서클의 대다수 구성원이라면 이 단락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허황된 공감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아야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솁스키 서클에서 목격한 것은 견고한 사상 대신 사상을 담는 그릇의 

빈약함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선(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선량함의 과장, 왜곡된 형태는 사상 자체보다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화자가 말하는 예술이란 ‘날 재료(сырой 

материал)’ 상태의 러시아인들이 ‘선량한 마음’을 사회적 의제로서 다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앞서 기교로 풀이되었던 искусство는 삶이 

예술작품을 지향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제 예술을 가리킨다. 물론 삶의 

예술적 성취는 여전히 공감을 관건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와의 실질적 

교류를 통한 공감을 요구한다. 여기서 지양되는 고립이란 자기애의 동의어일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인 ‘선량한 마음’이 서클을 배경으로 포착되었다면, 두 번째 

유형인 ‘재담꾼’은 주인과 식객의 만남에서 탄생한다. 페테르부르그의 공적 

삶에 대한 논의가 큰 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화자는 소사회(общежитие)를 

그 세부 단위로 설정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общежитие라는 말은 여기서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이루는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53  도시적 삶의 활기를 먹고 사는 

펠리에토니스트의 입장에서 화자는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는 재담꾼의 

능력을 높이 산다. 그가 보기에 재담꾼의 재능은 상당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현실에서 그들은 식객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때 화자는 재담꾼의 운명에서 펠리에토니스트로서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자아실현 가능성을 비춰본다. 누구에게나 환대를 받을 정도로 진귀한 소식들을 

                                           
51 В.Л.Комарович, с.105.  
52 В.С.Нечаева, с.214.  
53 Magarshack은 общежитие를 social life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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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넣고 다니지만 재담꾼은 결국 자신이 얹혀사는 곳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식객으로 형상화되는 가내 종사자(доморощенные 

заниматели)로서의 처지는 펠리에톤 화자 자신의 활동 영역을 암시한다. 

재담꾼과 마찬가지로 펠리에토니스트는 자신의 글을 가지고 ‘소사회’ 너머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화자는 재담꾼을 ‘선량한 마음’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사회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노골적 아첨을 일삼으면서도 

위신(достоинство)을 잃지 않는 능력은 자연적 성향보다 기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굴한 언행 속에서도 유지되는 체면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사회의 속성에 대응시킬 때 이 ‘기교’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명백히 

아이러니한 것이다.  

 

И опять-таки вовсе не из подлости действует столичный наш человек. Зачем громкие 

слова! Вовсе не низкая душа; - душа умная, душа милая, душа общества, душа, 

желающая получить, ищущая душа, светская душа, правда, немного вперед 

забегающая, но все-таки душа, - не скажу как у всех, как у многих. И потому еще это 

всё так хорошо, что без нее, без такой души, все бы умерли с тоски или загрызли друг 

друга. Двуличие, изнанка, маска - скверное дело, согласен, но если б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се бы явились, как они есть на лицо, то, ей-богу, было бы хуже. (18:20)  

우리 수도의 인물이 보이는 행동은 결코 비열함의 발로가 아니다. 무엇하러 목소리를 

높이는가! 그는 결코 저열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 현명한 마음, 다정한 마음, 

사회의 마음인 것이다. 물론 조금 앞서가려 하면서도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다. 모두가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이들에게 있는 마음인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모두가 권태로 말라죽거나 서로 

물어뜯게 될 것이기에 이대로도 그럭저럭 좋은 것이다. 두 얼굴, 이면, 가면이 

저열함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본래의 얼굴로 나타난다면, 맙소사, 더 

끔찍할 것이다.      

 

화자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주하였을 때 찾아올 권태와 

적대감을 막기 위해 가면이 매우 유용함을 역설하지만, ‘두 얼굴’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사회까지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4월 27일, 5월 11일자 두 편의 

펠리에톤에서 러시아인의 자연적 기질을 보완하며 사회적 결집을 성사시켜줄 

기교, 또는 예술로서의 삶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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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풍경 

 

 6월 1일, 6월 15일자 펠리에톤은 앞 선 두 펠리에톤과 달리 러시아 민족성을 

뚜렷한 화두로 삼아 전개된다. 자연과 기교의 대립을 통해 러시아적 기질을 

설명하는 방식이 화자 고유의 사고와 언어의 흔적을 보여준다면, 유럽을 

타자로 등장시키는 6월의 두 펠리에톤은 러시아 민족성에 대한 당대의 익숙한 

논쟁구도를 재현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를 

대립항으로 포함하게 된 후에도 두 편의 펠리에톤은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라는 기성 논쟁의 축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공식 담론을 고수한다. 

러시아 역사 발전의 모델을 묻는 거대 담론과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신 화자는 

펠리에토니스트로서 겪는 현실을 우선시한다. 한 프랑스인의 저서에서 

러시아의 민족성이 모스크바의 고풍스런 역사에만 깃든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화자는 페테르부르그의 현재성을 러시아 민족성의 새로운 

보루로 각인시키고자 한다. 그가 이 프랑스인의 해석을 ‘우리 내각(內閣)적인 

사상(кабинетными идеями нашими)’과 내통한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오늘날 

역사란 ‘가장 내각적인 문제(самое кабинетное дело)’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논란의 와중에 있다고 말할 때, 러시아의 과거를 이상화하는 슬라브주의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각적’이라는 수식어에는 탁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멸도 포함되어 있다. 화자는 현장을 관찰하며 얻은 

사색의 연장선상에서 페테르부르그의 현재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먼지와 

쓰레기(пыль и мусор)’, ‘일제히 고백하기(всеобщая исповедь)’라는 주관적 

표상은 그러한 자기 본위적 사유의 산물이다. 54  ‘먼지와 쓰레기’는 끊임없이 

                                           
54 고유 문구화한 표현을 후렴구로 활용하며 담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예로 ‘고열과 

감기(грипп и горячка)’를 들 수 있다. 4월 27일자 펠리에톤에서 화려한 장례식을 목격한 

화자는 ‘감기와 고열’을 페테르부르그의 주요한 문제(почти современный петербургский 

вопрос, 18:16)로 언급하는데, 이 문구는 도스토옙스키가 플레셰프(А.Плещеев)와 공동집필한 

4월 13일자 펠리에톤의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 맥락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한 신사는 길이 아무리 진창이 되어도 혹한에 모피를 둘러야 하듯 

덧신을 신는 일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다. 이 신사에게는 근사한 허리윤곽과 파리 사람의 

풍모를 만들어주는 외투가 있어서, 바지를 덧신으로 망치듯 모피외투를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로 이 신사에게 모든 유럽주의는 잘 재봉된 외투 하나로 대변되었으며, 

그만큼 그는 유럽의 문명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바지를 입은 채 매장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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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페테르부르그의 이미지이며, ‘일제히 고백하기’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읽을거리로 분주해진 페테르부르그의 공론장을 의인화한 것이다. 

표트르 대제가 기획한 도시에 현재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러시아 

민족성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화자의 입장은 표트르 대제의 서구 

지향적 개혁과는 맥락이 다르다. 유럽의 각종 양식을 본뜬 페테르부르그 

건축이 몰개성적이라는 비판을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수용할 때,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서구라는 지향점이 아니라 러시아 수도의 현재성을 입증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Здесь что ни шаг, то видится, слышится и чувствуе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момент и идея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Пожалуй: в некотором отношении здесь всё хаос, всё смесь; 

многое может быть пищею карикатуры; но зато всё жизнь и движение. Петербург и 

глава и сердце России. Мы начали об архитектуре города. Даже вся эта 

разнохарактерность е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единстве мысли и единстве движения. Этот 

ряд зданий голланд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напоминает время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Это здание в 

расстреллевском  вкусе напоминает екатеринский век, это, в греческом и римском 

стиле, - позднейшее время, но всё вместе напоминает историю европейской жизни 

Петербурга и целой России. И до сих пор Петербург в пыли и в мусоре; он еше 

созидается, делается; (18:26)  

여기선 한 걸음도 더 떼지 않아 현재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의 사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의 모든 것이 혼돈이고 뒤죽박죽이긴 하다. 모든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유럽주의에 희생되고 말았다. 거리에서 종달새 쿠키를 팔기 시작할 

무렵,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Я, например, знал одного господина, который никак не мог решиться надеть галош, какая бы 

ни была грязь на улице, равно как и шубу, какой бы ни был мороз: у этого госоподина было 

пальто, которое так хорошо обрисовывало его талию, давало ему такой парижский вид, что 

никак нельзя было решиться надеть шубу, равно как и уродовать панталоны галошами. 

Правда, у этого госоподина весь европеизм состоял в хорошо сшитом платье, он оттого и 

Европу любил за просвещение; но он пал жертвою своего европеизма, завещав похоронить 

себя в лучших своих панталонах. Когда на улицах начали продавать печеных жаворонков, его 

похоронили.” (18:112) 

   외투에 대한 욕망과 죽음이 지척에 있었던 고골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 

대한 패러디라 볼 수 있는 이 신사는 유럽식 ‘계몽’의 일환으로 추위를 마다않고 우아한 

외투를 고집했던 것이지만 바로 이 유럽주의를 집약한 외투를 관삼아 따스한 봄을 앞두고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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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캐리커처감이 될 수 있다. 대신 많은 것이 삶이고 움직임이다. 페테르부르그는 

러시아의 머리이자 심장이다. 우리는 도시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심지어 

건축의 이 모든 혼종적 성격조차 사상의 단일성, 움직임의 단일성을 증명한다. 

네덜란드 양식의 늘어선 건축물들은 표트르대제 시절을, 이 라스트렐리풍의 건물은 

예카테리나 시대를 상기시킨다. 그리스와 로마 양식의 이 건물은 보다 최근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통틀어 페테르부르그의 유럽적 삶과 러시아 전체의 

역사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페테르부르그는 먼지와 쓰레기 속에 파묻혀 

아직도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양한 양식의 공존이란 곧 개성의 부재를 뜻하지만, 그러한 몰개성성은 

페테르부르그를 뒤덮은 ‘먼지’와 마찬가지로 도시 창조의 과정을 증거한다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펠리에톤 화자 특유의 무책임한 포즈를 

방증하듯 연구자들은 페테르부르그 건축에 대한 화자의 단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어 이견을 보인다. 예컨대, 버클러는 도스토옙스키가 

페테르부르그의 공간적 다양성으로부터 시간적 연속성을 도출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역사의 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을 덧붙인다. 따라서 

‘먼지와 쓰레기’가 파괴가 아닌 생성의 이미지라는 1847년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은 1873년 『작가일기』에 실린 「작은 그림들」이라는 펠리에톤에서 

페테르부르그의 무질서, 몰개성을 비판하는 입장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55  모슨은 내용보다는 문체의 아이러니에 주목하여 1847년 

펠리에톤이 이미 페테르부르그의 반(反)역사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 수도의 정체성과 역사를 발견하고 기록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실패한다는 점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과 형식의 탐색에서 

실패한 러시아의 수도와 우연적이고 무계획적 연대기로서 펠리에톤 장르는 

짝패를 이룬다.56  

                                           
55  Julie A. Buckler, p.33 ; 1873년 『작가일기』에 실린 「작은 그림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펠리에토니스트라는 가상의 화자를 설정하지 않고 본래 자신의 식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세 편의 글로 이루어진 이 펠리에톤적 기사(Фельетонная статья)는 ‘먼지와 

더위(пыл и жар)’를 후렴구로 반복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1847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와 26년의 간격을 두고 유사한 모티프를 공유한다. 
56  G.S.Morson, p.17-18. ; 이외에도 Смесь(혼합)라는 표현은 펠리에톤 장르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모슨은 정체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페테르부르그가 ‘어디론가 분주히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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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테르부르그의 현재성을 담보하는 두 번째 현상인 ‘일제히 

고백하기(всеобщая исповедь)’는 사회적 의견 표출과 교환의 빈도수가 높아진 

숨 가쁜 공론장의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사람들이 앞 다투어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에 빗대어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을 묘사할 때 화자가 강조하는 

것은 도시의 빠른 템포이다. 페테르부르그의 빠른 리듬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동시대 사상가 벨린스키와 게르첸이 각각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를 주제로 

쓴 글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게르첸이 노브고로드에 유배되었을 무렵 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1846)」와 벨린스키의 「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1844)」는 모두 느긋한 모스크바에 비하여 신속하게 돌아가는 

페테르부르그 문학장을 묘사한다.  

 

페테르부르그의 문인들은 하나같이 장사치이다. 대표적 인물, 이득 대신 사상을 

매개로 하는 문학 서클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페테르부르그 문인들은 

모스크바 문인들보다 두 배는 더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그들은 모스크바에 와서 

지적인 모임과 담화를 보고 놀란다. 그럼에도 모든 종이로 된 활동은 

페테르부르그에만 존재한다. 페테르부르그에서는 잡지가 출간되고, 사상가들도 더 

똑똑하다. 푸시킨과 카람진이 그곳에서 살며 글을 썼고, 고골도 모스크바보다는 

페테르부르그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모스크바에는 신념이 깊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손을 놓고 앉아 있다. 모스크바 문학서클에서 하는 일이란 매일 서로에게 

‘서구는 기울고 있다, 루시는 번성중이다’와 같은 쓸모 있는 사상을 증명하느라 사심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모스크바에는 단 한 개의 잡지만 출판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스크바인』이라는 잡지이다.
57

   

                                                                                                        

떠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스토옙스키와 플레셰프가 공동으로 

쓴 1847년 4월 13일자 펠리에톤에서 이 이미지는 더 상술되어 있다.  

   “페테르부르그는 일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다. 매년 여름 페테르부르그는 산보를 즐기면서 

생각을 고른다. 아마 그는 벌써부터 다음 겨울에 할 일을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자기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쓰지 못했으나, 평생 소설쓰기를 계획하고 있는 

동생을 둔 어떤 한 문인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새 길을 떠나면서 옛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Петербург отдыхает после дела. Каждое лето он, гуляя, собирается с мыслями; может 

быть, он и теперь уже надумывается, что бы ему сделать на будущую зиму. Он очень похож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на одного литератора, который сам, правда, ничего не написал, но у которого 

брат всю жизнь собирался писать роман. Однако, собираясь в новый путь нужно оглянуться 

на старое” (18:111)  
57 А.И.Герцен, Сочинения в девяти томах, т.2,с.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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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그는 신문, 공연잡지, 및 기타 다양한 안내문 없이는 살 수 없다. 

페테르부르그는 『경찰신문』, 시 우체국을 필수품처럼 여긴다. 일어나자마자 

페테르부르그인들은 오늘 극장의 레퍼토리가 무엇인지 즉시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그의 만족과 여가를 충족시킬 모든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이름난 발행물을 구독중이라면 단지 탁자 위로 손을 뻗기만 하면 될 것이고, 또는 

밖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카페에 들르기만 하면 된다. 모스크바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발행되는 『모스크바 통보』를 위해 

구독자들이 토요일에 한꺼번에 세 부를 수거하러 간다.
58

 

 

부르주아적 소시민성을 평생 경멸했던 게르첸은 페테르부르그 문학의 상업적 

성격을 비난하지만, 모스크바의 현자들이 손 놓고 서구의 몰락을 기다리는 

지금 페테르부르그만이 실질적 문학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벨린스키 

역시 모든 활자화된 것에 대한 페테르부르그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지적하되 

이들의 일상적 읽기를 바쁜 도시민의 고립된 행위의 하나로 바라본다. 

게르첸과 벨린스키의 글이 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가 보여주는 발행물 

현황의 뚜렷한 차이를 토대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화자가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현대 지향(современное 

стремелние)’을 지각하는 방식은 객관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1847년을 기점으로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논하게 

되는 실질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오늘날(теперь)’의 면모가 강조될 따름이다. ‘오늘날’ 비교적 수그러들었지만 

하나의 생리학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여전히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화자는 

일사불란한 고백이 자극하는 모욕감에 주목한다. 여러 가지 모욕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화자는 모욕을 겪는 계층을 간추리기보다 공론장이 활기를 띨수록 

모욕과 불안이 증가하는 양상에 초점을 둔다.  

 

Но всего более было досадно иным господам, до которых, кажется, никому и дела не 

было, которым неизвестно почему вообразилось, что их задевают, что их ввдоят в 

                                           
58 В.Г.Белин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3 томах, т.8,с.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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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ую-то сомнительную и неприятную историю с публикой; вообще, тут произошло 

очень много самых темных и до сих пор необъясненных анекдотов, и, право, 

чрезвычайно было бы интересно составить физиологию господ обижающихся. Это 

особый, очень любопытный тип. Иные из них кричали из всех сил против всеобщего 

разврашения нравов и забвения приличий, вследствии какого-то особого принципа, 

состоявшего в том, что пусть, дескать, дело и не про меня, пусть это и про другого 

кого, но всё равно, зачем же это печатать и зачем это позволять печатать. (18:27) 

그러나 누구보다 짜증을 낸 것은 자기와 전혀 무관한 일에 대해서도 도무지 무슨 

상상력이 발동해서인지 자신을 건드리고 있다고, 공중과의 무슨 의뭉스럽고 불쾌한 

일에게 휘말리게 한다고 생각한 어떤 양반들이었다. 너무도 많은 암흑에 쌓인,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에피소드가 생겨났고, 모욕 받은 신사들의 생리학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물도 가능할 지경이었다. 정말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유형인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전체의 도덕적 타락과 예의의 망각을 있는 힘을 다해 비난했는데, 

내가 아닌 누구에 대해서라도 상관없지만 도대체 그런 걸 왜 출판하고 또 출판하도록 

허용하느냐는 불만을 일정한 원칙으로 삼았다.    

 

모욕 받은 신사들의 캐리커처를 통해 어리석은 공중을 형상화하는 것이 

표면에 드러나는 전략이라면, ‘사회 전체의 고백’을 ‘전체의 도덕적 타락과 

예의의 망각’으로 등치시키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다분히 의미심장하다. 

‘고백’으로 은유되는 출판 행위가 도덕과 예의에 반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도스토옙스키가 1861년에 『시대』에 연재한 러시아 문학 

평론에서 발전시키게 될 문학의 ‘폭로’적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키이코(Кийко)에 따르면 ‘전체의 고백’이란 벨린스키가 고골에게서 

영감을 얻어 1835년 초창기 비평에서부터 강조한 문학의 해부, 분석적 경향을 

암시한다. 59  문학을 비롯한 공개 출판물의 폭로적 측면에 대한 형상화는 

현실을 최대한 낱낱이 담고자했던 자연파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고골의 『외투(Шинель)』를 읽고 자기 자신이 헐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을 토로했던 『가난한 사람들(Бедные люди)』의 주인공 데부시킨은 

‘모욕받은 신사들’의 출현을 예고하는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60  

                                           
59 Е.И.Кийко (18:228)  
60  데부시킨은 여주인공 바렌카에게 편지를 쓰는 내내 아름다운 문체에 집착하며 글쓰기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지만 삼류문사를 추종하는 데서 이미 자신의 문학적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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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고백’과 ‘모욕받은 신사들’로 일대 혼란을 이룬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모습은 2년 전 도스토옙스키가 처음으로 펠리에톤을 모방하여 쓴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1845년 도스토옙스키는 네크라소프의 주도하에 

창간을 앞둔 희극적 선집 『주보스칼(Зубоскал)』의 공지문(Объявление)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공지문은 선집의 풍자적 방향성을 지나치게 예고한 나머지 

도리어 선집 간행의 금지를 초래하였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스스로를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의 저널리스트 뤼시앙에 비교하며 전례 없는 가벼움과 

유머로써 자신의 글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61 

현란한 수사 속에서도 「주보스칼」은 선집의 기조가 ‘진실’의 사수임을 분명히 

전달한다.  

 

 Правда прежде всего. <<Зубоскал>> будет отголоском правды, трубою правды, будет 

стоять день и ночь за правду, будет ее оплотом, хранителем, и особенно теперь, когда, 

с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правда ему страх как понравилась. Впрочем, он иногда и 

                                                                                                        

고골의 『외투』에 대한 그의 격앙된 반응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데부시킨이 이 작품을 자신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방식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실제 러시아 

사회의 한 현상으로 제시한 ‘모욕 받은 신사들’의 심리를 재구성해볼 수 있다. 데부시킨은 

『외투』의 주인공이 곧 자신과 다름없다는 과대망상을 보이며 자신의 삶이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질 정도로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을 ‘우리 형제들’에 

대한 문학적 폭로의 측면에서 문제 삼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민, 가정 생활이 문학을 통해 떠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쇄되고, 읽히고, 비웃음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요! 이제 거리에 코빼기도 내비칠 수 없게 

됩니다.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형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까발려 진 

겁니다. и вот уж вся гражданская и семейная жинзь твоя по литературе ходит, всё напечатано, 

прочитано, осмеяно, пересужено! Да тут и на улицу нельзя показаться будет; ведь тут это всё 

так доказано, что нашего брата по одной походке узнаешь теперь.” (1:63)  

   즉, 데부시킨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형제들’로 불릴 수 있는 문학적 전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전형이 자신과 동일시될만한 구체적 초상을 띨수록 폭로의 

혐의가 짙어진다며 분개한다. 그러나 데부시킨의 반응은 ‘모욕 받은 신사들’의 심리가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척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기 자신이 폭로되는 듯한 착각을 

거쳐 ‘우리 형제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61  (28-1: 115-28-1:116) ;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이 공지문을 뤼시앙의 페이통에 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공지문에서 선집을 ‘주보스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테르부르그의 

산책자로 의인화하여 소개한다. 이외에도 주르비나는 『조국잡기』의 잡록(Смесь)란에 실린 

이 공지문을 펠리에톤으로 분류한다. (Е.И.Журбина, с.273) 이하에서는 공지문을 선집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주보스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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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врет; отчего же не приврать? Он и приврет иногда - но только умеренно. Ведь со 

всеми случается; все любят приврать иногда; то есть не приврать - что мы! - 

обмолвились, но этак, знаете, сказать поцветистее. Ну вот и <<Зубоскал>> точно так 

же иногда что-нибудь тоже скажет метафорой, но зато если и соврет, то есть 

сметафорит, то сметафорит так что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похоже на правду, что выйдет не 

хуже иной правды, - вот будет так! А впрочем,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будет за правду 

стоять, до последней капли крови будет за правду стоять! Во-вторых, <<Зубоскал>> 

будет врагом всяких личностей, даже будет преследовать личности. Так что Иван 

Петрович, например, прочитав нашу книжку, вовсе не найдет совершенно ничего 

предосудительного на свой счет, а зато найдет, может быть, кое-что щекотливое, 

впрочем, невинное, совершенно невинное о приятеле и сослуживце своем, Петре 

Ивановиче, и, обратно, Петр Иванович, читая ту же самую книжку, ровно ничего не 

найдет о себе, зато найдет кое-что об Иване Петровиче. Таким обрзаом, оба они будут 

рады, и обоим им будет крайне весело. Уж это так <<Зубоскал>> устроит. Вот вы сами 

увидите, как он обделает подобно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18:8) 

진실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주보스칼』은 진실의 메아리, 진실의 나팔로서 밤낮 

진실을 지키고, 진실의 요새, 보호자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이 겁나게 마음에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그는 거짓말을 

좀 보태기도 할 것이다. 거짓 좀 보태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그는 가끔, 그러나 

단지 적절하게 거짓을 보탤 것이다. 사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 가끔 거짓을 

보태길 좋아한다 ;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 이런! 실언을 하다니. - 좀 더 

다채롭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주보스칼』도 가끔 무언가를 은유로 말하게 

될 것이다.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즉 은유로 말하게 된다면, 결국 진실에 

근접하도록, 어떤 진실 보다 못하지 않은 은유로 말할 것이다. -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하한 경우에도 진실을 사수할 것이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진실을 위해 바칠 것이다.     

 둘째로,  『주보스칼』은 모든 개성의 적으로서 심지어 개성을 탄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이반 페트로비치는 우리의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일체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표트르 이바노비치에 대해서는 

무언가 낯간지러운 것을, 그러나 악의는 없는, 전혀 악의는 없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같은 책을 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반 페트로비치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둘은 모두 기뻐할 것이며, 둘 모두 즐거움이 극에 달할 것이다. 

『주보스칼』이 그렇게 되도록 손을 쓸 것이다. 『주보스칼』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당신들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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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은유와 개성의 탄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 진실을 비틀어 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보스칼』의 신념에서 

독자를 현실과 지극히 사실적으로 대면시키는 자연파 문학에 대한 거부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보스칼」과 「페테르부르그 연대기」, 이 두 펠리에톤이 

‘고백’, 또는 ‘진실의 메아리’로서의 사회적 발언과 그것이 불러일으킬 모욕을 

이야기할 때, 이 논의는 자연파와의 문학적 논쟁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파의 득세를 계기로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의 속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스며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845년과 1847년 사이에 도스토옙스키가 바라본 러시아 사회는 

진실을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쉽게 모욕 받는 시대적 분위기에 대한 표상은 러시아 사회의 

뿌리 깊은 감시 문화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예민한 감각을 그대로 반영하며, 

1849년 페트라솁스키 사건 진술서에서도 불필요한 침묵과 공포가 만연한 

음울한 시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Мне всегда было грустно видеть, что мы все как будто инстинктивно боимся чего-то; 

что сойдемся ли мы, например, толпой в публичном месте, - мы смотрим друг на друга 

недоверчиво, исподлобья, косимся по сторонам, подозреваем кого-то. ......(중략).....но 

излишнее умолчание, излишний страх наводят какой-то мрачный колорит на нашу 

обыденную жизнь, который кажет всё в безрадостном, неприветливом свете, и, что 

всего обиднее, колорит этот ложный; ибо весь этот страх беспредметен, напрасен (я 

верю в то), все эти опасения больше ничего как наша выдумка, и мы сами только 

напрасно беспоко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воею таинственностию и недоверчивостию. Ибо 

из этого натянутого положения часто выходит много шуму из пустяков. (18:121)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우울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무리 짓는 일이라도 생길라치면, 서로를 미심쩍게 바라보고 

주위를 기웃거리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보는 것이다. ..(중략)... 불필요한 침묵과 

불필요한 공포는 우리의 일상에 음울한 색조를 드리워, 모든 것이 침울하고 불쾌한 

빛을 띠게 된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분위기의 거짓됨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포가 대상없는 공연한 것이기 때문이다(나는 그렇게 믿는다). 모든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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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우리의 공상이며, 우리의 비밀스러움과 불신이 정부를 공연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이 바로 사소한 것을 숱한 잡음으로 발전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진술서의 명료한 비판적 어조는 펠리에톤에서 희극성 또는 아이러니를 통해 

굴절되어 나타난다. 팽거(Fanger)에 따르면, 프랑스 페이통의 명석함을 

의식하여 쓴 4,5월의 펠리에톤과 달리 6월 펠리에톤이 도스토옙스키라는 

개인을 더 직접적으로 투영함으로써 확연한 어조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62 , 

페테르부르그의 현재성에 대한 화자의 예찬이 내포하고 있는 역설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2-3. 몽상가-산책자와 단편의 펠리에톤 구도   

 

4월 27일, 5월 11일, 6월 1일자 세 편의 펠리에톤에서 러시아 소사회의 두 

전형과 페테르부르그 공론장을 주제로 한 담론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6월 15일자 마지막 펠리에톤서 화자는 페테르부르그 산책자의 

탄생을 조명함으로써 자신의 펠리에톤에 대한 메타적 발언을 시도한다. 화자가 

몽상가라는 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자기 고백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는 「페테르부르그 연대기」 전체가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와는 조심스레 구분되어야 한다. 일례로 

모출스키(Мочулький)는 화자가 독자를 향해 몽상가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대목에서 몽상가가 다름 아닌 화자의 필명에 해당함을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이 고백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문학적 성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63 자신의 일상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세세한 사실들이 밝혀질 때, 

                                           
62 Donald Fanger, Dostoevsky’s Early Feuilletons : Approaches to a Myth of the City, Slavic Review 

Vol.22, No.3, 1963, p.479.  
63  К.Мочульский, с.61 ; 책에 갇힌 삶에서 비롯되는 몽상성의 테마와 자기 고백의 형태가 

어우러지는 보다 확실한 예로 『백야(Белые ночи)』를 들 수 있다. 『백야』의 주인공은 

여주인공 나스첸카에게 몽상가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부끄러움 탓에 자신의 이야기를 

삼인칭으로 밖에 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이 시각 우리의 주인공은 – 나스첸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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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또는 도스토옙스키가 몽상가라는 보편 명사 뒤에 숨어 자신의 비밀을 

풀어낸다는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펠리에톤 화자가 실제 

작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로 일컬어지는 몽상성을 도스토옙스키 개인의 성향, 나아가 그의 

문학적 테마로만 귀속시킬 경우 몽상가가 러시아적 전형으로서 도출되고 있는 

맥락은 제외되고 만다. 어쩌면 이러한 해석상의 편의는 몽상가라는 유형이 

다뤄지는 모호한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펠리에톤에서 자주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미묘한 서술의 단절은 한 가지 현상이 특수와 보편 모두에 

연결될 가능성에서 오는 범주의 모호함을 잘 드러낸다.  

 

Тогда в характерах, жадных деятельности, жадны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жизни, жадных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но слабых, женственных, нежных, мало-помалу зарождается то, что 

называют мечтательностию, и человек делается наконец не человеком, а каким-то 

странным существом среднего рода - мечтателем. / (사선은 인용자 표시) А знаете ли, 

что такое мечтатель, господа? Это кошмар петербургский, это олицетворенный грех, 

это трагедия, безмолвная, таинственная, угюрмая, дикая, со всеми неистовыми 

ужасами, - и мы говорим это вовсе не в шутку. (18:32)    

활동성과 직접적 삶, 현실을 갈구하지만 유약하고 여성스러우며 부드러운 

성격들에게서 점차 몽상성이라 할 것이 탄생한다. 인간은 마침내 인간이 아닌 

몽상가라는 기이한 중성적 존재가 된다. / 몽상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는가? 

이것은 페테르부르그의 악몽이자 죄의 육화이며, 말없고 비밀스러우며 음울한 비극, 

모든 광포한 격정을 동반한 거친 비극이다, - 단연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 표시 전후로 몽상성이 논의되는 맥락은 서로 이질적이다. ‘기이한 중성적 

존재’로서 몽상가를 정의하는 대목에 이어 화자가 독자에게 그 기이함의 

면모를 나열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자전적 요소 

또는 그의 소설이 앞으로 선보일 관념인의 원형을 발견한다. 반면, 활동성의 

갈구와 좌절이라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몽상성을 고찰하고 있는 앞부분의 

                                                                                                        

모든 것을 일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건 끔찍이도 수치스러우니 3인칭으로 말하는 걸 

허락해줘요. В этот час наш герой, - потому что уж повозльте мне, Настенька, рассказывать в 

третьем лице, затем что в первом лице всё это ужасно стыд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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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네 편의 펠리에톤 속 담론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몽상가가 러시아의 공적 삶의 미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된 

것이라 본다. 64  이때 ‘몽상가’는 앞서 논의된 ‘선량한 인간’, ‘재담꾼’과 

러시아인이 사회적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드러내는 결핍으로 연결된다. 여러 

가지 전형을 즉흥적으로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성긴 구성은 보기와 

달리 하나의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한 능동적 전략인 것이다. 

‘몽상가’라는 개별 전형의 문학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던 20세기 연구자들의 

시각과 다르게 레바(Рева)라는 최근 한 연구자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꿰는 

방식에서 도스토옙스키 펠리에톤의 고유성을 읽어낸다. 레바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라는 인물을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초기 단편들에서 반복해서 

등장시키지만, 이 재등장 기법은 어떠한 서사적 연속성이나 형상의 발전과도 

무관하다고 본다. 65  작품마다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도 무방한 복수의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나 현실의 모든 가능한 측면을 

다양한 예시와 증거를 통해 포괄(охватить)하려는 펠리에톤 원칙의 한 

예시라는 것이다.66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전형들은 그 전형들을 통해 이야기되어야 할 

                                           
64  전집에 수록된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주해를 단 프리들렌데르(Фридлендер), 

키이코(Кийко)와 나지로프(Назиров)는 몽상가의 활동성의 좌절을 첫 번째 펠리에톤에서부터 

거론된 ‘공적 관심사가 부재하는 러시아 사회’에 관한 담론과 연결 짓는다는 점에서, 

몽상가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있다. Р.Г.Назиров, Творческие принципы 

Достоев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рат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82, с.41.  
65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적잖은 나이에 어린 소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한 과부 여인과 우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송사를 돕는 인물로서 

아이러니한 의미의 ‘선량한 유형’으로 거론된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속 일화의 

주인공 율리안 마스타코비치가 물질적 탐욕에 의해서 어린 소녀와 결혼하려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화자가 소개했던 유형과 유사하다면, 단편 

「약한 마음(Слабое сердце)」속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주인공 바샤 슘꼬프의 은인이면서도 

그를 행복한 광기로 몰아가는 불가해한 인물로 제시된다. 발자크의 인간희극에서 

재등장하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몇몇 작품이 시리즈를 형성하는 예와 달리, 

도스토옙스키가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를 통해 시도하는 인물 재등장 기법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현실의 다양한 국면이 하나로 묶이길 저항하는 양상을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  
66 Е.К.Рева, Значение фельетона <<Петербургская летопись>> в ранней прозе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Известия Самар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РАН Серия «Педагогика и психология», «Филология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е» - Самара, Т 11.-№4(4), 2009, с.103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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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입체적으로 보게 해 준다. 1840년대 후반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은 

바로 이 입체적 제시를 통해서 평론의 예술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법은 초기 단편 창작에서도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 중 1848년 

『조국잡기』 4호와 9호에 각각 실린 「정직한 도둑(Честный вор)」과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Елка и свадьба)」은 펠리에톤 구도를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рассказ)로서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전형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담론의 입체성을 구현한다. 전집에서 해당 작품들의 주해를 단 

페를리나(Перлина)는 ‘무명인의 수기로부터(Из записок неизвестного)’라는 

동일한 부제, 그리고 이야기를 가장 바깥에서 서술하고 있는 화자와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몽상가-산책자와의 심리적 유사성을 지적함으로써 

두 단편이 펠리에톤 연작을 이룰 가능성을 시사한다. 67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자와 묘사되는 사건의 목격자이자 평자로서 화자의 역할이 각기 다르며 

작품의 내용 역시 공통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편이 공유하고 있는 

펠리에톤적 속성은 무엇일까? 두 단편이 유사한 펠리에톤 화자에 의해 

직조되는 과정은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다음 대목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На улице он ходит повесив голову, мало обращая внимания на окружающих, иногда и 

тут совершенно забыва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но если заметит что, то самая 

обыкновенная житейская мелочь, самое пустое, обыденное дело немедленно 

принимает в нем колори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Уж у него и взгляд так настроен, чтобы 

видеть во всем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18:33) 

그는 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완전히 현실을 잊은 듯 주변에 거의 관심을 

주지 않고 걷는다. 그러다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면 생활에서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부분, 가장 보잘것없는 것, 진부한 일이 즉각 그에게 환상적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이미 그의 시선은 모든 것에서 환상적인 것을 보도록 조율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의 사소한 일부에서 환상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몽상가의 퍼스펙티브는 두 

단편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가 접합되는 구조로 반영되며 이를 

                                           
67 Н.М.Перлина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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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직한 도둑」 
화자와 이야기꾼 사이에 발생한 사건(a) +  

이야기꾼의 과거 일화(b)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 

화자의 결혼식 목격 (a) + 과거 크리스마스에 화자가 

목격했던 일화(b) + 화자의 결혼식 논평 (a) 

  

두 단편의 중심 서사를 이루는 부분은 대부분 이야기의 액자로 기능하는 (a) 

대신 삽입된 일화인 (b) 라 할 수 있다. 몽상가-산책자로서 화자가 보고 들은 

것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에 의해서 이야기의 틀이 되는 (a)와 중심 

이야기인 (b)가 합쳐지지만, 이 때 (a)와 (b)는 여느 액자구조와는 다른 관계로 

맺어져 있다. 위 조합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a)는 속이야기인 

(b)의 핍진성을 강화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a)에 의해서 촉발된 일화인 

(b)는 (a)와 닮은꼴을 유지하며,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몽상가-산책자가 

사소한 것에서 발견하는 ‘환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a)와 (b)의 관계는 

사실/허구, 현실/환상의 이분법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다. 펠리에톤 화자의 

‘환상적인 것’의 개념은 리하쵸프(Лихачев)가  「도스토옙스키의 현실적인 것과 

믿을만한 것의 추구(Достоевский в поисках реального и достоверного)」라는 

논문에서 말하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 또는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떠오르는 일’에 훨씬 더 부합한다. 리하쵸프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에서 이 ‘가능한 일’들을 주도하는 것은 현상을 종합하고 일반화하는 

생리학적 오체르크의 저자가 아니라 단일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찾아다니는 

펠리에톤 저자이다. ‘가능한 일’들은 다름 아닌 구체적 사건과 인접하여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단편에서 (a)와 (b)의 닮은 꼴 관계는 이처럼 

구체적 사실로부터 ‘가능한 일’이 도출되기에 성립하는 것이며, 리하쵸프의 

표현을 빌면 도스토옙스키 또는 펠리에톤 화자는 ‘있었던 일’에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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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일’을 ‘잇대어 지어내는 것(досочиняет)’이다.68  

 두 단편에서 삽입된 일화를 ‘있었던 일’보다는 ‘있을 수 있었던 일’로서 볼 

근거는 무엇보다 그 일화가 소개되는 정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직한 

도둑」에서 화자와 그의 식객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어느 날 한 사내가 집에 

들어와 외투를 훔쳐가는 것을 목격한다. 쉽게 단념하는 화자와 달리 식객은 

눈앞에서 도둑맞은 일을 두고 내내 분개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반응을 

즐긴다. 사건 자체가 다음과 같이 그의 이야기꾼으로서의 본능을 자극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Но Астафия Ивановича всё это так поразило, что я даже позабыл о покраже, на него 

глядя. Он опомниться не мог. Поминутно бросал работу, которою был занят, 

поминутно начинал сызнова рассказывать дело, каким это образом всё случилось, как 

он стоял, как вот в глазах, в двух шагах, сняли бекешь и как это всё устроилось, что и 

поймать нельзя было.....(중략)... Одним словом, Астайий Иванович хотя дело сделать 

умел, однако был большой кропотун и хлопотун.  

 - Одурачили нас с тобой, Астафий Иваныч! - сказал я ему вечером, подавая ему 

стакан чая и желая от скуки опять вызвать рассказ о пропавшей бекеше, который от 

частого повторения и от глубокой искренности рассказчика начинал становиться очень  

комическим.  (2:84)   

 그러나 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매우 당황해하는 것을 보며 나는 도둑맞은 일 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서 있었고, 어떻게 바로 눈 앞 

두 발짝 앞에서 사내가 외투를 가져가는 데도 잡을 수 없도록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중략)... 한마디로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일의 

수완은 좋을지언정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꽤 굼뜨고 어수선한 사람이었다.  

  - 우리 둘을 골탕 먹이다니, 아스타피 이바니치! - 저녁에 그에게 차를 내주며 나는 

말했다. 심심한 나머지 사라진 외투 이야기를 또 조르고 싶었다. 이야기꾼의 잦은 

반복과 여간하지 않은 진심으로 외투 이야기는 굉장히 희극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자와 함께 목격한 일을 반복적으로 곱씹는 과정에서 식객은 자신이 겪은 

                                           
68 Д.С.Лихаче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3, Худож.лит-ра, 1987, с.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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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서 ‘정직한 도둑’ 일화를 들려주게 된다. 서사의 표면만 보자면 외투 

도난사건이 과거의 일화를 환기시키는 구조이지만, 화자가 지속적으로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에게 부러 외투 도난사건 이야기를 시킨 끝에 마침내 

‘정직한 도둑’이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을 얻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화자는 먼저 정직한 도둑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식객은 그런 게 있을 리 없지만 정직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직한 도둑’이라는 형용모순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에 기대를 

모은다. 내용상 아스타비 이바노비치의 일화는 아이디어의 모체가 된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즉흥적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형식면에서 ‘정직한 도둑’ 일화가 ‘있었던 일’을 보충해주는 ‘가능한 일’로서의 

만듦새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독립된 형태로 삽입되지 않고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숱한 

노력에도 주정뱅이 식객 에멜리얀이 거리의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주인의 

바지까지 훔쳤으나 숨을 거두기 전 도둑질을 인정하게 된다는 결말을 통해서 

온갖 비참 속에서도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한다. 

작품 전체가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의 일화와 더불어 끝나기 때문에 이 일화가 

‘정직한 도둑’이라는 형용모순에 적절히 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완으로 남지만, 이미 동시대 비평에서 일화와 작품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지적이 발견된다. 1849년 『동시대인』에 실린 「1848년 러시아문학에 대한 

소고(заметки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48 года)」에서 안넨코프(П.Анненков)는 

독자가 이야기꾼에 설득되기보다 이야기꾼의 과잉된 수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의 조작에 더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야기의 진실된 

측면에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언변은 모두 작가의 탓이며, 이는 독자의 

감정이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69  안넨코프는 따뜻한 일화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과잉 수사와 그 뒤에서 자신의 손질을 노출시키고 만 작가의 

서투름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직한 도둑」이 펠리에톤에 기반을 둔 단편임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69 П.В.Анненков, Заметки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848 года, Современник 1849 No.1, Отд.3, c.1-23. 

http://az.lib.ru/a/annenkow_p_w/text_0142.shtml (검색일 : 2015.11.29.)    

http://az.lib.ru/a/annenkow_p_w/text_014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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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주의 문학에서 서술자의 감정이입적 태도가 작품의 통일성을 

만들어낸다면 70 , 「정직한 도둑」에서 에멜리얀에 대한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의 

인도주의적 해석은 작품 전체의 기조가 되지 못한다. 안넨코프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의 남용이 불러일으킨 저항감은 곧 ‘정직함’과 ‘도둑질’의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된다. 애초에 이야기를 ‘정직한 도둑’이라는 프레임에 

가둔 것이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였듯이, 정직함은 인물에 내재된 가치이기보다 

이야기꾼이 택한 수사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화자와 마찬가지로 독자는 이야기꾼의 수사에 동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두 가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의 선행이 오히려 에멜리얀의 파멸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하고 

안넨코프가 물었듯이, 과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선한 의지만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71  또 하나는 에멜리얀의 정직함이 마지막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지난 삶의 오명을 벗게 하는 미덕인 것인지, 아니면 

목숨과 맞바꾼 고백의 무게로 미루어 짐작되듯 지나친 ‘정직함’이 그를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소개하는 일화는 그의 장담과 달리 ‘정직한 도둑’이라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함축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펼쳐 보인다. 이 단편 속에서 

실제 벌어지지만 구체적 맥락 없이 미궁에 남겨지는 외투 도난 사건과 고유한 

서사와 설명체계를 동반하는 일화를 나란히 배치하는 펠리에톤 구도는 곧 

현실의 모든 이름 없는 사실들에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부여하는 예술적 

상상력의 실현물인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은 「정직한 도둑」에 비해 일화의 논쟁적 맥락을 

구성하는 화자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70 Gitta Hammarberg, From the idyll to the novel : Karamzin's sentimentalist prose ,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129.  
71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자애로운 행동에 관한 에피소드가 외젠 쉬나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상기시키지만 일종의 변형을 거쳤다는 파스팅(Фастинг)의 지적을 참고해볼 만하다. 

쉬나 위고의 경우 자애로운 행동이 그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 행동이 자비심을 드러내는 주체에게 일으키는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Сигурд Фастинг, Трансформация “филантропических” эпизодов у Достоевского, Dostoevsky 

Studies, V.1, 1980, 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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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어느 결혼식에 대한 목격담은 ‘결혼식-트리-결혼식’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흐름이 화자의 자의적 구성의 결과물임을 말해준다. 얼마 전 결혼식을 

보았다고 한 뒤 트리에 관한 이야기로 방향을 급작스레 바꾼 화자는 작품 

말미에서 다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다. 작품의 처음과 끝에서 

언급되는 결혼식을 동일하다고 볼 서사적 요건은 충분치 않지만, 화자는 두 

결혼식 사이에 독특한 연상관계를 만들어낸다. 처음에 말하려던 결혼식의 경우 

‘나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보았다(На днях я видел свадьбу 2:95)’라는 한 

문장으로 그치는 반면, 마지막에 언급되는 결혼식은 트리 일화와의 

연속선상에서 그 전모가 설명된다는 점에서 두 서술 대상의 동일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 순서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두 번의 결혼식 목격담을 틀로 하여 화자는 5년 전에 있었던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트리 일화의 주인공은 4월 27일자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펠리에톤 화자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악한의 전형으로 제시한 바 

있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이다. 두 작품에서의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모두 

중년에 이르러 십대 소녀와의 결혼을 앞둔 탐욕의 화신이지만, 펠리에톤 

화자는 평면적 악인을 부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화자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라는 전형을 ‘오늘날 가장 선한 사람조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이 되어버리는’ 현실과 결부시키면서, 순수 악한이 

사라진 오늘날의 변화를 현실과 문학을 뚜렷이 가르지 않는 모호한 층위에서 

설명한다. 72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에서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를 좇는 

                                           
72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의 화자는 오늘날 오래된 멜로드라마와 소설 속 악한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순수 악한과 선인을 구분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데, 이 대목을 

각각 문학과 현실 어디에 방점을 두어 읽느냐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도출된다. 도스토옙스키와 디킨스의 문학적 영향관계를 연구한 라리(Lary)의 경우, 불분명한 

선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율리얀 마스타코비치가 디킨스의 『마틴 처즐위트(Martin 

Chuzzlewit)』에 나오는 펙스니프 씨(Mr.Pecksniff)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본다. (N.M.Lary, 

Dostoevsky and Dickens : A Study of Literary Influence, London and Bost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p.36) 팽거(Fanger)는 ‘선량한 마음’만 가졌을 뿐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유형에 대한 화자의 불만이 보다 생동하는 존재였던 과거의 악당들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맥락의 아이러니함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디킨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발자크와도 차별화되는 자신의 예술창작의 방식을 정당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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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시선은 바로 이 연대기 화자의 관점을 형상화하고 있다. 새해 전야에 

어린이들의 무도회에 초대된 화자는 이 자리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형식으로 

부모들의 이해 타산적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한 뒤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라는 

실례로 초점을 옮긴다. 트리 주변에서 자신의 어린 신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한 

소년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를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화자는 분노하는 대신 

두 번이나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다. 이 웃음이 궁지에 몰렸던 소년과 소녀를 

잠시나마 구하지만, 화자는 소녀의 지참금에 흥분하여 무리하게 끼어든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를 보며 오래된 멜로드라마적 악한에 비해 우스꽝스럽고 

가엾기까지한 현대의 악당에 실소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화자는 이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을 무심한 듯 담아낸다. 소녀의 부모와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의 연극적 대화, 그리고 이 거래를 중개하는 무도회 주인의 

섬세하고 익숙한 움직임에 응축되어 있는 결혼 풍속에 대해 일화 속의 화자는 

절제된 관찰을 보여준다.  

 트리 일화를 경유하여 다시 시작된 결혼식 목격담에서 화자는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와 16살을 갓 넘긴 그의 신부를 알아본다. 어린 

신부의 표정에 나타난 슬픔에 공감하던 화자는 결혼식 주위에 모인 군중들이 

신부의 엄청난 지참금에 대해 수군대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끝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Однако расчет был хорош!>> (2:101)   

                    ‘어쨌든 계산이 잘 맞았군!’  

 

군중의 판단에 호응하는 듯한 이 발언에서 화자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를 

향한 반감과 어린 신부에 대한 연민을 모두 배제한 채 냉정한 세태 비판의 

                                                                                                        

도스토옙스키의 완곡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Donald Fanger, Dostoevsky’s Early 

Feuilletons : Approaches to a Myth of the City, Slavic Review, Vol.22, No.3, 1963, p.473.) 한편, 

문학적 유형의 사회적 시의성에 주목하는 네차예바는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인 『가난한 

사람들』 속 악당인 비코프(Быков)가 농노제 시대의 구습을 대변하는 전형이었다면, 율리얀 

마스타코비치는 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이 형성되는 부르주아형 인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В.С.Нечаева, Ранний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49, Москва : Наука, 1972, с.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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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를 취한다. 율리안 마스타코비치가 기다린 5년의 시간과 신부가 가진 

지참금이 등가 교환되어 이루어진 결혼식을 보며 화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이 되는 현실’의 불가항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의 탐욕이나 어린 신부의 희생은 철저한 타산 위주의 결혼 

풍속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불충분한 범주이기 때문이다. 어린 신부에 

대한 감상을 거두고 금세 결혼의 합당한 규모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갈 때, 이 

소녀 또한 동일한 사회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화자의 체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첫 머리에서 일화로 넘어가기 전 화자는 자신이 목격한 결혼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결혼식에 대한 화자의 위와 같은 논평을 

상기한다면, 첫 번째 결혼식에 대한 화자의 긍정과 만족은 독자로 하여금 더 

영리하게 이면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고의적 무지(faux naif)의 성격마저 띤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하여 트리에 얽힌 일화를 떠올리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화자는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결혼식이 주는 근사한 

인상을 단편적 진실로 간주하고 그것이 숨기고 있는 나머지 현실에 대한 

퍼스펙티브로 이끌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펠리에톤은 전형화, 고유 문구, 일화와 같은 

문학적 수단을 통해서 순수 저널리즘 장르로서의 펠리에톤과 결별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수단을 논쟁적 담화를 구현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펠리에톤을 

사회평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문학적 수단이 예술작품에 고유한 허구적 

세계를 창조하는 대신 지금 여기의 문제를 시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펠리에톤이 담론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에 있었으며, 우리는 이를 

몽상가-산책자인 화자가 만드는 펠리에톤 퍼스펙티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펠리에톤 화자는 하나의 현상, 사실을 파악하거나 제시하는 데 있어 단일하고 

고정된 개념을 구축하는 대신, 그 현상을 이루는 부분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 화자에 의해 임의로 주어진 듯한 그 부분들은 독자에 의해 종합되고 

해석되기 전까지 무질서한 모음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화자가 설명하지 

않았으나 그 구성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었다.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도시적 삶에서 목격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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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유형이 러시아의 공적 삶의 양상을 다각도로 재현하고 있다면, 펠리에톤 

화자를 중심으로 일화가 소개되는 형식을 공유하는 두 단편 「정직한 도둑」,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의 경우 현실의 구체적 사실이 그로부터 확장된 

허구적 사실을 프리즘으로 하여 특정한 이슈를 파생시키는 단초가 됨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여기의 현실을 조명할 수 있는 전형을 

제시하거나 주어진 사실을 반(半)허구로서의 일화와 결합하여 재해석하는 

방식을 이후 펠리에톤 창작을 통해서 보다 완숙한 기법으로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이어지는 장에서 보듯이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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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주의 비평으로서의 펠리에톤 : 『시대』(1861-1863)를 중심으로  

 

 1847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그의 공적 

삶의 기본 단위인 서클 문화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으며, 2년 뒤 그 

자신의 페트라솁스키 서클 활동도 기나긴 유형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전제정치의 삼엄함과 러시아인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이라는 이중의 

난관을 보며 러시아 사회의 잠재력을 일찍이 체념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 

40년대 정치적 이상의 좌절은 예견된 것이었을지 모른다. 페트라솁스키 모임에 

대한 그의 술회가 거짓이 아니라면, 구성원들은 진정 뜻을 같이 하기보다 

자기애와 토론의 열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이 진실이 도스토옙스키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라 해도, 최소한 그가 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달성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861년 도스토옙스키가 형 미하일과 창간한 『시대(Время)』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룬 서클의 사회적 결실이었다. 73  이 장에서는 『시대』에 실린 

도스토옙스키의 평론 및 예술 작품에 나타난 펠리에톤적 글쓰기의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861년 상반기 펠리에톤란에 실린 글들, 1863년에 

연재되었던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Зимние заметки о летних 

впечатлениях)』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시기 도스토옙스키는 저널리즘에 본격 투신하면서 펠리에톤 장르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굳혀나가게 된다. 『시대』를 통해 문인-기자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펠리에톤 장르의 폭넓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펠리에톤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그의 저널리즘 활동에 있어 

요긴한 형식이 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절충적 입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의 창간 

기획문에서 민중적 원칙과의 화해를 목표로 한 대지주의를 슬라브주의와 

                                           
73 오르낫스카야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 형제가 발행한 『시대』와 『세기』는 ‘순수 문학 서클’에 

토대를 두었다. 서클은 신념과 친밀함을 나누는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잡지의 

호를 다양한 글들의 기계적 모음 대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Т.И.Орнатская, Редакциоон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кружок Ф.М. и М.М. Достоевских 

(1860-1865гг.),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8, 1988, с.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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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대지주의는 

그것이 과연 제 3의 길인가에 대한 부단한 의혹에 시달렸고 74 , 실제로도 

자신이 제 3의 길임을 주장하기 위해 기존 양 진영의 그름을 비판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화 이후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사상적 분열을 

통합한다는 목표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문학적 경향이나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대결의 논리로 나타났던 것이다75. 새로운 이념을 

갈파하기 위한 필요성을 웃도는 『시대』의 논쟁 지향에 대한 

셰드린(С.Щедрин)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대지주의를 둘러싼 몰이해와 혼란의 

양상을 짐작케 한다.  

  

 『러시아 통보』를 상대하는 것이 당신네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아시오? 

적어도 속이는 일은 없으니 말이오. 『러시아 통보』를 펼치면, 숲에 들어섰다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당신네들의 경우는 도대체 무엇과 맞닥뜨렸는지 확신할 수조차 

없단 말입니다. 흐릿하고, 멀겋고, 미끌미끌하고...
76

  

 

자파도프(Западов)는 셰드린이 『러시아 통보』와 달리 『시대』가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은폐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시대』의 노선의 

불분명함은 대지주의라는 독창적 표현에 이미 내재된 문제였다. 즉 대지주의는 

정치적 명료성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7  당대 

가장 진보 성향에 속했던 『동시대인』이 ‘대지(почва)’를 공허한 구호라 비난한 

데 대해 카아(Carr)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의 과잉이야말로 『시대』의 

                                           
74 슬라브주의의 입장을 단순 변형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된다.  
75 18:39  
76  А.В.Западов (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XVII-XIX веков, Москва : Высшая 

школа,1973, с.323 에서 재인용. <<А 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с <<Русским вестником> все-таки 

приятнее иметь дело, нежели с вами? По крайне мере не обманываешься : войдешь в 

<<Русский вестник>> - ну, и знаешь, что вошел в лес, а в вас войдешь - не можешь даже 

определить, во что попал : и серенько, и жиденько, и скользко...  
77  『시대』가 정치, 경제, 교육 등 각기 다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음을 조사한 연구로 Ellen Chanc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Ideology of Pochvennichestvo in 

Dostoevsky’s Thick Journals Vremia and Epokha, Russian review, Vol.34, No.2, 1975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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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었다는 아이러니한 발언을 한 바 있다. 78  대지주의라는 문구의 잡히지 

않는 속성은 대지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스토옙스키가 『시대』 속에서 택한 논쟁의 전략이 대개 이와 같았다는 

투니마노프의 지적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79  

 정치적 입장을 가늠할 수 없는 문학적 수사가 기성 진영과의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위와 같은 해석은 『시대』의 정치적 

의도에 쏠린 관심을 방증한다. 문학과 정치의 잡지(журнал литературный и 

политический)로서 『시대』가 문학에 결코 덜한 비중을 두지 않았음은 

도스토옙스키가 문학평론(ряд статей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을 통해 대지주의를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문학과 현실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총 5번에 걸쳐 연재된 이 평론은 비판적 리뷰(Крит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란에 실렸지만, 같은 호의 펠리에톤과 주제 및 문체에 있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도스토옙스키가 이 시기에 추구하고 있던 평론의 윤곽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학비평과 사회평론을 결합하는 것이었다.80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의 창간 기획문에서 러시아문학에 대한 비평이 곧 적극적인 사회 

비판의 통로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Мы решились основать журнал, вполне независимый от литературных авторитетов, - 

                                           
78  이외에도 카(Carr)는 『시대』의 키워드였던 ‘나로드(народ)’라는 개념의 양가성이 - 민중과 

국민에 모두 걸치는 - 도스토옙스키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바탕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E.H.Carr, Dostoevsky 1821-1881 : a new biograph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31(1949 2nd printing), p.89-91.) 
79  투니마노프(Туниманов)는 도스토옙스키가 논쟁의 상대를 항상 명확히 지시하지 않는다고 

본다. 동시대 잡지의 동태를 요약하면서 ‘목청높은 이들(крикуны), 유창한 이들(фразеры), 

이론가들(теоретики)’등으로 전형을 나타내는 것이 그 예이다. (18:244) 
80  1860년대 잡지 운영의 핵심 동지였던 그리고리예프(А.Григорьев)가 스스로를 비평가이지 

사회평론가가 아니라고 누차 말한 데 대해 도스토옙스키는 다음과 같이 두 역할이 

필연적으로 합치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Я критик, а не публицист, - говорил он мне сам 

несколько раз и даже незадолго до смерти своей, отвечая на некоторые мои замечания. Но 

всякий критик должен быть публицистом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обязанность всякого критика - не 

только иметь твердые убеждения, но уметь и проводить свои убеждения. А эта-то умелость 

проводить свои убеждения и есть главнейшая суть всякого публициста.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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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смотря на наше уважение к ним - с полным и самым смелым обличением всех 

литературных странностей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Обличение это мы предпринимаем из 

глубочайшего уважения 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ш журнал не будет иметь никаких 

нелитературных антипатий и пристрастий. Мы даже готовы будем признаваться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воих ошибках и промахах, и признаваться печатно, и не считаем себя 

смешными за то, что хвалимся этим (хотя бы и заранее). Мы не уклонимся и от 

полемики. (18:39)  

우리는 문학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바탕으로 – 문학적 권위를 

존중하지만 - 오늘날의 모든 문학적 괴이함을 완전하고도 가장 용감하게 폭로하는 

잡지를 창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더없이 깊은 존경의 

마음에서 폭로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잡지는 어떠한 문학 외적인 반감과 선호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헛방에 대해 인정할 뿐 아니라 잡지에 

이를 표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리 앞서서나마) 실수를 자랑삼는 우리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논쟁 또한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문학 외적인 반감과 선호 없이 비평에 임하겠다는 것은 잡지를 어떠한 정치적 

입장과도 연루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바로 그러한 정치적 입장에 

문학이 종속되는 현실을 도스토옙스키는 ‘오늘날의 문학적 괴이함’이라 

일컫는다. 『시대』는 비평의 근거를 문학 외적 권위에 의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게 될 ‘실수와 헛방’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펠리에톤적 

글쓰기가 허용하는 자유로운 평론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강령이 모든 필진들에게 동일한 기준점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적어도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이 원칙을 

유념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1861년 『시대』에 실린 

도스토옙스키의 문학평론과 펠리에톤을 나란히 고찰함으로써 당대 주요 

이슈들이 비평과 평론의 경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대』 속 펠리에톤에 나타난 쟁점 : 글라스노스티와 폭로의 문제  

 

1840년대 이후에 펠리에톤이 신문에서 문예지로 옮겨오며 평론의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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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았다면, 1860년대 자유언론의 시대에 펠리에톤은 각 문예지들이 벌이는 

논쟁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시대』의 논쟁 지향적 태도를 강조했던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는 해당란의 쉽지 않았던 운영 

과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마땅한 고정 작가를 찾지 못한 결과 

펠리에톤란은 반년을 넘지 못하고 연재가 중단되었으며, 도중에 잡록란으로 

대체되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면 순수 연재 횟수는 총 3번(1,2,4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대』 5호 이후로 펠리에톤란이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기전까지는 

펠리에톤란과 잡록란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호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아래 목록 중 5호 잡록란의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 
란(欄) 

(рубрика) 
저자 제목 

1 펠리에톤 
도스토옙스키 & 

미나예프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 

(Петербургские сновидения в стихах и  

прозе)」 

2 펠리에톤 도스토옙스키 (?) 「다종다양한 것 (Разные разности)」 

3 

논쟁적 잡록 

(Полемиче-

ская смесь) 

도스토옙스키 

「순수한 마음의 표본 

(Образцы чистосердечия)」 

「『휘파람』과 『러시아 통보』 (<<Свисток>> и 

<<Русский вестник>>」 

4 펠리에톤 
쿠스코프 

(П.А. Кусков)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Некоторые размышл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екоторых вопросов)」 

5 잡록 

쿠스코프 

&도스토옙스키 

(?) 

「펠리에톤을 대신하여 (Вместо фельетона)」 

도스토옙스키 
「 『러시아 통보』에 보내는 답 

(Ответ <<Русскому вестни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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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자 규정은 페르시키나(Першкина)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서, 

페르시키나는 『시대』의 역사, 시학, 저자귀속 문제를 다룬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익명의 펠리에톤 작성에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1860년대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을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저자를 확정하거나 기존에 알려진 

저자귀속문제를 재검토 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페르시키나가 『시대』속 도스토옙스키를 저자로 볼 수 있는 펠리에톤의 범위를 

4편까지 확장하고 있다. 비록 펠리에톤의 내용이 저자성(авторство)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해도,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에 따라 얼마든지 

재고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페르시키나는 『시대』에 실린 

펠리에톤들이 여러 저자에 의해 쓰였지만 일종의 연작을 이루며 한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흥미로운 언급을 한다. 81  그것이 『시대』의 

방향을 의식한 필자들의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편집자인 도스토옙스키의 

수정을 거친 결과이든, 그녀의 지적대로 여러 펠리에톤들 사이에 논의의 

연속성 내지는 통일성이 확보되고 있다면 저자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무엇이 펠리에톤 전반을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5개월에 걸쳐 연재된 펠리에톤/잡록란의 연작적 

구성을 살피기 전에 유일하게 도스토옙스키가 단독 저자임이 확실시되는 첫 

번째 펠리에톤에 대해 알아보자.82  

                                           
81  А.Н.Першкина, Журнал братьев Достоевских <<Время>>: история, поэтика, проблемы 

атрибуции, МГУ, 2013, с.220. 
82  야쿠보비치(И.Д.Якубович)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의 첫 펠리에톤을 이 잡지의 

기고가 중 하나였던 미나예프(Д.Д.Минаев)에게 맡겼으나, 발행 한 달을 앞두고 미나예프의 

펠리에톤에서 풍자시만 남기고 나머지 산문 부분을 새로 써서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을 완성하였다. 도스토옙스키가 미나예프의 펠리에톤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미나예프의 풍자시가 완성된 

펠리에톤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나예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풍자의 방식이 

직설적이었다는 견해가 있다.(19:262-19:264) ;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의 

내용을 근거로 할 경우 ‘내가 페테르부르그로 돌아오기 전(до приезда моего в Петербург 

19:67)’이나 ‘여러분, 나는 그 후 달에 갔다 왔던 것이다(Ведь я потом ездил на луну, 

госопода 19:71)’와 같은 대목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자전적 사실의 반영을 보는 연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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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 (이하 『몽상』으로 축약)」은 『시대』 

1호에 실린 펠리에톤으로서 1847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처럼 가상의 

펠리에토니스트를 내세워 그가 도시의 소식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도스토옙스키는 1847년도에 펠리에토니스트를 연출했던 기억을 

되살려 다시금 페테르부르그의 몽상가-산책자를 화자로 등장시키지만, 도시의 

외관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1860년대의 펠리에톤을 어떤 화두로 채워 넣을 

것인가의 문제에 골몰한다. 1847년 「페테르부르그 연대기」가 ‘새로운 소식’을 

도시의 최신 정보가 아닌 공론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관심사로 

재정의하고 있다면, 1861년에 자신의 잡지에 재개하게 될 첫 펠리에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세간을 들끓게 하는 소식의 나열(перечень животрепещущих 

городских новостей 19:67)’에 불과한 펠리에톤을 피하기 위해 

펠리에토니스트가 사상과 독창성을 갖춰야함을 강조한다. 유형생활로 인한 

자신의 문학적 공백 사이에 펠리에톤이 매우 영향력 있는 장르로 성장했음을 

다음과 같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Иному совремнному строчиле, (вольный перевод слова <<фельетониста>>) и в голову 

не приходит, что без жара, без смысла, без идеи, без охоты - всё будет рутиной и 

повторением, повторением и рутиной. Ему и в голову не приходит, что фельетон в наш 

век - это... это почти главное дело. Вольтер всю жизнь писал только одни фельетоны... 

(19:68)  

현대의 (‘펠리에토니스트’의 불온한 역어인) 글쟁이
83
는 열정, 의미, 사상, 선호 없이는 

                                                                                                        

있다. 베리(Berry)에 따르면, 1860년대 초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적인 이야기와 초자연적 

사건의 발현 가능성을 혼합하는 에드가 엘런 포우의 기법에 매혹되었다.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을 실은 『시대』 1호에는 에드가 엘런 포우의 『말하는 심장』, 『검은 

고양이』, 『종탑속의 악마』도 같이 실렸는데, 포우의 영향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시베리아 유형을 ‘달 여행’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Thomas E. Berry, Dostoevsky and 

Spiritualism,  Dostoevsky  Studies  Volume 1, 1980, p.46.)  
83  예프레모바(Ефремова)사전에 의하면, строчиль의 동사형 строчить은 구어적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 1. 재봉틀로 박음질하다(Шить на швейном машине), 2.빠르게 

서둘러 쓰다(Быстро, торопливо писать), 3.연발사격을 하다(Производить частые, непрерывно 

следующие друг з а другом выстрелы), 4.잰걸음으로 급히 가다(Идти, бежать мелкими 

частыми шажками, быстр перебирать ногами). (http://dic.academic.ru/dic.nsf/efremova/251082 

검색일 : 2016. 8.16)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유적 의미이며, 위 인용문에서 

http://dic.academic.ru/dic.nsf/efremova/25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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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구태와 반복, 반복과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 그는 

우리 세기에 펠리에톤이란 ... 거의 주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볼테르는 

한평생 펠리에톤만 썼다는데...  

 

 우리 세기의 가장 주요한 일이 된 펠리에톤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물음은 

당대 가장 이름을 떨치고 있던 펠리에토니스트인 파나예프를 향한 은닉된 

논쟁을 통해서 구체성을 띠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따금 또는 우연한 

펠리에토니스트인 자신과 고정적 펠리에토니스트인 『파리의 신비』의 작가 

외젠 쉬를 비교하며 언젠가 페테르부르그의 신비에 대해 쓰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대표적 ‘고정 펠리에토니스트’로서 파나예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이 페테르부르그의 신비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도스토옙스키는 파나예프의 펠리에톤의 적실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동시대인』의 펠리에톤을 오랫동안 담당해왔으며 ‘새로운 시인(Новый 

Поэт)’이라는 필명을 가진 파나예프를 도스토옙스키는 1830-40년대 부르주아 

펠리에톤을 주도했던 불가린의 계승자로 교묘히 자리매김하는데, 파나예프가 

‘가난’을 소재화하는 방식이 그러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Я хочу сказать два слова о нашем Новом Поэте именно по поводу бедности. Он 

описывает в своем последнем фельетоне безумную петербургскую роскошь и ... 

бедность  - не в Петербурге, но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й стороне, близ Смольного монастыря 

и вообще на оконечностях, что, как известно, уже не Петербург. Но упоминая о 

бедности, он извещает, что дороговиз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й жизни начинает возбуждать 

некоторые заботы в петербургцах, в людях благонамеренных и вообще в тех гражданах 

Петербурга, которые в состоянии что-нибудь сделать. (19:78)   

가난과 관련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인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펠리에톤에서 어마어마한 페테르부르그의 사치와 그리고 ... 가난을 묘사한 바 있다. 

그런데 페테르부르그가 아니라 스몰니 수도원 근처 페테르부르그 방면으로서 꽤 

변방이니까, 알다시피 페테르부르그라고 할 수 없는 쪽이다. 그러나 그는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페테르부르그의 높은 물가가 페테르부르그인들, 온건한 사람들, 

그리고 대체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능력이 있는 페테르부르그 

                                                                                                        

строчиль은 2번의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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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몽상」에서 파나예프의 펠리에톤이 파리의 사교계를 뒤쫓는 

페테르부르그의 ‘춘희들(камелие)’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으로서 

페테르부르그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지적한다. 심지어 그의 상상 

속에서 파나예프식 펠리에톤을 쓰는 누군가는 페테르부르그의 어느 구석진 

다락방에서 다 헤진 실내복을 걸친 채, 즉 매우 ‘펠리에톤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자신의 기준에서 이질적인 파나예프식 펠리에톤에 

대한 냉소가 진지한 비판으로 변하는 것은 ‘가난’이라는 화두에 이르러서이다. 

위에서 ‘눈부신 화려함’과 ‘가난’ 사이에 존재하는 말줄임표는 ‘가난’을 말하기 

위해 동원된 현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먼저 파나예프가 택한 가난의 

구역은 엄연히 페테르부르그가 아닐뿐더러, 그에게 가난이란 페테르부르그의 

사치를 향유하기 위해 면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물가로 인해 ‘가난’으로 전락할 위험에 불안해진 페테르부르그 시민들이 

나서서 위원회를 꾸리는 등 ‘뭐라도 할 태세’가 된 과정을 놓고, 

도스토옙스키는 이들이 도모하는 진보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다. 이때 

파나예프가 가장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잡지로 이름난 『동시대인』의 전속 

펠리에톤 작가라는 사실이 고려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파나예프가 취급한 

‘가난’에 대한 위의 비판은 「몽상」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며 그 이전에 

도스토옙스키가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는 ‘가난’의 모티프는 이 비판과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가 활성화된다.84 도스토옙스키는 줄곧 ‘우아한 가난(грациозная 

бедност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한 뒤 펠리에톤이 끝날 때까지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딴청을 부리지만, 그 핵심 모티프의 윤곽을 

다음의 에피소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Не одного этого господина, дававшего по пятнадцати целковых нуждавшимся (надо 

                                           
84  「몽상」에서 가난이라는 모티프가 관통하는 만남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1861년도에 페테르부르그 한복판에서 재현된 프로하르친씨, 2) 상류 출신의 걸인들, 3) 

가난의 기억과 더불어 성장하게 될 한 소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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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ыло 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он содрал с других нуждавшихся?), я встречал на 

петербургских улицах. ...(중략)... Он придрался ко мне на немецком языке, вероятно, 

чтоб не компрометировать себя перед <<публикой>>; я не знал, как отстать от него. 

Такого бесстыдства я никогда еще не встречал... А какие бы из всех этих попрошаек 

вышли славные накатчики насосов или работники н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ах! что за сила,  

что за здоровье! Но - благородство препятствует! (19:76)  

도대체 빈자들에게 자신도 한 때 15루블씩은 적선했다는 사내만 페테르부르그 

거리에서 몇 번째 마주치는 것인지(그러는 본인들은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얼마나 

갈취했는지 두고 볼 일이다만?)... (중략)... 그는 나에게 독일어를 쓰며 들러붙었다. 

마치 <<공중>>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겠다는 심산인양... 나는 그를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 몰랐다. 그런 몰염치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 걸인들 중에서 근사한 

펌프 로울러나 철도 노동자만 몇 명을 건질 수 있냔 말이다! 힘도 세고 

건강하기까지! 그런데 – 고귀함이 막아서는 것이다!  

  

상류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말끔한 신사들에게 적선한 경험을 

풀어놓으며 도스토옙스키는 파나예프가 자신의 펠리에톤에서 우려한 

‘페테르부르그의 높은 물가’가 만들어내는 가난의 표본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아한 가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사회 변혁에 

대한 자신의 한층 급진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파나예프가 범주화한 가난의 실체에 대한 폭로와 패러디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비판은 페테르부르그의 사치를 그것이 감추고 있는 진짜 가난, 예컨대 도시의 

빈민가와 대조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가난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소재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펠리에토니스트가 가난을 포함한 현실을 

어떻게 감각하고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조적 문답은 적어도 

‘가난’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것이 일정한 주의(主義)의 표현과 무관할 수 

없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Но... успокоимся ; к чему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олезные вопросы? Бедность всегда 

исключение; все живут и живут кое-как. Общество не может быть всё богато; общество 

не может быть без случайных несчастий. Не правда ли? ...(중략)...Прибавлю только, 

что если б все были - ну хоть только богаты, то было бы крайне однообразно, к тому 

же бедность развивает человека, учит его иногда добродетели... не правда ли? Если 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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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свете везде пахло духами, то мы бы и не ценили запаха духов. (19:78)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자. 무의미하기 그지없는 질문들을 뭐에 쓰겠는가? 가난은 

항상 예외이다 ;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잖은가. 사회 전체가 부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연한 불행이 없는 사회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중략)... 다만 

덧붙이건대, 부유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단조롭겠는가. 

게다가 가난은 인간을 발달시키고 선함을 가르친다... 그렇지 않은가? 세상 곳곳이 

향수 냄새로 진동한다면, 우리는 향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의 단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의 필요를 정당화하는 이 역설은 또 

다른 대목에서 펠리에톤의 단조로움과 연결된다. 충분한 안목 없이 온갖 

주제를 포함하는 파나예프의 펠리에톤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용납해주어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 때 도스토옙스키는 그 근거로 단조로움에 대한 앞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5  부르주아 펠리에톤이 ‘가난’을 대조의 

미학의 일부로 삼는 것과 현실이 ‘가난’이라는 예외적 불행을 통해 

다채로워지는 것을 동렬에 놓음으로써 「몽상」의 도스토옙스키는 펠리에톤에서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란 이미 그 무엇을 바라보는 사상에 관한 문제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첫 펠리에톤으로서 「몽상」은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메타장르의 

모습으로 확산되었던 1840년대 펠리에톤의 마지막 잔재를 보여준다. 

펠리에톤에 대한 펠리에톤으로서 「몽상」은 현실의 단면들을 무의미하게 

배열하는 방식을 비판함으로써 작가의 사상을 걸고 화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후 『시대』에 연재될 펠리에톤은 

페테르부르그라는 도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대 러시아의 현실이 

제공하는 모든 이슈를 직접적으로 논하는 공간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861년 『시대』에 연재되었던 펠리에톤/잡록란의 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85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것을 하나같이 

만족스럽게 숙고할 수도 없다; 사람도 이따금 실수를 하는 법이다. 반복하지만, 다양성이 

없다면 무척 지루할 것이다. 

   Но ведь нельзя же человеку знать всё, всю подноготную; судить обо всем одинаково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ведь иногда и ошибается человек. Повторяю: не будь разнообразия, было 

бы очень скучно.”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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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먼저 『시대』는 창간호에서 5호까지 

펠리에톤/잡록란을 통해 ‘글라스노스티(гласность)’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공개성, 투명성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티는 알렉산드르 2세가 실시한 근대적 

개혁 중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시대적 분위기를 일컫는다. 86 

글라스노스티라는 화두의 지속은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잡록란의 글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기획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창간호에 게재된 

문학평론(Ряд статей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의 서론(Введение)에서 그가 

글라스노스티를 우리 시대의 주요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7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평론에서 글라스노스티가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 논평보다는 소설과 유사한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스토옙스키의 평론이 그의 소설가로서의 

예술적 감각에 기대고 있다는 셀레즈뇨프(Селезнев)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평론기사를 읽어본다면 그것이 굉장한 흡인력을 지닌 이야기처럼 

읽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는 높은 긴장도와 역동성을 지닌 플롯, 

역설적 전환, 복잡한 간계, 날카로운 절정과 예기치 않은 대단원이 존재한다. 물론 

비평적 작품의 주인공은 역동적 투쟁 속에 있는 관념들이다. 그리고 플롯을 통해서는 

신념, 사상, 견해가 주역이 되는 사건, 드라마, 희극이 펼쳐진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독자를 설득하고 근거와 증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자신의 고유한 

예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보프 씨와 예술의 문제」라는 기사의 ‘리스본의 지진’,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의 ‘수정궁’ 과 같은 형상들은 자체의 예술적 설득력과 

                                           
86  류비모바(Любимова)는 1860년대 들어 러시아의 공적 삶이 신문과 문예지를 거점으로 삼게 

된 점, 그리고 신문이 일상을 잠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글라스노스티’의 주요 시대상으로 

언급한다. (В.Дороватовская-Любимова, <<Идиот>> Достоевского и уголовная хроника его 

времени, Нева No.11, 2011, http://magazines.russ.ru/neva/2011/11/d19.html 검색일 : 2015.11.27.) 
87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의 1호와 11호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문학평론」을 연재하였으며, 

서론에 이어 연재된 글들은 다음과 같다.  

II. 「- 보프씨와 예술의 문제  (Г-н - бов и вопрос об искусстве)  -『시대』 2호   

III. 「문어성과 문해율 (Книжность и грамотность) 」 -------------- 『시대』 7호  

IV. 「문어성과 문해율 (Книжность и грамотность)  -------------  『시대』 8호  

V. 「 최근의 문학적 현상. 신문 『일(日)』 (Последн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явления. Газетв “День”」   -

-- 『시대』 11호  

http://magazines.russ.ru/neva/2011/11/d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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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충만함에 있어 그의 인상적인 소설 속 형상들에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모든 형상을 지닌 예술적 수단들은 자연히 비평적 

사유의 전(全)체계와 비평적 관념이 전개되는 논리에 속하게 된다.
88

  

 

 『시대』의 펠리에톤/잡록란이 보여주는 논의의 연속성은 글라스노스티라는 

쟁점과 더불어 1861년 초 러시아 논단에서 무수한 논쟁을 파생시켰던 

‘톨마체바 사건’이라는 계기를 공유한다. 『시대』에서 ‘톨마체바 사건’을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이전에, 도스토옙스키가 

문학평론의 서론에서 글라스노스티를 『시대』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론은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3절에서 오늘날 

러시아가 맞이한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благодетельная гласность)’에 대한 

『시대』의 입장이 표명된다.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는 1,2절에서 가상의 

대화자로 설정한 유럽인들을 향해 요약 제시되는 ‘러시아의 성장 이야기’의 

바람직한 결론으로 등장한다. ‘러시아의 성장 이야기’는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한 유럽의 무지를 질타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동력이 

무엇인가를 문학을 예시로 재구성한 것이다.  

 

 Анализ начался у нас недавно, но, по-нашему, очень давно, и мы даже самим себе 

надоели этим до тошноты. Ведь мы тоже жили и много прожили. А кстати: не 

                                           
88 возьмите едва ли не любую его статью - они читаются как увлекательные рассказы со своим 

напряженным, а то и прямо драматическим сюжетом, парадоксальными поворотами, 

запутанной интригой, острой кульминацией, неожиданной развязкой. Конечно, главные герои 

его кри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 идеи в и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борениях; конечно, их сюжеты - 

приключения, драмы, комедии убеждений, мыслей и мнений, но - Достоевский нередко и 

здесь пользуется методом собственн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обоснования, 

убеждения читателей. Причем такие образы, как, скажем, <<Лиссабонск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 

статье <<Г. - бов и вопрос об искусстве>>, <<Хрустальный дворец>> из <<Зимних заметок о 

летн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и т.п., - ничем не уступят по свое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убедительности и 

философской и нравственной наполненности даже и самым впечатляющим образам его 

романов. Но естественно, все образ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входят в 

общую систему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подчинены логике развития критической идеи. 

(Юрий Селезнев, Мир как творчество (Достоевский-критик), с.7-8. In: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Юрий Селезнёв,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 : Современник,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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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ссказать ли вам нашу собственную повесть, повесть нашего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роста? 

(18:57)   

얼마 전부터, 아니 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는 분석을 시작했다, 우리도 스스로가 

진저리 처지게 싫증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우리도 또한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탤릭체로 강조된 이야기의 ‘고유성’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만이 걸어온 

문학적 자취를 뜻하지만, 이 문학사를 프리즘으로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 

이전의 19세기 러시아의 정신사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어준 지난한 분석, 해부의 

역사란 19세기 문학 속에서 길러진 러시아인들의 가차 없는 자기심판의 

능력으로 설명되며,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자연파, 바이런적 

기질(байронические натуры 18:58), 고골과 레르몬토프로 대표되는 악마적 

원칙(демонические начала 18:60) 등을 예로 든다. 문학사가 거칠게 또는 

자의적으로 추려진 까닭은 실제로 누가 무엇을 썼는가에 못지않게 ‘우리’가 

어떤 문학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문학이 지속되어온 현상을 작품을 쓴 작가와 이를 

읽고 영향을 받은 독자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대신, ‘우리’ 러시아인이 함께 

겪어온 불가피한 역사로 서술한다. 투니마노프는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평론가로서의 사상에 문학적 형상을 부여할 뿐 아니라, 문학사로부터 

동시대인의 정신사(духовная история)를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 대지주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고 본다. 89  반면, 페르시키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논증이 

아닌 삽화적 전개를 택함으로써 이념적 논쟁에서 비껴나려 했다고 본다. 90 

그러나 비단 문학을 예시 또는 형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평론 전체가 엄밀한 논증 대신 주관적 선호와 판단에 

입각한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2절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평론이 자신의 믿음, 

신념을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설득시키는 시도라고 말한다.  

                                           
89 18:245 
90 А.Н.Першкина, 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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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 что значит полюбить идею снаружи, из одного к ней пристрастия, не доказав себе 

(и даже боясь доказывать), верна она или нет. А кто знает, ведь, может, и правда, что 

иные всю жинзь горячатся даже с пеною у рта, убеждая других, единственно чтоб 

самим убедиться, да так и умирают неубежденные... Но довольно!.. Мы убедили себя 

окончательно. (18:53)  

이념이 옳은지 그른지 자신에게 증명해보지 않은 채로 (심지어 증명을 두려워하면서), 

이념에 대한 애착만으로, 이념을 바깥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 누가 

알겠는가, 어떤 이들은 실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면서 평생 입에 

거품을 물고 타인들을 설득하느라 열을 올리지만, 끝내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게 어쩌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마침내 

확신에 도달했다.   

 

끝내 스스로 확신에 실패하더라도 설득을 향한 열의를 불태우는 것이 곧 

이념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러한 열의는 이념의 

최종적 증명과 무관하게 유효한 것이다. 한편, 이념의 실현 가능성과 거리를 

둠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정확히는 믿고 싶은 바를 

최대치로 피력할 수 있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이 신념의 최대치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낙관으로 나타나며,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Теперь дело другое. Теперь бог послал нам благодетельную гласность, и нам вдруг 

стало веселее. Мы как-то вдруг поняли, что всё это мефистофельство, все эти 

демонические начала мы как-то рано на себя напустили, что нам еще рано проклинать 

себя и отчаиваться,..(중략)... О, не верьте, не верьте, почтенные иноземцы, что мы 

боимся благодетельной гласности, только что завели — и испугались ее, и прячемся от 

нее. Ради бога, пуще всего не верьте «Отечественным запискам», которые смешивают 

гласность с литературой скандалов. Это тольк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у нас еще много господ 

точно с ободранной кожей, около которых только пахни ветром, так уж им и больно; 

что у нас еще много господ, которые любят читать про других и боятся, когда другие 

прочтут что-нибудь и про них. Нет, мы любим гласность и ласкаем ее, как 

новорожденное дитя. Мы любим этого маленького бесенка, у которого только ч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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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резались его маленькие, крепкие и здоровые зубенки. Он иногда невпопад кусает; 

он еще не умеет кусать. Часто, очень часто не знает, кого кусать. Но мы смеемся его 

шалостям, его детским ошибкам, и смеемся с любовью, что же? детский возраст, 

простительно! Грешные люди — мы даже смеялись за ним, когда он не побоялся 

«оскорбить своей насмешкой» даже самих братьев Милеантов, столь почтенных и 

столь невинных, которых имя так неожиданно вдруг прогремело по всей России... Нет, 

мы не боимся гласности, мы не смущаемся ею. Это всё от здоровья, это всё молодые 

соки, молодая неопытная сила, которая бьет здоровым ключом и рвется наружу!.. всё 

хорошие, хорошие, признаки!.. (18:60-18:61)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신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를 하사한 지금 

우리는 돌연 즐거워졌다. 이 모든 메피스토펠리스적인 것과 악마적인 원칙들이 

우리를 너무 일찍 습격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기에 이르다는 것도.. (중략)...고매하신 이방인들이여, 우리가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지마시오. 글라스노스티라는 은혜가 

베풀어지자마자 우리가 놀라 뒤로 숨었다고 생각지 마시오. 부디 글라스노스티와 

스캔들 문학을 뒤섞는 『조국 잡지』를 믿지 말란 말이오. 그건 고작 우리에게 아직도 

까진 피부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일 뿐이오. 남들에 

대해서는 읽기 좋아하면서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도 한 줄 읽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오. 아니오, 우리는 글라스노스티를 사랑하고 그것을 

신생아처럼 보듬어주고 있는 중이오. 우리는 이 작은 악마가 사랑스럽다오. 이제 

작고도 단단하고 건강한 이가 막 잇몸을 뚫고 나온 이 녀석을 말이오. 물론 이 

녀석이 엉뚱한 곳을 물어뜯기도 하오. 아직 이로 무는 법을 몰라서 그렇소. 자주, 

매우 자주 누구를 물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이오. 그래도 우리는 이 녀석의 방종에, 

치기어린 실수에 웃음이 납니다. 애교 있게 봐주고 있단 말이오. 어쩌겠소? 이제 막 

태어난 놈인데 용서할 수밖에! 벌받을 인간들 – 우리는 그토록 무구하고 존경받을 

만한 밀레안토프 형제의 이름이 전 러시아에 급작스럽게 울려 퍼지며 비웃음을 사게 

되었을 때에도 글라스노스티를 두려워하지 않았소. 아니, 우리는 글라스노스티를 

겁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건강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젊은 혈기요, 건강한 샘으로 약동하며 바깥으로 분출하는 젊고 미숙한 

힘입니다! … 전부 좋고말고요. 좋은 징조지요!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는 ‘우울한 검열의 시대(мрачное семилетие, 1848-

1855)’를 종식시킨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적 조치를 신의 은총에 비유하는 

문구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에서 글라스노스티가 은혜로 입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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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한 반어적 물음의 차원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 91  물론 그는 

글라스노스티가 저주와 절망의 문학을 끝내고 즐거움을 몰고 오리라 

기대하지만, 글라스노스티가 폭로문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 많은 

서술을 할애한다. 헬러(Heller)의 표현을 빌자면, 글라스노스티는 

‘글라스노스티’를 자처하는 ‘안티글라스노스티(антигласность)’와의 대면을 

피할 수 없다. 92  『조국잡기』에 대해 글라스노스티를 문학적 스캔들의 장으로 

오용함을 비판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베인베르크라는 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93  흥미로운 것은 톨마체바에 대해 폭로기사를 쓴 필자 또한 

베인베르크라는 점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문학평론에서 우리 시대의 주요 

사안으로 지목한 글라스노스티와 폭로의 문제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 보다 긴급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의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특정 화두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펠리에톤은 ‘По поводу’라는 형식을 즐겨 사용한다. ‘По поводу’는  ‘...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구이지만, повод(빌미, 구실)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컨대, 톨마체바 사건과 

관련해 『시대』에 실린 펠리에톤/잡록란의 글들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이 사건을 구실로(не столько о самом инциденте, сколько по 

поводу его)’ 94  다양한 사안을 취급하게 된다. 『시대』는 2호에 실린 ‘편집진의 

말(От редакций)’에서 ‘가장 현대적인 삶의 현상’일 수 있는 повод를 발견하는 

것이 잡지의 주요 임무임을 강조한다.  

                                           
91  리하쵸프(Лихачев)는 「<<Небрежение словом>> у Достоевского(도스토옙스키의 <<단어 

방임>>)」이라는 소논문에서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와 같이 독자에게는 낯설지만 작가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문구를 은어적 기능을 갖는 ‘용어(терминология)’라 일컫는다. 

도스토옙스키는 평범하지 않은 단어의 조합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뜻에 대해 사고하도록 

촉구하는데, 리하쵸프는 이러한 용어가 갖는 조건성(условность)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바를 마치 

알려진 것처럼 말함으로써 작가와 독자로 하여금 동일한 언어적, 사상적 그룹에 속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Д.С.Лихачев, с.282-283.  
92 Heller Michel, Гласность и <<гласность>>, Revue des études slaves, Vol.62 No.3, p.563. 
93 В.А.Туниманов, 18:266  
94  Н.Л.Шилова, Достоевский и проблема интерпретации <<Египетских ночей>> Пушкина,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No.6, 2001, с.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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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обще наш журнал употребит все усилия, чтоб не быть отвлеченным, и, повторяем, 

буде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заниматься тем, что относится к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явлениям жизни. (18:115)   

 무릇 우리 잡지는 추상성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하지만, 삶의 가장 현대적인 현상에 관계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문학평론의 서론의 논의를 이어받아 자유언론과 폭로의 문제를 다루는 

『시대』 2호의 펠리에톤 「다종다양한 것(разные разност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에서 ‘가장 현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들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2호 펠리에톤을 구성하는 사실들이 자유언론과 폭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현상이 되는 것은 잡사(雜事, fait divers)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 그대로 놓여있는 사건이 곧 повод의 자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사실이 повод가 되기 위해서는 잡사로 소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르트(Barthes)에 따르면, 잡사가 잡사로 소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재성(immanence)이다.  

 

 반대로, 잡사란 총체적인,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재적인 소식이다. 잡사는 모든 

지식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 잡사를 소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잡사는 형식적으로 그 자신만을 지시할 뿐이다; 물론 잡사의 내용이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것은 아니다: 재해, 살인, 강간, 사고, 절도, 이 모든 것이 인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소외, 인간의 환영, 인간의 꿈, 인간의 공포를 지시한다: 잡사를 

이데올로기와 심리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심리분석은 세상을 지적, 분석적, 정교한 지식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며, 대개 이런 

종류의 지식은 잡사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잡사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생산된다; 읽는 차원에서 잡사의 정황, 원인, 과거, 결과 등 모든 것이 

잡사 내부에 주어져 있다. 더 지속되지 않고, 맥락이 없어도 잡사는 적어도 형식상 

아무것도 내포하지 않는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존재를 구성한다.
95

   

 

                                           
95 Roland Barthes, Critical essays,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2, 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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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사란 위에서 예로든 각종 사회면 사건처럼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잡사가 현실의 맥락에서 분리된 자족적 이야기로 읽히며, 

이것이 잡사를 올바로 ‘소비하는’ 방식이라 본다. 그렇다면 「다종다양한 것」이 

제시하는 사건들을 잡사로 만들어주는 내재적 본질이란 무엇일까? 각각의 

잡사들은 자유언론과 폭로에 대해서 어떤 일화로 기능하고 있는 것일까? 

 「다종다양한 것」의 화자는 『시대』의 편집진을 ‘우리’라는 주어로 함축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며, 『시대』의 입장을 재확인하듯 자유언론에 긍정적 

폭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문학평론의 서론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셰드린의 『지방스케치(Губернские очерки)』처럼 재능 있는 

폭로문학의 필요를 인정한 바 있으며, 「편집진의 말」은 자유언론의 옹호자로서 

『시대』가 ‘사회에 이롭지 않은(не для пользы общества 18:115)’ 폭로에만 

반응한다는 주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폭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다종다양한 것」의 화자는 사회와 문학을 모욕하는 사실들은 폭로되어 

마땅하지만, 사적인 사실이나 개인을 모욕하는 데에는 일절 관여치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펠리에톤에 포함된 두 가지 잡사는 이 기준의 

유효성을 따져보는 예화(例話)의 성격을 띤다.  

  첫 번째 잡사는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에서 열린 가면무도회에서 

의과대학생인 스트라호프가 무도회가 한산해진 틈을 타 카르파티아 목동 

분장으로 이목을 끌던 한 가면의 여인의 다리를 붙잡았고 이 여인이 무례한 

행동에 따귀로 응수하자 그의 동료들이 가세하여 보복하려는 것을 관리와 

군인들, 세 명의 프랑스인이 둘러싸고 저지했으나 의과대학생들이 결국 이 

여인의 가면을 벗겨내어 여성용 모자 디자이너인 프랑스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건이다. 화자는 이 잡사를 얼마 전 우리 사회의 공분을 산 

이야기로 소개한다. 사회를 모욕한 사건이기에 자유언론의 정당한 폭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 걸었던 기대만큼 사회가 모욕당했다는 것인데, 

일개 사건이 사회 전체를 모욕할 만큼의 울림을 갖는다는 화자의 해석은 그가 

이 사건을 잡사로 서술하는 방식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대』 3호에 실린 「순수한 마음의 표본」에서 서구의 명예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는 하리코프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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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авда, в обычаях западного дворянского point d’honneur’a сохранилось, говорят, 

правило, что если дворянин, давший другому дворянину пощецину, согласится сказать 

ему, в виде извинения за обиду только :<<J’en suis faché>>, то обиженный мог 

считаться удовлетворенным. Но разве это рыцарское правило применимо к нашему 

веку? (19:94) 

서구 귀족의 명예 문제의 의례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따귀를 때리면서 가한 모욕에 대해 단지 

‘화가 나서 그랬소’ 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할 의향이 있다면, 모욕 받은 이 또한 

만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도 법칙이 우리 세기에 과연 적용될 수 

있겠는가?   

 

 서구의 예법에서는 따귀를 맞은 자가 따귀를 때린 자의 분노를 이해하고 

묵인함으로써 상호 명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를 

‘기사도 법칙’이라 부른다. 모욕당한 여자에게 ‘따귀’를 맞은 대학생과 그의 

동료들이 ‘기사도적 외침(съ рыцарскими криками)’으로 그녀를 때리러 

달려들었고, 이 ‘물리력의 수호자(защитниковъ кулачнаго права)’들을 저지한 

것은 관리와 군인들이었다는 서술에서 따옴표 안의 표현들은 이 사건이 

우화에 가깝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과대학생들이 여인의 가면을 

벗기려는 행동은 러시아가 자유언론과 폭로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의 

알레고리로 읽히며, ‘따귀’와 ‘주먹’의 충돌은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가 

여성해방 및 폭력의 지양과 같은 근대적 변화를 급작스레 강요하게 된 현실을 

형상화한다. 96  특히 서구의 ‘기사도 법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이 ‘슬픈 

                                           
96  「다종다양한 것」에서 화자는 하리코프 사건보다 앞서 발생했던 또 다른 사회적 스캔들인 

‘니콜라이 1세 시대의 철도에서 한 여성에게 비시네볼로츠키 출신의 지주가 저지른 미개한 

행동(дикiй поступокъ вышневолоцкаго помѣщика съ дѣвушкой на николаевской желѣзной 

дорогѣ)’을 비교차원에서 간략히 환기시킨다. 1866년 『러시아통보』에 연재되었던 『죄와 

벌』의 4장 1부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 기차칸에서의 스캔들과 톨마체바 사건을 둘러싼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 시절의 해석에 아이러니한 반응을 드러낸다.  

    “그런데, 로지온 로마노비치씨, 당신도 기억하십니까? 아직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가 

계속되던 몇 해 전, 민중과 문학계가 한 목소리로 어떤 신사-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일을 말입니다. 기차칸에서 독일 여자를 채찍으로 후려쳤던 신사 말입니다. 

「『세기』의 추악한 행위」가 발생했던 바로 그 해의 일이죠(『이집트의 밤』을 공개 낭독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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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печальной сцены)’의 ‘주역(дѣйствующими лицами)’이 젊은 세대라는 

점에 이르면 서구적 가치와 러시아적 본성 중 어느 쪽이 희화화되는지 뚜렷이 

구분하기 힘들다. 화자는 사회를 모욕한 사건을 자유언론이라는 법정에 

소환했다고 생각하지만, 묘사된 사건은 모든 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어디까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폭로해야 할 것인지 명쾌히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자의 메시지는 선택된 일화를 이해하는 길잡이로 

작용하지만, 일화가 자신의 내재성의 원리에 따라 그 메시지를 벗어나 

움직이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자유언론과 폭로를 이야기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повод로 제시되는 두 번째 잡사는 이 펠리에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변주해낸다.97  

                                                                                                        

기억하십니까? 검은 눈동자여! 오, 내 유년의 황금기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독일여자를 채찍으로 때린 신사에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워낙... 

공감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그런 발칙한 ‘독일계집들’이 

종종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떤 진보주의자도 자신의 대처를 장담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이런 관점에서 사태를 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런 관점이야말로 

진정 인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А кстати: не припомните ли вы, Родион Романович, как несколько лет тому назад, еще во 

времена благодетельной гласности, осрамили у нас всенародно и вселитературно одного 

дворянина - забыл фамилию! - вот еще немку-то отхлестал в вагоне, помните? Тогда еще, в 

тот же самый год, кажется. и <<Безобразный поступок Века >> случился (ну, <<Египетские-то 

ночи>>, чтение-то публичное, помните? Черные-то глаза! О, где ты золотое время нашей 

юности!). Ну-с, так вот мое мнение: господину, отхлеставшему немку, глубоко не сочувствую, 

потому что и в самом деле оно... что же сочувствовать! Но при сем не могу не заявить, что 

случаются иногда такие подстрекательные <<немки>>, что, мне кажется, нет ни единого 

прогрессиста, который бы совершенно мог за себя поручиться. С этой точки никто не 

посмотрел тогда на предмет, а между тем эта точка-то и есть настоящая гуманная, право-с 

так!” (6:216) 펠리에톤의 화자가 ‘미개한 행동’이 철도라는 근대적 공간에서 벌어졌음을 

부각시키는 뉘앙스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 시절에 모두가 

자신만만하게 진보주의자로 나섰음을 비꼬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97  자하로프(Захаров)는 「시와 산문으로 된 페테르부르그 몽상」과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것」 

의 경우에도 애초에 기고를 맡았던 무명의 한 ‘서투른 시인(рифмоплёт)’에 만족하지 못한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시만 남기고 산문부분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В.Н.Захаров, Имя автора - Достоевский. Очерк творчества, Индрик, 2013, с.140.) 

「다종다양한 것」에서 무명 시인이 창작한 시는 두 번째 일화와 관련하여 글라스노스티와 

폭로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된 한 풍자시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МѢРА(교육의 

척도)’이다.  

      Романсъ уѣзднаго училища         어느 지방 학교의 소시곡(小詩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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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는 자유언론이 보로네시(Воронеж)의 한 학교감독관을 겁먹게 한 

이야기를 두 번째 잡사로 소개한다. 보로네시 관청이 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실의에 빠진 학교감독관이 

아무리 방안을 강구해보아도 체벌이라는 유일한 수단을 머리에서 몰아낼 수 

없었다. 그는 보로네시 관청과 자유언론이라는 ‘두 개의 불 사이에(между 

двухъ огней)’ 갇힌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열어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고 단지 매를 들어 겁을 주기만 하자(сѣчь ихъ мы не будемъ, а 

будемъ только… подводить ихъ къ розгѣ)’’는 묘안을 짜내기에 이른다. 화자는 

감독관을 궁지로 몬 것은 관청보다도 더 혹독한 자유언론임을 지적하며, 이를 

‘사회적 의견, 저널,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 등으로 구체화한다. 화자는 아직도 

체벌로 대표되는 낡은 수단에 머무르려 하는 러시아가 자유언론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한 학교감독관의 궁여지책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진보적 회초리(розга прогрессивная)’라는 묘안에도 

불구하고 자유언론의 풍자를 피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감독관의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화자는 러시아에서 자유언론이 누군가에게는 ‘폭로와 의심이라는 

악마(бѣсъ обличенья, бѣсъ сомнѣнья)’로 활보하게 되는 현상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 잡사와 두 번째 잡사에서 자유언론과 폭로의 

관계를 논하는 화자의 관점과 서술방식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만이 

목적인 듯 여러 사례를 통하여 단일한 결론을 시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Въ минуту жизни трудную,         삶의 힘든 순간에 

       Кляня свой злобный рокъ,          자신의 사악한 운명을 저주하며, 

       Одну методу чудную               한 가지 기적적인 방법을    

Придумалъ педагогъ.              교사는 생각해냈다.   

Хоть сѣчь съ особымъ рвенiемъ    만에 하나 각별한 열의에 차서 

Онъ мальчиковъ не мнилъ,         아이들을 때릴 심산은 아니었으나, 

 Но къ розгѣ — за внушенiемъ      주의를 일깨우려 매가 있는 데로 

Ихъ часто подводилъ.             그들을 종종 데려갔다. 

О ты, метода дивная!              오, 놀라운 방법이여! 

       Какъ все въ ней глубоко —         모든 것이 얼마나 심오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И розга прогрессивная,            회초리는 진보적이며,   

       И нà сердцѣ легко…               마음의 평안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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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서 암시되듯 「다종다양한 것」은 펠리에톤이 잡록란(смесь)에서 파생된 

역사를 환기시킨다. 스탄코(Станько)에 따르면, 신문의 잡록란은 본래 

흥미로운 개별 사실들을 전시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1830년대 말과 

1840년대 초에 이르면 모든 정보들이 공통된 슈젯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1840년대 초 코니(Ф.Кони)가 편집을 맡았던 『문학의 신문』의 잡록란이 

‘펠리에톤’이나 ‘잡지 아말감(Журнальная амальгама)’이라는 표제 하에 이런 

글쓰기를 선보이게 되는데, 특히 펠리에톤의 저자에게서 다양한 사실들 사이에 

‘의미 매듭(смысловая увязка)’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98 

1840년대에 잡록란이 보여주는 이러한 변화는 본고의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펠리에톤이 평론의 기반을 닦아나가는 흐름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1860년대에 펠리에톤이 잡록란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시대』 1호- 

5호에서 보듯 펠리에톤/잡록란의 교대 구성으로 실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 또한 잡지의 내용을 6개 부문으로 구획하면서 잡록란을 마지막 

6번째에 배치하였고 펠리에톤을 그 하위 항목으로 제시한다. 문예지의 

잡록란에 등장하는 펠리에톤은 1840년대 신문의 펠리에톤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지를 모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문과 달리 문예지의 잡록란은 첨예한 

논쟁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자파도프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7년(1848-1855)간 『동시대인』의 잡록란 또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펠리에톤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차적 장르로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99 비록 『동시대인』의 사례는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 이전의 

역사에 해당하지만, 문예지의 본격 논쟁의 장이었던 잡록란에서 일종의 

이솝언어적 대안으로 활용된 경험이 펠리에톤에 독자적 평론의 길을 

터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61년 『시대』 3호의 잡록란은 4호에서 펠리에톤란으로, 그리고 다시 

5호에서 잡록란으로 교체되지만 2호를 발행할 무렵 발생한 사건을 핵심 

소재로 공유함으로써, 잡록란과 펠리에톤란이 논쟁을 주도하는 방식이 어떻게 

                                           
98 А.И.Станько, Сатирическая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ая заметка и фельетон в литературных газетах 

1830-1840-х годов, с.36-37. In: Н.П.Емельянов (ред.),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XVIII-XIX вв. 

(из истории жанров),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9.  
99 А.В.Западов, с.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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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를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1860년 11월 27일 페름(Пермь)시에서 열린 

문학의 밤에서 시의원의 아내인 톨마체바(Е.Э.Толмачева)가 푸시킨의 

『이집트의 밤』을 낭독하였다. 1861년 2월 14일 『상트페테르부르그 통보』에 

티메르만(Тиммерман)이라는 특파원이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이르쿠츠크까지의 여행기록(Из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от С.-Петебурга до Иркутска)」 

란에 이 낭독 현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스캔들의 발판이 마련된다. 1861년 

2월 22일 『세기(Век)』의 주간 펠리에톤 「러시아의 경이(驚異)(Русские 

диковинки)」에 베인베르크는 티메르만의 묘사에 근거하여 톨마체바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실었고, 이후 베인베르크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도스토옙스키 또한 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며, 「순수한 마음의 

표본」,「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단상」,「『러시아통보』에 보내는 답」을 통해 

『시대』의 입장을 전개해나간다. 이 글들은 문학의 밤에 있었던 낭독의 실제 

정황이나 베인베르크가 폭로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위 세 

글의 화두를 종합해볼 때, 톨마체바 사건은 『시대』가 ‘우리 문학의 최대 

현안(к одному из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вопросов нашей литературы)’으로 지목한 

‘예술의 의미, 그리고 예술과 현실이 맺는 관계(о значении искусства и о 

настоящем отношении его к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жизни 18:115)’를 논하기 위한 

적절한 повод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대』 2호에 실린 문학평론의 두 번째 글인 「-보프씨와 

예술의 문제」에서 순수예술주의자들과 실용주의자들이 모두 예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편협한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искусство для искусства)의 지지자들의 경우 폭로문학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예술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신들의 원칙에 스스로 반하고 있다면, 

실용주의자들은 예술의 사회적 효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효용 또한 잘 

만들어진 예술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단으로 

상정된 두 예술론을 반박하게 되는 도스토옙스키의 중도적 입장은 예술이란 

본디 현실에 충실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나타난다.    

  

Искусство всегда современно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икогда не существовала иначе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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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лавное, не может иначе существовать. (18:98) 

 예술은 항상 동시대적이고 현실적이다. 예술은 이와 다르게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요는 다른 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술이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발현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필요, 이상에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예술이 현실에 

충실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실을 삭제한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것도, 예술에 인위적으로 방향을 부여하는 것도 모두 예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이처럼 예술의 유기체적 속성은 곧 그것의 당대성과 

연결되며, 푸시킨의 작품에서 시작된 톨마체바 사건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예술이 시간을 초월하여 현실에 응답하는 생생한 실례로 이해되고 있다.100  

 이 사건에서 문학을 당대 현실과 접촉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은혜로운 글라스노스티’의 문학적 실현이라 할 수 있는 ‘대중 

강독(public reading)’이다.101 문학작품을 공개적으로 읽는 행위로서 대중강독이 

그 자체로 글라스노스티를 체현하고 있다면, 대개혁시기에 이 모든 낭독회들은 

지면에 보도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울림’을 갖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톨마체바 스캔들에 대해 첫 운을 뗀 「순수한 마음의 표본(이하 「표본」으로 

축약)」에서 그녀의 낭독이 그것을 묘사하는 글의 형태로 전파되기 시작한 

순간 폭로의 장으로 들어선 것임을 지적한다. 즉, 톨마체바라는 비범한 여인이 

                                           
100  예술의 중립성 및 당대성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견해는 동시대 문예비평가였던 아폴론 

그리고리예프의 유기비평을 통해서 이미 확립된 바 있다. 앞서, 90번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그리고리예프는 사회평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문예비평에 몰두하고자 했으나, 인간과 예술, 

현실과 문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바로 그 신념으로 인해 동시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술이 동시대의 부름에 대해 답할 뿐 아니라, 세계에 모든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통로가 된다는 그리고리예프의 주장은 또 다른 의미의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리예프의 유기비평에 대해서는 

Wayne Dowler, Dostoevsky, Grigor’ev, and Native Soil conservatism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2,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101  바세나(Vassena)는 1860년대 초 러시아에서 문학기금(Literary Fund)이 자선을 목적으로 

앞장서 조직했던 대중 강독을 문학의 미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 공동의 선을 위해 

이상적으로 통합된 순간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녀는 알렉산드르 2세의 대개혁 시기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대중문학강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과 사회가 긴밀하게 

소통하였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 본다. Raffaella Vassena, “Chudo nevedomoi sily” : Public 

Literary Readings in the Era of the Great Reforms, The Russian Review 73, 2014, 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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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고무된 감정으로 푸시킨의 시를 읽었는가를 과장된 필치로 묘사하고 

있는 특파원의 글과 그것을 빌미로 톨마체바의 방종 및 페름시와의 정치적 

결탁 등을 암시하는 베인베르크의 글 모두 그녀의 낭독을 희극적으로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글들이 모두 과장과 

왜곡에 기반한 것임에도 낭독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폭로를 달성하게 되며 결국 이 스캔들이 여성해방의 몸짓과 사회적 편견이 

충돌한 사례임을 강조한다.  

 

 Читать та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как <<Египетские ночи>> Пушкина, 

вслух, в обществе, разумеется, нисколько не стыдно, так же точно как не стыдно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восторге перед Венерой Медицейской на выставке в зале, где 

толпятся посетител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обоих полов. Но в обществе много 

предрассудков: обнаженные статуи ставить перед публикой принято; читать 

<<Египетские ночи>> тоже можно; ведь прочел же их импровизатор Пушкина. Но на 

женщину за это чтение восстанут. Женщине у нас еще нет таких прав. (19:102)   

푸시킨의 『이집트의 밤』과 같은 예술 작품을 사회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전시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메디치의 비너스 앞에 경탄하여 

멈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 공중 앞에 나체 조각상을 세우는 것도 허용되고, 『이집트의 

밤』을 읽는 것도 허용된다. 푸시킨의 즉흥시인도 그걸 읽지 않았던가. 그러나 여자가 

낭독한다면 다들 들고 일어설 것이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아직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표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을 사회의 편견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낭독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이때 그는 메디치의 비너스를 감상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밤』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허용되려면 낭독하는 여성이나 그것을 듣는 

사회가 모두 도덕적으로 견고해져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톨마체바의 낭독이 

불러온 스캔들은 푸시킨의 작품이 읽혀질 수 없는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 

되며, 「표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톨마체바 사건에 나타난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이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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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의 5호에 실린 「『러시아통보』에 보내는 답(이하 

「통보」로 축약)」에서 푸시킨의 작품에 초점을 맞춰 이 사건을 다시금 

논평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점의 이동에 동기를 부여한 것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단상(이하 「단상」으로 축약)」이라는 제목으로 『시대』 4호에 실린 

펠리에톤이다. 4호 펠리에톤의 저자는 젊은 시인이자 평론가인 쿠스코프였다.102 

쿠스코프는 시인답게 자신이 이 펠리에톤에서 ‘예술과 낭독에 대한 추상적 

견해’를 밝힌 데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추상적 논의의 틀을 통해서만 

톨마체바 사건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음을 증명해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논쟁성이 강한 잡록란의 글들과 달리 쿠스코프의 펠리에톤은 톨마체바 

사건이라는 повод로 매우 완곡하게 다가간다. 쿠스코프가 다른 테마들을 거쳐 

톨마체바 사건으로 돌아와 그녀를 변호하고 있다는 네차예바의 간략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펠리에톤에서 톨마체바 사건이 повод로서 갖는 

위상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103  즉, 「단상」의 화자는 톨마체바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과 예술 전반에 

대한 논의의 연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도출해내고 있다.104  

 「단상」은 푸시킨의 『이집트의 밤』과 나체 조각상을 비교하는 대목을 통해서 

「표본」과의 대화적 관계를 암시한다.  

 

 И мущина и женщина могутъ прочесть «Египетскiя ночи», такъ точно, какъ не только 

мущина и женщина, но и мальчикъ и дѣвочка, могутъ смотрѣть на обнаженную 

статую, напримѣръ, Венеры Таврической.105  

남자와 여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모두 타브리다의 비너스와 같은 나체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도 『이집트의 밤』을 낭독할 수 있다.    

 

                                           
102  Т.И.Орнатская, с.254. 쿠스코프는 『시대』를 이끌던 서클의 구성원 중에서도 유독 열정적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다수의견을 반박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103 В.С.Нечаева, Журнал М.М. и Ф.М.Достоевских <<Время>> 1861-1863, Москва : Наука, 1972, 

с.267. 
104  쿠스코프가 이 펠리에톤에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잡지 속 광대(шутъ)의 

숙명을 짊어진 펠리에토니스트로만 소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펠리에톤 서술의 주체를 

익명의 ‘화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105 Время, 1861 No.4, Фельетон, с.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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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집트의 밤』을 낭독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예술 작품 감상에 요구되는 도덕성을 강조한 도스토옙스키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듯 「단상」의 화자는 위와 같은 대목을 통해 윤리적 차원을 

배제하고 문제를 예술에 국한시켜야 함을 내비친다. 이처럼 순수 예술의 

논리에 입각하여 「단상」의 화자는 푸시킨의 작품을 둘러싼 스캔들이 예술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방식이 실패한 사례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화자는 낭독이 

이뤄지는 방식, 그리고 낭독된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이해라는 두 지점에서 

예술의 영역과 사회적 통념이 충돌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먼저 그는 오늘날 

낭독회가 연극을 닮아감으로써 낭독의 사회적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연극에서는 배우가 제 4의 벽인 관객 앞에서 스스로를 배역에 

합치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모든 영혼의 움직임을 온전히 배역 속에 

담아냄으로써 좋은 연기로 칭송받을 수 있다면, 낭독의 경우 엄연히 사회를 

대상으로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에 대한 경탄 대신 자기 영혼의 

감격을 드러내는 것은 낭독으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톨마체바의 낭독이 사회적 읽기로서 부적합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예술 지상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화자는 그러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낭독을 드문 예술적 성취로서 옹호하게 된다.  

 

 Однако есть лица... есть лица, которыя такъ могучи, такъ обаятельно хороши и такъ 

сами по себѣ художественны даже въ своихъ уклоненiяхъ, и иногда именно только въ 

однихъ уклоненiяхъ отъ общепринятыхъ формъ и установившагося порядка, что на 

нихъ только посмотришь и во всемъ согласишься съ ними. Г–жа Толмачева могла 

прочесть вовсе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но она могла сама быть до того хороша въ 

своемъ чтенiи, что все впечатлѣнье стихотворенiя исчезло бы подъ впечатлѣньемъ ея 

обаятельной личности. Можетъ быть, она была такъ сама собой въ эту минуту, что 

«Египетскихъ ночей» тутъ вовсе и на сценѣ не было, а был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е, 

совсѣмъ новое, никѣмъ незамѣченное, знойное и прекрасное стихотворен iе: «г–жа 

Толмачева».106  

그러나 일탈적 면모 속에서도, 또 때로는, 공인된 형식과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만 

                                           
106 Время, 1861 No.4, Фельетон, с.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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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압도적이고 황홀하며 자체의 예술성을 발하여 보기만 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 톨마체바의 낭독은 어쩌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낭독의 순간 그녀 자신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시가 주는 모든 

인상은 그녀의 개성이 발산하는 황홀한 인상에 묻혀 사라질 정도였다. 아마 그녀가 

가장 자신다웠던 그 순간에 『이집트의 밤』은 더 이상 무대 위에 없었던 셈이다. 무대 

위에는 전혀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새롭고 정열적이며 아름다운 시 『톨마체바』 

가 있었다.     

 

낭독된 작품 대신 자기 자신을 무대에 올린 톨마체바의 예술적 

‘비껴남(уклоненiя)’을 높이 사면서 화자는 그녀가 그 순간 가장 자기다운 

상태였음을 강조한다. 펠리에톤 전반에 걸쳐 예술적 힘의 근원인 ‘솔직함’을 

강변하는 화자는 무엇을 낭독할 지의 선택에서부터 그것을 낭독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낭독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톨마체바 사건에서 낭독자가 낭독하는 작품과 맺는 관계 못지않게 낭독된 

작품이 청중에게 수용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되었음을 화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Можно читать и восхищаться «Египетскими ночами», но не на каждую строчку ихъ 

можно обратить особенное вниманiе публики. Тутъ до цинизма одинъ шагъ.107   

 『이집트의 밤』을 읽고 경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글줄에 청중의 각별한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그것은 냉소를 코앞에 둔 행위이다.  

 

위 대목은 작품의 총체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몇몇 시구에 관심을 환기하는 

식의 낭독을 문제 삼고 있지만, 동시에 톨마체바가 낭독한 시를 작품 전체와 

유리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스캔들이 초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톨마체바는 『이집트의 밤』 에서 이탈리아 즉흥시인이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연인들’을 주제로 지은 시를 낭독하였는데, 이 시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추종자들에게 목숨을 대가로 자신과의 하룻밤을 사도록 

                                           
107 Время, 1861 No.4, Фельетон, с.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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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부분이 추문의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상」의 

화자는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낭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실상 작품을 

일부 시구로 환원시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톨마체바가 클레오파트라와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볼 수 없듯이, 그녀가 읊은 

시 또한 푸시킨 작품과 분리된 클레오파트라의 독백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쿠스코프는 「단상」에서 예술 작품의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솔직한 공감과 그 공감을 통해 개인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며, 톨마체바 사건을 보는 그의 고유한 시각은 도스토옙스키가 

「통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재개하는 데 보이지 않는 지침이 된다.  

 쿠스코프는 톨마체바가 문학의 밤에서 낭독할 시를 선택한 기준이 

여성해방의 이념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는 톨마체바가 푸시킨 작품의 

일부를 자신의 내적 필요에 따라 취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낭독을 통해 

즉흥시인의 시를 자신의 시로 탈바꿈시킨 일련의 과정을 긍정한 셈인데, 

「통보」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집트의 밤』을 전유하는 방식은 이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통보」에서 『이집트의 밤』의 일부를 취하여 

독창적 해석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이집트의 밤』이 미완성의 

텍스트이자 단편(斷片)(фрагмент)으로서 갖는 성격에 추문의 본질이 있다는 

『러시아 통보』의 편집인 카트코프의 주장 108 에 맞서 푸시킨 작품이 갖는 

                                           
108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통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1861년 3월 『러시아통보』에 카트코프가 

게재한 「우리의 언어, 그리고 휘파람부는 이들은 누구인가(Наш язык и что такое 

свистуны)」의 일부를 인용하며 푸시킨 작품과 톨마체바 사건에 대한 카트코프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자신의 글에서 카트코프는 푸시킨의 『이집트의 밤』 전체가 몇 가지 

암시와 모티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매혹적인 시와 형상 외에 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어느 한 

부분이 도드라져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이념에 의해서 장악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트코프는 톨마체바의 낭독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푸시킨 작품이 

지닌 불완전성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문제임을 강조한다. 「『러시아통보』에 보내는 답」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카트코프는 대신 1861년 5월 『러시아통보』에 게재한 「동성(同性)의 

열매들(Одного поля ягоды)」에서 쿠스코프의 펠리에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단상」을 

대상으로 유사한 비판을 이어나간다. 텍스트에서 전체에 녹아들지 못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일수록 도덕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던 카트코프는 쿠스코프의 

펠리에톤에서도 화자가 시적영감의 원천으로서 솔직함을 예찬하기위해 거론하는 일화들을 

무엇보다도 도덕적,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화자는 한 사기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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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완결성을 증명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Пушкину именно было задачей (если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 чтоб он заранее задавал 

своему вдохновению задачи) представить момент римской жизни, и только один 

момент, но так чтоб произвести им наиполнейшее духов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б 

передать в нескольких стихах и образах весь дух и смысл этого момента тогдашней 

жизни так, чтоб по этому моменту, по этому уголку, предугадывалась бы и становилась 

бы понятною вся картина. (19:133)  

누구보다도 푸시킨은 로마시대 삶의 한 국면을, 단 한 국면을 제시하되 이로써 가장 

충만한 정신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 몇 가지 시구와 형상으로 그 당시 삶 속에서 

이 국면의 정신과 의미를 전부 전달하는 것, 이 국면, 이 구석을 계기로 전체의 

그림을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단, 그가 사전에 자신의 

영감에 과제란 것을 부여할 수 있었다면 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집트의 밤』이 하나의 국면(один момент)으로 전체의 

그림(вся картина)을 담아내는 완결된 작품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자신의 

독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다시쓰기’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주장을 거스르는 듯 보인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스토옙스키는 『이집트의 밤』이 부분으로서 전체를 내포하게 되는 완결성을 

푸시킨 고유의 시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완결성이 

부분에서 전체를 이끌어내는 해석자의 자유에 의해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말했던 ‘충만한 정신적 인상’, ‘전체의 그림’이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도달한 ‘전체의 그림’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해석적 자유는 

무엇보다 『이집트의 밤』에 나타난 시대와 톨마체바 사건을 둘러싼 오늘의 

현실이 중첩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만남에서 그가 자신의 사기행각을 얼마나 즐겁게 되새기며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상대가 

사기꾼임을 알고도 호감을 느꼈던 일화를 소개한다. 화자는 한심하다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경멸을 드러냈던 다른 청중들과 달리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대꾸했던 자신과 

사기꾼 사이에 오히려 끈끈한 우정이 맺어졌음을 고백하는데, 카트코프는 이 일화가 

사기꾼의 속임수를 훌륭한 기예처럼 미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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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 Пушкина импровизатора, представ пред публикой <<Северной Пальмиры>>, был 

тоже встречен смехом, когда простодушно спросил : <<О каких любовниках тут 

говорится, perche la grande regina n’aveva molto (у великой царицы их было много)?>> 

Эта публика состояла тоже из знатоков и ходоков по клубничной части. Тут было 

много, <<два журналиста в качестве литераторов>> тоже, должно быть, тертые калачи. 

Жаль, что Пушкин не передает нам впечатл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импровизацией на 

этих слушателей.  

 Но припомним сами эту импровизацию, проверим сами это впечатление. (19:135) 

<<북방의 팔미라>>의 공중 앞에 섰던 푸시킨의 즉흥시인이 다음과 같이 소박한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반응 역시 웃음이었다. :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연인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여제는 무수한 연인들을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의 

공중 또한 음담패설에 능하고 약삭빠른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워낙 많이들 있었으니, 산전수전 다 겪은 치들임이 분명한 ‘문인 자격의 두 

저널리스트’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푸시킨은 즉흥시가 이 청중들에게 

불러일으킨 인상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즉흥시를 직접 상기함으로써 이 인상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도스토옙스키는 푸시킨 작품 속에서 즉흥시인의 시적 물음을 저속한 

웃음으로 받아쳤던 청중들의 타락한 사회와 톨마체바의 낭독 및 푸시킨의 

작품을 대하는 동시대 러시아 사회의 반응을 병렬시키며, 이처럼 평행하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그의 ‘다시쓰기’가 시도된다. 작품이 낭독의 

순간에서 미완으로 끝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한 번 이 즉흥시를 

음미함으로써 청중이 받은 인상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푸시킨이 생략했던 

즉흥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소환하는 것은 톨마체바의 낭독을 폭로하고 

푸시킨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비판했던 ‘문인 자격의 두 저널리스트’, 즉 

베인베르크와 카트코프를 즉흥시의 소재에만 노골적 관심을 드러냈던 우매한 

청중과 동일시하려는 전략이다.  

 

 Клеопатра -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этого общества. Ей теперь скучно; но эта  скука 

посещает ее часто. Что-нибудь чудовищное, ненормальное, злорадное еще могло бы 

разбудить ее душу. Ей нужно теперь си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на уже изведала все тай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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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юбви и наслаждений, и перед ней маркиз де Сад, может быть, показался бы ребенком. 

Разврат ожесточает душу, и в ее душе давно уже есть что-что способное чувствовать 

мрачную, болезненную и проклятую радость отравительницы Бренвелье при виде 

своих жертв. Но это душа сильная, сломить ее еще можно не скоро; в ней много 

сильной и злобной иронии. И вот эта ирония зашевелилась в нет теперь. Царице 

захотелось удивить всех этих гостей своим вызовом; ей хотелось насладиться своим 

презренеим к ним, когда она бросит им этот вызов в глаза и увидит их трепет и 

почувствует в себе стук этих дрогнувших страстью сердец. (19:136)  

클레오파트라는 이 사회를 대표한다. 그녀는 이제 권태롭다. 이 권태는 그녀를 종종 

엄습한다. 무언가 기괴하고, 비정상적이며 사악한 즐거움이 그녀의 영혼을 그나마 

각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강한 인상이 필요하다. 그녀는 사랑과 

환희의 모든 비밀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녀 앞에서 사드 후작은 애송이에 불과할 

것이다. 타락으로 영혼은 잔혹해지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살범 

브랭빌리에 후작부인(La marquise de Brinvilliers)처럼 자신의 제물들을 보며 어둡고 

병적인, 저주 받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력하고 사악한 

아이러니로 가득한 이 영혼을 쉽사리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아이러니가 그녀의 영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다. 여제는 

초대받은 모든 이들을 자신의 도발로 경악시키고 싶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면전에 

도전장을 던진 후 그들의 동요를 확인하고 욕망으로 전율하는 심장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그들을 향한 경멸을 즐기고 싶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술이 쉽게 외설로 변질되는 두 시대적 공통점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즉흥시를 산문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며,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를 

타락한 사회의 정점에 있는 여인으로 ‘다시쓰는’ 과감성이 발휘된다. 정확히는 

타락한 사회에 타락으로써 자신의 환멸을 표하는 인물의 심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푸시킨의 클레오파트라에서 볼 수 없던 자질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109  

                                           
109  본고의 주제 및 범위 하에서는 푸시킨의 『이집트의 밤』이 어떤 작품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나, 적어도 톨마체바가 낭독한 시가 이 작품에서 어떤 맥락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 

통보』에 보내는 답」을 중심으로 톨마체바 사건에 얽힌 텍스트의 층위를 분석한 

슈테트케(Щтедке)의 논문을 매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슈테트케는 톨마체바의 

낭독에서부터 도스토옙스키와 카트코프의 설전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점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텍스트 대화성의 원칙(принцип диалогичности текста)’이 지속적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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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푸시킨의 작품에 톨마체바 사건을 설명하는 힘이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모든 예술이 당대적이라는 『시대』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문학과 현실이 반응하여 빚어진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스스로 또 한 명의 ‘즉흥시인’으로 나서고 있다. 톨마체바의 낭독이 그녀의 

내적 부름에서 생겨난 고유한 것이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1861년 초 러시아 

사회의 한 현상과 관련하여 푸시킨의 작품을 새로운 해석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톨마체바 사건을 글라스노스티와 글라스노스티의 이면인 

                                                                                                        

슈테트케가 말하는 대화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인텍스트(интекст)가 텍스트와 맺는 

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통시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텍스트 인텍스트 

빅토르 아우렐리우스: 
『유명인사록(Liber de viris illustribus)』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연인들  

푸시킨: 
『이집트의 밤』 

즉흥시인 - 청중 

페름시에서 열린 문학과 음악의 밤 톨마체바 – 청중  

카트코프: 
「우리의 언어, 그리고 휘파람 부는 자들은 누
구인가」 

클레오파트라 역의 톨마체바 – 사회의 
도덕  

도스토옙스키: 
「『러시아통보』에 보내는 답」 

즉흥시인 역의 도스토옙스키 – 청중 역
의 카트코프  

 

각 인텍스트에서 보듯 ‘공중을 상대로 독백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이 상황의 최초의 의미는 

‘이탈리아 즉흥시인의 낭독’라는 인텍스트가 『이집트의 밤』이라는 텍스트와 맺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즉흥시인이 낭독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파는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시는 

19세기의 상업적 환경에서 전업작가가 창작의 자유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주인공 

차르스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슈테트케는 위 인텍스트의 모델을 따라 

도스토옙스키가 카트코프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즉흥시인의 포즈를 반복할 뿐 아니라 

카트코프가 보여주는 잘못된 도덕적 우려와 예술에 대한 몰이해를 공격하기 위해 『이집트의 

밤』에 나타난 타락한 사회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슈테트케는 

텍스트와 인텍스트의 대화적 관계라는 형식은 통시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진다는 점에서 도스토옙스키의 해석적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Клаус Штедке, 

≪Египетские ночи≫ и вопрос об искусстве (к проблеме интекста в статье Достоевского 

≪Ответ Русскому вестнику≫), Семиотика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пространство семиотики, No.720, 

Тарту,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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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실례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중의 문학적 

소양이 이 사건의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시대』의 

펠리에톤/잡록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이 이슈를 다룸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단지 톨마체바의 낭독 방식, 혹은 톨마체바라는 여성의 존재를 둘러싸고 

추문이 번지는 데 대해 이 사건의 본질에 문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먼저 이 사건을 글라스노스티가 정착될 수 없는 러시아 사회의 

미숙, 러시아 사회가 글라스노스티를 폭로로 전환시키기만을 기다렸던 증거로 

해석할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흐름은 되돌려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톨마체바에 쏟아졌던 비방과 그로부터 야기된 논란을 단순히 폭로의 결과로 

일축하는 대신 『시대』의 펠리에톤들은 그러한 논란과 몰이해마저 문학이 

현실을 유의미하게 형성하는 과정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펠리에톤이라는 

공간에서 수행되었던 비평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어떠한 문학 작품을 동시대에 

출현한 새로운 사실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작품 자체의 의의를 

거론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여성해방 지지자의 낭독을 통해서 

사회로 불려나온 푸시킨 작품은 비록 원작과 상이한 해석에 노출되었을지언정, 

수준 높은 문학비평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보다 독자대중에게 보다 당대적인 

것으로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이 논란의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작품이 해당 시대의 문학임을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 독자를 상대로 러시아 문학을 러시아의 

서구화라는 보다 거시적 전망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2. 여행기 펠리에톤 :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   

 

1862년 여름 도스토옙스키는 생애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다. 그는 두 달 반에 

걸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를 둘러보았다. 도중에 8일간 

런던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파리에서만 한 달을 머물렀으며, 실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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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듯 그의 여행기에서 파리와 런던이 주요 방문지로 묘사되어 있다.110  이 

여행을 바탕으로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는 1863년 『시대』의 2월호와 

3월호에 각각 1-4장과 5-8장으로 나뉘어 연재되었다. 『시대』에 게재될 때 

있었던 ‘여름 한 철의 펠리에톤(фельетон за все лето)’이라는 부제는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사라진다. 펠리에톤이 신문이나 잡지의 공간과 분리 

불가능한 장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행본에서 이 부제는 자연스럽게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펠리에톤으로 

규정하려는 작가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를 사라진 부제에 주목하여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모든 여행기가 관람과 동시에 쓰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실제 여행 기간과 

기록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곧장 내용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형식에 의문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 여름과 겨울의 시간차가 

빚어내는 형식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언급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여행기를 쓰게 된 만큼 “겨울적인 무엇(зимнее 

5:54)”이 섞여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날씨에서 글쓰기의 실마리를 찾는 

펠리에톤 기법을 어렴풋이 상기시키며 작가가 관찰의 시점 못지않게 쓰는 

시점에 밀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보고 들은 것을 가리키기보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쓰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펠리에톤 특유의 자의식은 

‘메모수첩(записная книжка)’의 존재를 명시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도스토옙스키는 ‘여름의 인상’에 대한 일차 기록으로 짐작되는 ‘수첩’의 

존재를 언급할 뿐 아니라, 이 수첩을 재료로 삼아 이뤄지는 창작하는 과정을 

여행기 서사의 중심에 놓는다.  

 

так вам надобно простой болтовни, легких очерков, лич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схваченных 

на лету. На это согласен и тотчас же справлюсь с записной книжкой.  (5:49) 

그러니까 자네들은 소박한 수다, 가벼운 스케치, 스쳐간 개인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110  1862년과 1863년 도스토옙스키의 여행 일자를 재구성한 브루소바니(Брусовани)와 

갈페리나(Гальперина)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1862년 6월 7일에 페테르부르그를 떠나 

8월 24일에 귀국한다. М.И Брусовани, Р.Г.Гальперина, Загранич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1862 и 1863 гг.,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8,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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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군. 나도 여기에 동의하니 그에 맞게 내 메모수첩을 활용해보도록 하지.   

 

По записной моей книжке приходится, что я теперь сижу в вагоне и приготовляюсь на 

завтра к Эйдткунену, что есть к первому заграничному впечатлению. (5:51)  

내 메모수첩에 의하면, 지금 나는 열차칸에 앉아 내일의 목적지인 오이드쿠넨, 즉 

나의 첫 번째 해외의 인상을 향해가고 있는 중이네.   

 

 여름 여행에서 받은 최초의 인상은 계절적 변화 및 메모수첩을 매개로 두 

차례 굴절되어 독특한 여행의 기록으로 재탄생된다. 1847년 펠리에톤인 

「페테르부르그 연대기」가 겨울을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고립’의 문화 속에서 몽상가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실내에 머물며 소설과 노트를 뒤적이는 몽상가-

펠리에토니스트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여행기를 집필하면서 왜 여행의 흐로노토프를 애써 상쇄하려는 것일까? 

벨린스키는 1846년 7월 4일 게르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여행 인상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는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가 여행의 

기록으로서 갖는 특수한 성격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Итак, путе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у меня будут только рамкою статьи, или, лучше сказать, 

придиркою к ней. ...Из этого видишь, что моя статья будет журнально-фельетонною 

болтовнею о всякой всячине, сдобренною полемическим задором. Уже сдобрю!111  

말하자면, 여행에서 받은 인상이란 내게 단지 평론의 틀일뿐이라는 걸세, 혹은 그 

틀에 흠집을 내는 수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걸세.... 보다시피 내 평론은 온갖 

잡동사니를 취급하면서 논쟁의 열기를 더한 잡지-펠리에톤적 수다가 될 걸세. 꼭 

그렇게 만들고 말겠네!   

 

벨린스키는 여행의 인상이 글의 본론을 이루지 못하고 틀로 격하된다고 

말하지만, 펠리에톤적 수다가 여행의 형식을 자양분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행간에 남겨놓고 있다.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에서 여행이 형식의 

                                           
111 Е.И.Журбина, с.2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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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그보다 더 독창적이다. 벨린스키가 여행이 주는 

다양한 인상과 펠리에톤의 자유로운 정신이 맺는 친화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 여행의 궤적과 사유의 형태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형식을 추구한다. 여행기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열차칸의 

사유(вагонные размышления 5:53)’란 바로 이 형식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트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다와 개인적 인상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여행기를 써나갈 것임을 예고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달리는 열차를 자신의 

사유에 필요한 시공간적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여행기 전체에 새로운 

흐로노토프를 도입하게 된다. 여기서 기차는 도착과 출발의 수단보다는 

도상(道上)을 나타내는 공간으로서 여정 자체를 상징하며, 도스토옙스키가 

여행기에서 풀어놓는 모든 사유가 이 흐로노토프 속에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가 유럽 땅을 밟는 행위 대신 열차 속에서 이뤄진 사유를 여행기의 

주조음으로 택한 까닭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중의적 단락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Ах, как скучно праздно в вагоне сидеть, нут вот точь-в-точь так же, как скучно у нас на 

Руси без своего дела жить. Хоть и везут тебя, хоть и заботятся о тебе, хоть подчас даже 

так убаюкают, что, кажется бы, и желать больше нечего, а все-таки тоска, тоска и 

именно потому что сам ничего не делаешь, потому что уж слишком о тебе заботятся, а 

ты сиди да жди, когда еще довезут. Право, иной раз так бы и выскочил из вагона да 

сбоку подле машины на своих ногах побежал. Пусть выйдет хуже, пусть с непривычки 

устану, собьюсь, нужды нет! Зато сам, своими ногами иду, зато себе дело нашел и сам 

его дела, зато если случится, что столкнутся вагоны и полетят вверх ногами, так уж не 

буду сложа руки запетрый сидеть, своими боками за чужую вину отвечать... (5:52)  

아, 열차칸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루시에서 자신의 일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매한가지로 얼마나 무료한가. 너를 데려다주고, 돌봐주고, 때때로 자장가까지 

불러주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한들, 우수는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수를. 지극한 보살핌을 받지만, 데려다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니 말이다. 정말이지, 어쩔 때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나란히 

옆에서 두 발로 뛰었으면 할 때가 있다. 결과가 나빠도 상관없다. 익숙지 않아 

지치고, 길을 잃어도 대수롭지 않다! 대신 내 발로 걸으며, 내게 맞는 일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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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테니. 열차가 충돌하여 뒤집혀 날아가는 일이 생겨도, 열차칸에 갇힌 채 손 

놓고 앉아 남의 탓 때문에 내 옆구리로 책임질 일은 없을 테니.  

 

도스토옙스키는 장거리 여행에 따른 권태가 무익한 생각을 불러왔음을 

강조하지만, 여행자의 권태를 자신의 일을 찾지 못했던 러시아 지식인들의 

우수, 그리고 맹목적으로 유럽의 뒤를 밟고 있는 러시아의 운명과 

오버랩시키며 담론의 불분명한 경계를 만들어낸다. 유럽을 방문하기 위해 

장시간 철도에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실려 갈 수밖에 없는 여행자의 처지와 

자신이 가는 길을 가늠하지 못하는 채로 유럽을 따라가며 언젠가 유럽의 

과오를 되풀이할지 모를 러시아의 형국은 작가의 주관적 연상 작용에 의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비유적 관계에 그치지 않는 것은 권태, 

우수라는 감정이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를 관통하며 스스로를 웅변하는 

진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는 여행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온전히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이 유럽에서 받은 인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여행책자를 따라 명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도, 한 장소를 충분히 둘러보기 위해 시간이나 횟수를 확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첫 인상’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나쁜 간장 상태와 고약한 날씨의 영향을 

탓하면서도 그의 첫 인상을 좌우한 ‘노랗게 된 혀’와 ‘상처받은 조국애’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발견임을 고백하게 된다. 

 

Через два часа мне всё объяснилось: воротясь в свой номер в гостинице и высунув 

свой язык перед зеркалом, я убедился, что мое сужедние о дрезденских дамах похоже 

на самую черную клевету. Язык мой был желтый, злокачественный... (5:48) 

2시간 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네. 호텔 내 방에 돌아와 거울 앞에 혀를 

내민 순간, 드레스덴 부인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완전히 악의적인 비방과 

다름없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네. 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지 내 혀는 노랗게 변해 

있었네.  

 

Даже луч солнца, простой какой-нибудь луч солнца тут много значил: сияй он над 

собором, как и сиял он во второй мой приез в город Кельн, и зданье наверно бы м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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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казалось в настоящем своем свете, а не так, как в то пасмурное и даже несколько 

дождливое утро, которое способно было вызвать во мне одну только вспышку 

уязвленного патриотизма. Хотя из этого, впрочем, вовсе не следует, что патриотизм 

рождается только при дурной погоде. (5:49)  

심지어 햇빛, 그저 그런 햇빛 한 자락만 있었어도 많은 의미를 가졌을 걸세. 두 번째 

쾰른시를 방문했을 때처럼 대성당 위로 햇볕이 내리쬐기만 했어도, 건물은 내게 

자신의 본래 위용을 드러냈을 텐데 음침하고 약간의 비마저 섞였던 아침이라 오직 

상처받은 조국애에 불을 지핀 결과가 되었다네. 물론 이런 걸 보고 조국애가 

형편없는 날씨에만 발동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  

 

노랗게 된 혀는 사태를 공평무사하게 전달할 수 없는 작가의 언어를 가리킨다. 

그는 건강의 일시적 악화에 따른 악의적 언어에 양해를 구하는 듯하나, 두 

번째 방문에서 햇빛과 함께 본래의 위용을 드러낸 쾰른시의 대성당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것이 첫 번째 방문에서 자신에게 안긴 ‘상처받은 조국애’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언어를 우회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점차 독자에게 납득시켜 

나간다. 스스로를 희화화할 정도로 열등감을 드러내는 악의적 언어는 쾰른의 

대성당이나 다리처럼 유럽의 대표적 명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관람기에 

반감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서론을 대신하여(Вместо предисловия)’라는 

제목의 첫 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대상에 부당한 관찰로 일관함으로써 

“절대적 정확성(абсолютная верность)”을 추구하는 여행기를 패러디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진실하고 고유한 관찰(собственные, но искренние мои 

наблюдения)”112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게 된다.  

 

 

 <1> 여분의 장과 러시아적 유럽 

 

 도스토옙스키는 정확한 보고자로서의 여행자(путешественник)와 자신을 구분 

짓는 글쓰기의 명분을 ‘친구들’이라 불리는 한정된 독자로부터 구한다. 113 

                                           
112 (5:49)  
113  바세나(Vassena)는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 본래의 

수다스러운 어조와 진지한 사회정치 팜플렛의 어조를 뒤섞는 방식이 독자에 대한 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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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칸의 사유는 가까운 독자들을 대상으로 동력을 얻게 되며, 이 여행기의 

펠리에톤적 속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여분의 장’이 바로 이 독자들에게 

할애된다.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는 각각 ‘여분’의 의미와 파리의 관찰에 

대한 역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역설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분의 

장’에 대한 작가의 변을 들어보자.  

 

 меня что-то подмывает, покамест доберемся мы до Парижа, сообщить вам мои 

вагонные размышления, так, во имя гуманности: ведь было же мне скучно в вагоне, ну 

так пусть теперь будет скучно и вам. Впрочем, других читателей надобно выгородить, 

а для этого включу-ка я вси эти размышления нарочно в особую главу и назову ее 

лишней. Вы-то над ней поскучайте, а другие, как лишнюю, могут и выкинуть. С 

читателем нужно обращаться осторожно и совестлвио, ну а с друзьями можно и 

покорче. (5:53) 

우리가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자네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나의 열차칸에서의 사색을 

들려주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군. 내가 열차칸에서 지루했던 만큼 자네들도 이제 

지루함을 맛봐야 될 걸세. 그렇지만 다른 독자들은 접근하지 않도록 나는 이 모든 

사색을 일부러 별도의 장에 배치하여 ‘여분의 장’이라 부르기로 했네. 그래야 

자네들은 지루하게 이 장과 씨름하더라도, 다른 독자들은 여분으로서 건너뛸 수 있을 

테니. 독자들은 조심스럽고 양심적으로 대해야 하지만, 자네들과는 좀 더 격의 

없이도 괜찮겠지.     

 

도스토옙스키는 함께 권태를 짊어질 독자들에 한해 ‘여분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열차칸의 사유’가 과연 잉여에 지나지 않는지 독자의 판단에 

부치고자 한다.114  자신의 사유가 갖는 위상을 여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역설일 

가능성은 지루함을 무릅쓰고 여분의 장을 읽을 필요를 호소하는 데서도 

                                                                                                        

중요시하는 펠리에톤 기법을 독창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본다. (Raffaella Vassena, Reawakening 

national identity, Bern : Peter lang, 2007, p.30-31.) ; 반면, 모슨(Morson)은 두 가지 이질적인 

어조 중에서 펠리에톤 수다가 메타패러디의 용도를 갖는다고 말한다. 5장 바알신에 주목한 

듯 모슨은 아포칼립스적 분열(apocalyptic disintegration)의 시대에 펠리에톤 수다를 통한 

패러디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펠리에톤 수다가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펠리에톤 수다와 예언적 어조를 모두 보여주는 서술을 그와 같은 메타패러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G.S.Morson, p.26.) 
114 전자를 내포독자에, 후자를 실제독자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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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며, 이 장이 파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전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히 감지된다.115  

 여분의 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적 유럽(европейская 

Европа)’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의 러시아적 유럽(наша русская Европа)’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여행기 전체가 ‘두개의 유럽’에 대한 

고찰로 양분됨을 보여준다. 이때 파리는 러시아가 곧 다다르게 될 유럽화의 

정점, 그 막다른 곳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유럽화라는 시간축의 가장 

끝에 위치한 도시인 파리에 대한 방문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여행기의 

후반부에서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 파리가 유럽 문명의 단계를 지시하는 

행선지로서 거론된다는 점은 여행기 내내 파리에의 도착이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116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밟아온 유럽화의 역사를 되새기는 여분의 장과 

파리를 묘사하게 될 장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반어적으로 

언급한다. 

 

   А кстати: уж не думаете ли вы, что я вместо Парижа в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пустился? Критическую статью пишу? Нет, это я только так, от нечего делать. (5:51) 

 그런데, 자네들은 내가 파리 대신에 러시아 문학으로 이야기를 틀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비평문을 쓰고 있다고 말이야. 그건 아닐세, 나는 단지 무료함을 

달랜 것뿐이라네.  

  

2장에서 위와 같이 여행기를 러시아 문예비평으로 대신하지 않을 거라던 

도스토옙스키는 3장인 여분의 장에서 문학을 프리즘으로 러시아의 유럽화를 

                                           
115 영역본에서 데이비드 또한 해당부분인 ‘над ней поскучайте’를 ‘labor over it’라 번역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가 가까운 독자들에게 고단한 읽기를 감내해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 

흔적을 보여준다. (Fyodor Dostoevsky, David Patterson, Winter notes on summer impressio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11.) 
116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를 구성하는 총 8장 중 여분의 장인 3장을 지나 4장에 이르러 

파리에서 여장을 푼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5장을 런던 묘사에 할애한 뒤 

아직도 파리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나, 나는 또 파리에 있질 

않군...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언제쯤 (파리의) 질서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Но, однако, что ж 

это я! Я опять не в Париже... Да когда ж это, господи, я приучусь к порядку...”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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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게 된다. 이때 그는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나 의의에 초점을 두어 

문예비평을 시도하는 대신, 문학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평론의 

바탕으로 삼는 펠리에톤적 글쓰기를 활용한다. 이로써 여분의 장에 사담을 

용인해줄 가까운 독자들이 호출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가 가정하는 

가까운 독자들이란 『시대』가 표방하는 대지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분의 장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펠리에톤이 공식 비평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고의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펠리에톤적 논평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 대지주의 

철학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여분의 장을 채울 다양한 논의들이 

대지주의로 설명되는 명백한 ‘사실’을 단지 재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도스토옙스키는 미리 다음과 같이 밝힌다.  

 

Что мы не переродились, - с этим, я думаю, все согласятся, одни с радостию, другие, 

разумеется, со злобою за то, что мы не доросли до перерождения. Это уж другое дело. 

Я только про факт говорю, что мы не переродились даже при таких неотразимых 

влияниях, и не могу понять этого факта. (5:51)  

우리가 아직도 (유럽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이들은 

환호로, 어떤 이들은 거듭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에게 물론 분노하며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나는 우리가 그처럼 

거부할 수 없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유럽화를 놓고 자신의 지향점에 따라 호오를 

표출하는 슬라브주의 및 서구주의자들과 달리, 대지주의자로서 ‘유럽적 

거듭나기의 실패’를 필연적 사실로 정의한다. 그는 이 실패를 사실(факт)이라 

힘주어 말하며 자신의 주의주장에 따른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대지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분의 

장에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비평 아닌 비평을 시도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거부할 수 없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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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적 외피를 둘렀음에도 그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는 러시아적 관습에 대한 

세 가지 일화를 소개하며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구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로 오인될 각오를 무릅쓰고 극단적 소재를 취한다. 그 중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매질’에 관한 두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일화는 

도스토옙스키의 상상 속 한 장면이다. 117  신문을 통해 유럽의 시시콜콜한 

소식들을 수집하는 것이 일상이며, 양말과 가발, 단검에 이르기까지 유럽식 

복장을 하고 다니는 시골의 한 지주가 아무런 위화감 없이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로 매질을 일삼는다. 이 일화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민중들이 주인의 매질을 관심의 표시로서 달가워하리라 가정한다. 지주의 

일상에서 피상적 차원에 머무는 유럽화와 러시아적 구태가 공존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면, 민중의 심리를 대변하는 부분은 그들이 얼마나 매질에 

길들여졌는가에 대한 과장된 수사로 읽힌다. 첫 번째 일화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매질’이라는 하나의 관습을 최대한 야만성을 배제하고 단지 러시아의 뿌리 

깊은 문화의 일부로 제시함으로써, 그보즈질로프(Гвоздилов)를 다루는 두 번째 

일화로 넘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을 마련한다.  

 그보즈질로프는 18세기 극작가 폰비진의 희곡 『여단장(Бригадир)』의 4막 

2장에 나오는 한 인물의 별칭이다. 그러나 그보즈질로프는 여단장 부인과 

소피야가 나누는 대화 중 여단장 부인이 들려주는 일화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로서 실제 극 중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단장 부인은 자신에 대한 

여단장의 도를 넘은 폭력을 한탄하다 남편의 연대에서 그보즈질로프(‘사정없이 

때리다’라는 뜻의 동사 ‘그보즈지치(гвоздить)’에서 변형)라는 별명을 가진 

대령 또한 아내를 수없이 매질했다는 일화를 들려준다. 이 일화에 대한 

소피야와 여단장 부인의 각기 다른 반응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폰비진의 예술적 

기획의 틈을 비집고 나온 한 ‘진실(правда)’에 대해 주장하게 된다.  

                                           
117  도스토옙스키는 이 지주를 팔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또 다른 대목에서 ‘팔과 다리가 

없는 코페이킨 대령’을 언급함으로써 첫 번째 일화가 고골의 『죽은 혼』에 나오는 코페이킨 

대령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임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일화에서 19세기 문학 작품 속 인물을 

18세기 지주로 변모시킨 도스토옙스키는 두 번째 일화에 나오는 18세기 인물인 

그보즈질로프의 미래가 바로 코페이킨 대령이라며 역사적 배경을 초월하여 문학 작품 속 

전형들 사이의 자유로운 배합을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해당 인물들이 본래의 

작품에서 에피소드식으로 등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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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фья. Пожалуйста, сударыня, перестаньте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том, что возмущает 

человечество. 

 Бригадирша. Вот, машушка, ты и слушать об этом не хочешь, каково ж было терпеть 

капитанше? (5:58)   

 소피야.       부인, 부탁이에요. 인류를 당혹시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단장 부인. 저런, 아가씨. 당신은 듣기조차 싫어하는데, 직접 겪어야 했던 대령 

부인은 어땠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폰비진이 유럽 문명의 대표자로 설정된 소피야 대신 우둔한 

여단장 부인에게 진정한 인도적 발언을 맡긴 점이야말로 극작가가 자신의 

의도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진실에 굴복한 증거라 보는데, 이때 진실이란 앞서 

러시아의 유럽적 거듭나기의 실패를 ‘사실’로 규정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의 

개념이다. 요컨대, 여단장 부인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도적 감정이 ‘온실 속 

진보주의자(И сколько у нас до сих пор таких оранжерейных прогрессистов 

5:58)’인 소피의 허황된 휴머니즘을 간단히 반박하는 장면이 이 ‘사실’의 

구체적 실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이 갖는 중립적, 절대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극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почему именно не Софь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е благородного и гуманно-европей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комедии, вложил Фонвизин одну из замечательнейших фраз в своем  

"Бригадире",  а  дуре бригадирше, которую уж он до того подделывал дурой, да  

еще  не  простой,  а ретроградной дурой, что все нитки наружу вышли и  все 

глупости,  которые  она говорит, точно не она говорит, а кто-то другой, 

спрятавшийся сзади?...  Это чрезвычайно любопытно и именнот тем, что написано 

без всякого намерения и заднего слова, наивно и даже, может быть, нечаянно. (5:58)  

왜 폰비진은 자신의 『여단장』에서 가장 뛰어난 문구 중 하나를 이 희극에서 

고귀하고 인도적이며, 유럽적 발전의 대표자인 소피야 대신 우둔한 여단장 부인에게 

선사했을까? 여단장 부인을 바보로, 그것도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복고주의적 바보로 

만드는 데서 작가의 수가 다 읽힐 정도였으며, 그녀가 말하는 모든 터무니없는 

소리들이 뒤에 숨은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말이다....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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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도, 숨은 의미도 없이 순진하게, 심지어 무심코 썼다는 바로 이 지점이 무척 

흥미로운 것이다.  

 

여단장 부인을 지나치게 몽매하게 그리는 데서 도스토옙스키는 폰비진의 

예술적 의도가 작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극작가의 이러한 

예술적 의도가 끝까지 관철되지 못한 대목에서 이 작품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진실이 웅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처럼 진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극작가의 의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화에서 여단장 부인의 인도적 

발언으로 초점을 좁히면서 마치 매질이 자행되는 현실보다도 그것을 온실 

속에서 질타하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문제시되는 프레임을 조성한다. 118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작품의 일부를 떼어 그것을 일화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주관이 교묘히 혼합된 담론을 만들어낸다.119  

 도스토옙스키는 ‘여분’이라는 용어로써 일차적으로는 펠리에톤적 글쓰기가 

객관적 논평으로서 갖는 한계를 지시하지만, 동시에 유럽화가 러시아의 

역사발전에서 ‘여분의 장’에 기록될 것인가를 독자에게 묻고자 한다.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일화에 이어 19세기 문학 속 잉여인간이 유럽화의 실패를 

증명하는 두 번째 예시로 소개되면서 ‘여분’이 처음부터 지식인들의 ‘잉여’를 

의미망에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0  폰비진의 『여단장』의 의의가 

                                           
118  보임(Boym)은 도스토옙스키가 두 번째 일화에서 아내를 때리는 대령보다 서구주의자인 

소피야를, 즉 유럽화된 러시아인들의 문명화된 금기(civilized taboos)를 비판하도록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보임은 도스토옙스키가 공동체의 사랑과 지혜를 표현하는 

진실한 수단으로서 서구의 법적 조치보다 러시아의 태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일화에서 그의 수사를 걷어내고 태형에 대한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끌어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Svetlana Boym, Another Freedom : The Alternative History of an Ide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116.)  
119  크루가노프(Круганов)에 따르면, 일화는 그것이 놓인 텍스트의 정체된 리듬을 교란시키고 

정해진 주제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일화의 이러한 기능은 어떤 규칙의 준수에 의해서 

달성되기보다 장르 자체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Ефим Круганов, Анекдот как жан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MCMXCVII, 1997, с.8)  
120 맥락상 한국어로 달리 번역하였지만, 여분과 잉여 모두 лишний의 역어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잉여인간의 두 전형인 차츠키와 바자로프를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해 ‘잉여’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여분’의 장과 ‘잉여’인간 사이에 의미론적 공명을 강화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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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옙스키에게 여단장 부인의 진실어린 한마디로 요약되었듯이, 

그리보예도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에서 그가 주목하는 대상은 ‘상처받은 

감정의 쉼터’를 찾아 유럽으로 떠난 차츠키이다.  

 

 Чацкий -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особый тип нашей русской Европы, это тип милый, 

восторженный, страдающий, взывающий и к России, и к почве, а между тем все-таки 

уехавший опять в Европу, когда надо было сыскать,  

                    Где оскорбленному есть чувству уголок... -  (5:61)  

 차츠키는 우리의 러시아적 유럽의 매우 특별한 유형이다. 그는 사랑스럽고, 

열광적이고, 고통 받는 인물로서 러시아와 대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처받은 감정을 뉘일 구석...을 찾아야 했을 때, 또 다시 유럽으로 떠나버렸다.    

                   

‘러시아적 유럽’의 전형으로서 차츠키가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가 대지와 화합하려던 시도의 실패 끝에 유럽행을 택했다는 점이다. 그토록 

‘지혜’로운 자로서 차츠키가 자신의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명명되는데,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지주의가 신념이나 

주의보다는 사실을 딛고 선 철학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121 도스토옙스키는 

차츠키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대신 자신의 열렬함으로 단 번에 수십 

베르스타를 뛰어넘으려 했기 때문에 무익한 인간으로 남았다고 설명하는데, 

“한 걸음씩(по одному шагу 5:62)”은 주지하다시피 대지주의의 핵심 

문구이다. 122  따라서 일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느라 자신의 할 일을 찾지 못한 

차츠키는 유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있다.  
121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차츠키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토록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찾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 모두 일을 찾지 못했으며, 2,3세대에 

걸쳐 연이어 일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 사실에 반하여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호기심의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Не понимаю я только одного: ведь Чацкий был человек очень умный. Как это умный человек 

не нашел себе дела? Они все ведь не нашли деля, не находили два-три поколения сряду. Это 

факт, против факта и говорить бы, кажется, нечего, но спорить из любопытства можно.“ (5:62) 
122  『시대』에 게재한 문학평론의 서론 5절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의 문자해득을 위해 

지식인들이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에 단 번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손을 놓고 

좌절하는 것보다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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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서 보듯 차츠키의 유럽행을 가리키는 문구를 도스토옙스키는 

극중 그의 마지막 대사에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차츠키가 모스크바를 벗어나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데서 극이 마무리되며, 오히려 유럽은 그가 

모스크바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전 떠돌았던 배경으로 존재한다. 

도스토옙스키는 극중의 차츠키와 자신이 상정하는 차츠키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를 감수하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차츠키 세대’, 또는 

‘차츠키들’로 주어가 바뀌면서 그 의도가 조금씩 드러난다.123    

 

 Однако ж Чацкий очень хорошо сделал, что улизнул тогда опять за границу: 

промешкал бы маленько - и отправился бы на восток, а не на запад. Любят у нас Запад, 

любят, и в крайнем случае, как дойдет до точки, все туда едут. Ну вот и я тогда еду. 

<<Mais moi c’est autre chose>>. Я видел их там всех, то есть очень многих, а всех и не 

пересчитаешь, и все-то они, кажется, ищут уголка для оскорбленного чувств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чего-то ищут. Поколение Чацких обоего пола после бала у Фамусова, и 

вообще когда был кончен бал, размножилось там, подобно песку морскому, и даже не 

одних Чацких: ведь из Москвы туда они все поехали. (5:62)  

그러나 차츠키가 다시 유럽으로 자취를 감춘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조금만 

지체했어도 서구가 아닌 동방을 향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서구를 좋아해서 한계에 

다다르면 모두 그리로 향한다. 나도 지금 거기로 가는 중이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다르다’. 나는 거기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모두 상처받은 

감정의 쉼터를 찾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 파무소프가의 

무도회가 끝난 뒤 차츠키 세대는 남녀 불문하고, 그러니까 무도회라는 것이 끝났을 

때, 바다의 모래알만큼 그 수가 불어났다. 차츠키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모스크바로부터 그곳으로 떠난 것이었다.  

 

아른트(Arndt)가 지적했듯이, 차츠키는 모스크바 상류사회와 갈등을 빚는 

                                           
123  아른트(Arndt)는 차츠키라는 인물에 게르첸의 특성이 더 많이 투영되었다고 보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게르첸을 대지에서 유리된 망명 지식인으로서 비판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Charles Henry Arndt III, Dostoevsky’s engagement of Russian intellectuals in the question of 

Russia and Europe : From Winter Notes on  Summer Impressions to The Devils, Brown University, 

2004.의 3-5장 From Intellectual “Grandfathers” to Intellectual “Fathers” : Herzen and the 

Character Chatsky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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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길을 구하는 지식인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다. 124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차츠키를 러시아적 유럽의 한 전형이자 

대명사로 일컫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극중 서사보다도 ‘상처받은 

감정의 쉼터를 찾겠다’는 그의 대사였다. 이때 차츠키 세대, 또는 

차츠키들이라 함은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에서 각자의 ‘상처받은 감정’에 

안식처를 구하듯 유럽으로 떠나버린 국외자들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적 

유럽의 극단에 있는 국외자들을 수식하는 말로 차츠키의 위 대사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리지어 떠난 현실의 ‘차츠키들’의 명분을 

희화화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125  

 허구적 인물을 현실 속 일군의 사람들에 연결시키는 주요 원천이 된 

차츠키의 대사를 도스토옙스키가 문학에서 발견한 ‘정수(essence)’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도울러(Dowler)에 따르면, ‘전형화(typification)’는 대지주의의 

핵심 개념으로서 문학과 삶의 동일시를 가능케 하는 기제이다. 전형화를 통해 

문학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변화의 ‘정수’를 담게 될 뿐 아니라, 임박한 

사회적 변화의 척도(barometer)가 될 수도 있다. 126  도스토옙스키가 차츠키라는 

전형을 논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특정 대사는 곧 그에게 『지혜의 

슬픔』이 문학으로서 포착한 러시아 현실의 정수였다고 볼 수 있다. 차츠키의 

이 대사를 중심으로 러시아적 유럽의 한 전형을 구축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전형으로 흘러들어간 현실, 그리고 이 전형으로부터 흘러나온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 또한 이 현실의 군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자문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희극적 

파토스아래 한데 몰아넣은 국외 러시아인들의 존재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다.  

 

                                           
124 C. H. Arndt, p.95.  
125  게르첸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보낸 편지들(Письма из Франции и Италии)』과 

도스토옙스키의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를 상세히 대조한 연구자 돌리닌(Долинин)에 

의하면, 두 작가 모두 몇 가지 특징을 사용하여 전체의 상황을 드러내는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이나, 게르첸이 이 과정에 암시를 동원하는 것과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특유의 강조와 지치지 않는 반복으로 하찮은 세부를 의미심장한 것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악의적인 패러디를 달성하게 된다. (А.С.Долинин, с.217.) 
126 Wayne Dowler, 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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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 что это? Куда я заехал? Где ж это я успел перевидать за границею русских? 

Ведь мы только к Эйдткунену подъезжаем... (5:63)  

   그런데 이게 다 무언가? 내가 어디에 다다른 것인가? 내가 대체 어디서 외국에 

나가있는 러시아인들을 죄다 볼 새가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겨우 오이드쿠넨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인데...  

 

 여분의 장을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파리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다시금 여행의 서사와 러시아적 유럽에 대한 서사를 

뒤섞는 유희를 시도한다. 오이드쿠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러시아와 

유럽의 지리적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며, 도스토옙스키가 아직 유럽 땅에 

발붙인 러시아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여행의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여행의 서사를 기준으로 한 이 서술은 지금까지 자신이 

여분의 장에서 펼친 러시아적 유럽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빌미가 된다. 러시아가 유럽화를 견뎌낸 사실을 증명고자 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유럽에 당도하여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가에 따라서 그 

타당성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유럽의 지리적 경계가 

어디쯤인가를 놓고 혼란을 겪는 모습은 그가 러시아와 유럽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내 경우는 다르다’는 장담이 반어적 울림을 피할 수 없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적 유럽’에 할애될 나머지 장에서 단연 화두는 그 자신의 

‘상처받은 조국애’임을 사전에 시인하려 한다. 하트(Hart)가 18세기 말 러시아 

귀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상처받은 조국애’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경우 ‘다양한 결점을 내세워 유럽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유럽의 중요성과 러시아의 명백한 문화적 열등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르상티망의 감정을 대상화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끈다. 127 

흥미롭게도 도스토옙스키는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의 메커니즘을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동시대 러시아에 대한 냉철한 자기인식에 이르는 것이 

                                           
127 피에르 하트(Pierre R. Hart), 5장 서구, p.155. In: 니콜라스 르제프스키, 러시아문화사 강의, 

최진석 외 옮김, 서울 : 그린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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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이 전시하는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유럽화를 거치며 러시아가 추종해왔던 바로 

그 기준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판의 시선은 

유럽에 대한 객관적 사실 못지않게 동시대 러시아에 대한 참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적 유럽을 표상하는 도시로 선택된 파리, 그 중에서도 

부르주아 체험에 관한 도스토옙스키의 기록에서 위와 같은 서술의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파리와 부르주아 문화의 재구성   

 

 파리 관람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는 5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도스토옙스키는 

여행 일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공간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5장 

‘바알신(Ваал)’이 그가 실제 여행에서처럼 파리에 머물던 도중에 방문하게 

되는 런던에 관한 장이라면, 파리에 본격 할애되는 6장 ‘부르주아 체험(Опыт о 

буржуа)’, 7장 ‘전 장의 계속(Продолже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8장 ‘브리브리와 

마비슈(Брибри и мабишь)’에서는 체험의 구체적 요소가 상념에 뒤덮여 잘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 멜로드라마가 부르주아의 속성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나타내는가를 알아보는 8장의 경우 언제 누구의 어떤 연극을 

보았는지에 관한 언급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극의 주요 

패턴을 추리는 작업이 시도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장의 배치는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펠리에톤 화자가 지녀야 할 좌표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의 주관적 척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정확한 

보고와 충돌할 수 있는 ‘진실한 관찰’을 내세웠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지만, 

문제는 자신의 진실한 주관성을 어떤 원칙에서 구하고 있는가이다.  

 5장 서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파리를 직접 보았거나 파리에 대해 러시아어로 

충분히 많이 읽었을 독자들을 가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서술의 재량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서술의 독창성을 부조해내기 위해 

독자들이 읽었을 과거의 텍스트를 은밀히 소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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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에 대한 겨울메모』가 1847-1852년도에 쓰인 게르첸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보낸 편지들(Письма из Франции и Италии)』을 긴밀하게 

참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며, 그 

영향관계는 두 저작이 프랑스 부르주아의 소시민화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요약된다. 128  도스토옙스키는 부르주아의 변천에 대한 게르첸의 

관점을 큰 틀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동일한 관점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차별화를 시도한다. 거짓이 아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지독한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역설은 

게르첸으로 대표되는 기존 유럽인상기의 기본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그 명제에 

부합하는 현실을 발견할 주도권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음을 뜻한다.  

 

Но, друзья мои, ведь предуведомил же я вас еще в первой главе этих заметок, что, 

может быть, ужасно навру. Ну и не мешайте мне. Вы знаете тоже наверно, что если я и 

навру, то навру, будучи убежден, что не вру. (5:68) 

그러나 내 친구들이여, 내가 이 메모의 첫 장에서 이미 자네들에게 미리 알렸던 바와 

같이, 아마도 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네. 그래도 나를 막지는 

말게. 자네들도 알거라 생각하네만, 내가 설사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해도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네.  

 

여행기 펠리에톤으로서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메모』에 나타난 주관적 논평의 

서술 양상을 고찰하는 자리인 만큼 게르첸의 저작에 나타난 부르주아관의 

전모를 살필 수는 없겠으나, 1789년 대혁명 이후 부르주아가 혁명적 도상에서 

                                           
128  프리들렌데르에 따르면, 게르첸과 도스토옙스키 모두 서구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역사적 

독자성(историческая самобытность)을 주장했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게르첸은 서구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우위를 유물론적 토대위에 세우려 

하였기에, 민중의 삶의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게르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전통적 토지소유방식인 옵쉬나(община)를 

이상화하면서도 이를 러시아 민중에 고유한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경제적, 정치적 변혁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은 기각하되 지배층과 민중을 

화해시키는 데 몰두한 도스토옙스키의 이상에 프리들렌데르는 ‘반동-유토피아적(реакционно-

утопический)’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한다. (Г.М. Фридлендер, Реализм Достоевского, 

Пушкинский дом, 1964, с.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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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계급적 이익의 수호자로 전락한 사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게르첸의 

주장은 도스토옙스키의 ‘부르주아 체험’의 주요 전제를 드러내기에 모자람이 

없다.  

 

Добыча досталась ему -- и Фигаро стал аристократом -- граф Фигаро-Альмавива, 

канцлер Фигаро, герцог Фигаро, пэр Фигаро. А религ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все нет; она 

была, если хотите, у их прадедов, у непреклонных и настойчивых горожан и легистов, 

но она потухла, когда миновала в ней историческ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уржуа это знают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б помочь горю, они выдумали себе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основанную на 

арифметике, на силе денег, на любви к порядку. Один лавочник рассказывал, что он во 

время барбесовского дела лишь только услышал, что что-то есть, взял свое ружье и 

целый день ходил возле дома. "Да с которой же стороны вы были?" -- спросил его один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О, я не мешаюсь в политику,-- отвечал он.-- Мне все равно, лишь 

бы обще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был сохранен; я защищал порядок".129  

전리품을 얻자마자 피가로는 귀족이 되었다. 피가로-알마비바 백작, 피가로 수상, 

피가로 공작, 피가로 상원의원. 그러나 사회적 종교는 여전히 없다.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피가로의 증조부들에게, 굴하지 않는 굳건한 시민들과 법률가들에게나 

있었으나, 역사적 필요가 사라지자마자 사회적 종교는 자취를 감추었다. 부르주아는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불행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수학, 돈의 힘, 질서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도덕을 발명했다. 한 가게 주인이 바르베 사건 무렵 그럴 일이 

있다고들 하기에 총을 들고 하루 종일 집 근처를 배회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이었소?”라고 물었고, 가게 

주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 저는 정치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저로서는 매한가지죠. 저는 질서를 수호했던 겁니다.” 

   

부르주아가 사랑하는 ‘질서’란 그가 기득권을 쥔 후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된 현상유지(status quo)를 가리킨다. 게르첸은 혁명의 열기가 식으면서 

‘질서’가 ‘사회적 종교’의 빈자리를 메웠다고 말한다. 새로운 부르주아적 

가치로서 게르첸이 강조한 ‘질서’를 도스토옙스키는 파리를 정의하는 

형용어구(эпитет)로 이어받는다. 따라서 ‘질서’는 그가 파리에 관해서 견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이제부터 파리의 제 현상과 맞닥뜨려 

                                           
129 А.И.Герцен, Сочинения в девяти томах, т.3,с.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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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야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5장 전반에 걸쳐 ‘질서’라는 단어를 눈에 띄게 반복하다 

‘나는 언제쯤 파리의 질서에 익숙해질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장을 끝맺는 등 

‘질서’라는 말을 고의로 낯설게 함으로써 ‘질서’가 부르주아편에 선 언어임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러시아 여행자로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의문시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할 적절한 언어를 찾아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

런던-파리로 이어지는 실제 여정을 유일하게 기록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만족과 확신을 풍기는 파리의 ‘질서’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런던의 역동적 

모습과 대조하여 밝히려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파리의 ‘질서’란 본래 

부르주아 문화의 본질이어야 할 무질서가 철저히 은폐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В Лондоне хоть и так же, на зато какие широкие, подавляющие картины! Даже 

наружно какая разница с Парижем. Этот день и ночь суетящийся и необъятный, как 

море, город, визг и вой машины, эти чугунки, проложенные поверх домов (а вскоре и 

под домами), эта смелость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и, этот кажущийся беспорядок, который в 

сущности есть буржуазный порядок в высочайшей степени,... (5:69)  

런던도 이와 유사하지만, 대신 그 광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폭넓고 

압도적인가! 외양만 보아도 파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우리는 밤낮으로 분주하고 

바다처럼 무한한 도시, 자동차의 비명과 포효, 집들 위로 놓은 철도 (곧 집 밑으로도 

놓일 것이다), 용맹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부르주아적 질서의 가장 순도 높은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외관상의 무질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질서’를 무질서의 은폐로 바꿔 부름으로써 개념을 한 꺼풀 벗겨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파리가 체현하고 있는 질서 자체가 그 은폐된 바를 드러내지 

않기에 도스토옙스키는 대신 은폐가 만들어내는 부르주아의 기질에 

주목하기로 한다. 6장 ‘부르주아 체험’의 가설로 선택된 ‘움츠러드는 

부르주아’는 그가 은폐에 기반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개개 부르주아의의 표상이다.   

  

Отчего же здесь всё это ежится, отчего всё это хочет разменяться на мелкую монет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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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есниться, стушеваться: <<нет меня, нет совсем на свет; я спрятался, прохо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мимо и не замечайте меня, сделайте вид, как будто вы меня не видите, 

проходите, проходите!>> (5:74) 

어째서 여기선 모든 것이 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어째서 이처럼 모든 것이 잔돈으로 

바뀌고 싶어하는지, 움츠러들고 없어지려 하는지 : <<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없습니다. 저는 숨었으니, 알아채지 마시고 부디 지나가주세요. 보지 못한 척 

하고 지나가주세요, 지나가주세요!>> 

 

그러나 위와 같은 부르주아의 특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논증은 6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부르주아의 두려움을 읽어낸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상처받은 

조국애’가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6장에서 유일하게 

그의 체험적 요소를 드러내는 에피소드로서 파리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산 

일이 소개된다. 점원의 우아한 태도에 대한 관찰과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상이 주를 이루는 이 일화는 금전의 축적을 위해 모든 질서와 미덕을 

마련하였으나 그로 인해 끊임없이 위축되고 불안을 느낀다는 부르주아의 

심상이 그 질서를 체현하는 부르주아의 태도 못지않게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내밀한 반응과 연루된 것임을 보여준다.130 게르첸과 도스토옙스키 모두 금전적 

축적의 위계에서 말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에게서 노골적인 배금주의를 

체감했던 사례를 전하고 있으나, 게르첸이 돈에 의해 왜소해진 인격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견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왜소해지는 경험’의 실제를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Француз-слуга, милый в своем отсутствии логики, хочет служить как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в прямом значении, у нас в слове <<человек>> заключается каламбур, но я говорю 

серьезно). Он не обманывает вас своею привязанностию, а с беззаботной 

откров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 что он бы вас покинул завтра; у него до того душа суха и 

полна эгоизма,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предаться с любовью незнакомому человеку франков 

за пятьдесят в месяц. Здешние слуги расторопны до невероятности и учтивы, как 

                                           
130  도스토옙스키는 파리의 ‘고귀한’ 점원을 상대로 구매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당신들’의 

경험으로 치환하고 있지만, 감정의 세세한 묘사를 보자면 그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아낌없이 풀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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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кизы;131  

논리가 없다는 점에서 사랑스럽기까지한 프랑스 하인들은 인간으로서 일하고 

싶어한다(러시아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익살을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며, 나 또한 진지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신에 대해 

거짓 의무감을 연출하지 않으며, 거리낌없는 솔직함으로 내일이라도 당신을 저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영혼은 그만큼 메마르고 이기심으로 가득차서 모르는 

사람에게 한 달에 50프랑 남짓으로 사랑을 담아 전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곳 

하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약삭빠르고 후작처럼 예의가 바르다.  

    

Он в одну минуту забросал для вас весь прилавок, и как подумаешь тут же, сколько 

ему, бедненькому, придется после вас опять завертывать, ему, Градисону, Алкивиаду, 

Монморанси, да еще после кого? после вас, имевшего дерзость с вашей незавидной 

наружностью, с вашими пороками и недостатками, с вашими отвратительными десять 

франками прийти беспокоить такого маркиза, - как подумаешь всё это, то поневоле 

мигом, тут же за прилавком, начинаешь в высочайшей степени презирать себя.... Придя 

домой, вы ужасно удивляетесь, что хотели истратить только десять франков, а  

истратили сто.  (5:77)  

그는 한 순간 가게 전체를 뒤집어 당신 앞에 펼쳐놓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그가, 그 가여운 점원이, 그랜디슨이, 알키비아데스가, 몽모랑시가 당신이 간 후에 

그것들을 도로 싸넣을려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그게 또 누구 때문인가? 그러니까 볼품없는 외양과 이런저런 부덕과 결함을 

가진데다 혐오스런 10프랑 따위를 들고 후작에게 수고를 끼치러온 당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순간 곧 판매대 앞에 서서 자신을 

극도록 경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당신은 10프랑만 쓰려 했으나 

100프랑을 써버린 사실에 경악하고 만다. 

 

부르주아 구성원의 과장된 품위를 반어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해 

‘후작(маркиз)’이라는 수식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게르첸과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만연한 

부르주아적 허영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을 대하는 점원의 태도가 

고귀한 만큼 돈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경멸해야 했다는 고백은 점원의 

어울리지 않는 품위에 대한 반어적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는 

                                           
131 А.И. Герцен, Сочинения в девяти томах, т.3,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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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의 희생에 비례하여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어 괴로워해야 했던 

심리를 부르주아 문화에서 받은 ‘왜소함’이라는 인상에 대응시킴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빚어낸 이미지를 비판의 주요 근거로 전환시킨다.  

 부르주아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이처럼 모호한 대표성을 지니는 것들이다. 본고의 2-2에서 

논의했듯이, 펠리에톤이 시도하는 전형화는 뚜렷한 대표성을 지향하는 

저널리즘 담론과 달리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망설임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경우에 가까웠다. 따라서 개인적 체험을 원천으로 하면서도 과장과 

비유를 통해 문학적으로 가공된 위 일화에서 독자는 부분과 전체를 연결하는 

펠리에톤의 무책임한 논리와 마주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 

논리의 존재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까지 글 내부에서 밝힘으로써 

펠리에톤적 주관성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132  

 

 Ну, а насчет 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я не хочу с вами спорить. Даже вся нация то состоит 

ведь из одних только 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е правда ли? (5:85)  

 개개 경우들에 대해 당신들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심지어 민족 전체라는 것도 

오로지 개개 경우들로써 구성되지 않는가, 안 그런가?   

  

 개별 사례들을 전체의 그림으로 재구성해내는 주관적 역량은 이 여행기의 

마지막 8장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8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프랑스 

멜로드라마를 통해서 부르주아 질서의 총체적인 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 

                                           
132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시선에 임의로 포착된 사실들에 갖는 신뢰를 바탕으로 여행기를 

구성하게 되리라는 계획은 그가 파리에 머물며 스트라호프(Н.Н,Страхов)에게 보낸 

편지(1862년 7월 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자네는 내가 고작 열흘 파리에 머물러놓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우스울걸세. 

그 점 나도 동의하네만, 첫째, 이 열흘간 내가 본 것은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둘째,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에 반시간이면 충분한 사실들이 있지. 단지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의 면모를 나타내는 사실들이기 때문이지.  

   Вы, может быть, посмеетесь, что я так сужу, всего еще только десять дней пробыв в Париже. 

Согласен ; но 1) -то, что я видел в эти десять дней, подтверждает покаместь мою мысль, а во-

2-х) есть некоторые факты, которых заметить и поня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лчаса, но которые ясно 

обозначают целые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именно тем, что эти факты возможны, 

существуют.“ (2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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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문학 장르를 지표로 특정 사회계층을 파악하려는 전략에는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한다. 먼저 펠리에톤이 당대에 새롭게 선보이거나 이목을 끄는 

문학작품 및 공연을 주요한 소식으로 전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부르주아가 즐겨 관람하는 멜로드라마를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리고 있다. 두 번째로, 도스토옙스키는 대지주의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멜로드라마를 파리 부르주아 문화의 유기적 산물로 규정한다. 즉 부르주아 

문화의 본질은 파리 이외의 토양(почва)에서는 자라날 수 없는 멜로드라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멜로드라마 고찰은 위 두 

가지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키이코(Кийко)의 주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체르니솁스키(Н.Чернышевский), 셰드린, 비비코프(П.Бибиков) 등의 

동시대 비평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경우와 유사한 멜로드라마 해석이 발견된다. 

그러나 위 비평들이 모두 특정 극작가와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도스토옙스키는 멜로드라마의 반복되는 플롯을 임의로 추출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 도스토옙스키가 상연되는 멜로드라마의 정보를 취합하는 대신 이미 

주어진 동시대 비평에 살붙임을 하여 8장을 썼으리라는 추측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째 전제의 경우, 프랑스 부르주아와 멜로드라마의 

필연적 조합을 논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대지주의 철학을 적용하는 듯 

보이지만 도리어 그 둘의 인위적 공모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대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멜로드라마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문된 예술이라는 것이 8장의 요지이기 때문이다.133  

 움츠러드는 부르주아에 관한 도스토옙스키의 체험이 점차 러시아에도 이식될 

고귀한 금전 숭상의 문화와 그에 따른 러시아인의 본성을 논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면, 프랑스 멜로드라마에 대한 관심 또한 그것이 동시대 

러시아극장의 주요 상연목록으로서 대중에게 수용되고 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수도 페테르부르그에 위치한 황실 미하일로프스키 

                                           
133  마이너(Minor)에 따르면, 극작가들은 부르주아가 힘들게 번 돈을 지불하여 즐거움을 

얻고자하는 사정을 극작에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강렬한 감정, 급격한 대조, 눈물과 

웃음의 뒤섞임, 그리고 엄격한 도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청중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Lucian W.Minor, French melodrama: That literary social 

climber,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10(4), 1977, p.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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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Михайлосвкий театр)은 파리의 코메디 프랑세즈를 방불케 하며 다양한 

프랑스극의 상연으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파리 인상기의 일부로 쓰인 

도스토옙스키의 연극 비평의 특수성을 위에서 언급한 동시대 필자들의 논평과 

비교하여 밝히기 이전에 이 시기 프랑스 멜로드라마가 오늘날 연극사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브룩스(Brooks)에 따르면, 프랑스 멜로드라마는 1830년대 후반부터 소위 

데카당스의 조짐을 나타낸다. 고전극의 우주적 야망은 사회 “문제극(problem 

play)”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되어 갔고, 초월적 힘들 사이의 투쟁 대신 

부르주아 도덕을 웅변하는 장으로서 “가정적(domestic)” 멜로드라마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1854년 1월 체르니솁스키가 『동시대인』에 리뷰를 실었던 

『가브리엘(Gabrielle)』의 작가 에밀 오지에(Emile Augier)와, 1862년 2월 

비비코프가 『시대』에서 다룬 『정다운 친구들(Nos intimes)』의 작가 빅토리안 

사르두(Victorien Sardou)가 바로 이 멜로드라마 작가 세대에 들어간다. 134 

따라서 부르주아의 이해에 종속된 이후로 멜로드라마가 동일한 교훈을 

양산하는 장르가 되었다는 도스토옙스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멜로드라마의 한 경향에 관한 보편적 평가와 일치한다.  

 

Без мелодрамы парижанин прожить не может. Мелодрама не умрет, покамест жив 

буржуа. Любопытно, что даже самый водевиль теперь перерождается. Он хоть и всё 

еще весел и уморительно смешон по-прежнему, но теперь уже сильно начинает 

примешиваться к нему другой элемент - нравоучение. Буржуа чрезвычайно любит и 

считает теперь священнейшим и необходимейшим делом читать при всяком удобном 

случае себе и своей мабишь наставления. (5:96)  

파리 시민들은 멜로드라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부르주아가 살아있는 한 

멜로드라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보드빌조차 오늘날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드빌은 여전히 즐겁고 전처럼 배꼽 잡게 웃기지만 

이제는 다른 요소가 강하게 섞여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교훈이다. 부르주아는 

                                           
134 Peter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88. ; 에밀 

오지에의 『가브리엘』은 1849년도에 발표된 작품으로 체르니솁스키는 1853년도에 

미하일로프스키 극장에서 이 극을 관람했으며, 비비코프의 비평은 1861년도에 발표된 

『정다운 친구들』의 극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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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한 때를 노려 자기 자신과 마비쉬에게 교훈을 읊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프랑스 멜로드라마가 부르주아 도덕을 구현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한층 분방하고도 신랄한 평을 선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지에의 『가브리엘』과 사르두의 『정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체르니솁스키와 비비코프의 비평은 멜로드라마가 

추구하는 부르주아 교훈이 극의 예술성을 어떻게 저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비평은 가정을 수호하려는 부르주아 가장의 승리를 증명하도록 

플롯이 견인되면서 아내의 ‘일탈’이 순전히 그와 같은 극의 필요성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작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앉은 

교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내의 부정의 계기나 처벌과 관련된 예술적 

개연성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тема ее довольно избитая : оставляя жену скучать, муж рискует очень многим, и если 

не хочет потерять ее любви, должен заниматься не одними своими делами, а уделять и 

для жены несколько свободных минут. Развязка во всегдашнем вкусе и комедий и 

водевилей: возвращение заблуждавшихся на прямой путь и торжество всего хорошего. 

Ни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и удачно очерченных лиц мы не могли найти в 

<<Габриэли>>. Ясно, что Ожье хотел представить Габриэль женщиною, достойною 

любви такого превосх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как Жюльен, муж ее; ясно, что он хотел 

представить ее заслуживающею нашего уважения, нашей симпатии.135  

극의 테마는 매우 진부하다. 아내를 권태롭게 내버려두는 남편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되며, 그녀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업무 외에도 아내에게 

얼마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말은 희극과 보드빌에서 늘 

반복되는 취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탕아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모든 좋은 것이 

승리를 거둔다. 우리는 『가브리엘』에서 극적인 발전도, 성공적으로 묘사된 인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지에가 가브리엘을 그녀의 남편 줄리앙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135  Н.Г.Чернышевский Н. Г. <Из № 1 „Современника“>. Габриэль. Ком. Э. Ожье // Н.Г. 

Черныш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5 т., М. : Гослитиздат, 1949. Т. 2. С. 368.  

http://www.ngchernyshevsky.ru/texts/books/15-2/1854-Bibliography/1-

Sovremennik/Gabriel_Augier/4364-pdf/) 

http://www.ngchernyshevsky.ru/texts/books/15-2/1854-Bibliography/1-Sovremennik/Gabriel_Augier/4364-pdf/
http://www.ngchernyshevsky.ru/texts/books/15-2/1854-Bibliography/1-Sovremennik/Gabriel_Augier/43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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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로 제시하고자 했음을 모를 수 없다. 오지에가 

가브리엘을 우리의 존경, 우리의 호감에 값하는 여자로 그리려 했음이 분명하다.  

 

На этой почвѣ и спору быть не можетъ. Какъ! женщина ради чувственнаго влечен iя 

играетъ семейнымъ благополучiемъ, счастiемъ мужа, его спокойствiемъ и честью! Да 

какая же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проститъ, оправдаетъ преобладанiе животныхъ инстинктовъ 

въ существѣ, одаренномъ разумомъ и свободной волей? Теперь смѣло можно 

вооружиться мѣщанской нравственностью, съ полною надеждою на успѣхъ и побѣду. 

Какой же человѣкъ рѣшится покрыть свою голову позоромъ и принять на себя защиту 

чувственной склонности?136 

이러한 바탕에서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감히! 여자가 감정적 쾌락을 위해 가정의 

안녕을, 남편의 행복을, 그의 평안과 명예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이성과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에게 동물적 본능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어떤 

도덕으로 용서하고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성공과 승리를 향한 완전한 

희망을 갖고 소시민적 도덕으로 당차게 무장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의 머리에 

수치를 덮어쓰면까지 감정적 이끌림에 손을 들어주고자 하겠는가?  

 

 체르니솁스키와 비비코프에 따르면 아내를 가정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여자로 묘사하는 『가브리엘』이나, 완벽한 우연의 힘으로 아내가 

정부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정다운 친구들』 모두 

부르주아의 승리를 담보하려는 작가의 고투로 가득하다. 이때 두 비평가는 

비단 극중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부르주아적 질서가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과정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부르주아의 

타산적인 결혼문화와 멜로드라마 사이의 완전한 합치를 읽어내는 

도스토옙스키의 독법과 확연히 구별된다. 부르주아 세계에 대한 일체의 

나이브한 시선을 물리치듯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편의상 구스타프(Гюстав)라 

부르는 정부(情夫)의 존재가 부부 사이의 암묵적 동의하에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스토옙스키가 멜로드라마의 패턴을 재구성하면서 유일하게 심정적 

                                           
136  П.А.Бибиков, Какъ рѢшаются нравственные вопросы французской драмой (Nos Intimes, 

ко м е д i я г. С а р д у) 

  (http://az.lib.ru/b/bibikow_p_a/text_0030oldorfo.shtml), Время, 1862 No.2, Крит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с.117.  

http://az.lib.ru/b/bibikow_p_a/text_0030oldorfo.shtml


123 

 

공감을 나타내는 유형이 바로 이 구스타프인데, 부르주아 가정의 테두리 

바깥에 있던 구스타프는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냄과 동시에 거액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됨으로써 또 다른 부르주아 가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게르첸의 표현을 빌자면, ‘법의 바깥(вне законе)’에 있던 

구스타프가 ‘입법자(законодатель)’가 되는 과정 137 , 즉 구스타프가 부르주아 

세계에 포섭되는 구조가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멜로드라마의 핵심인 것이다.  

 구스타프를 중심으로 부르주아 질서의 승리를 재해석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아내의 감정적 변화가 부르주아 세계에 가하는 균열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그는 사랑이 아닌 금전을 토대로 성립된 결혼에서 아내의 

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주아 세계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체르니솁스키나 비비코프와 달리 그녀를 극중 희생양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이는 파리 부르주아 문화의 체험을 토대로 도스토옙스키가 기존의 

멜로드라마 경향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멜로드라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유럽적 유럽’의 척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엄밀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스토옙스키의 

서술의 초점은 유럽 자체보다도 러시아가 지향해왔던 ‘유럽화’의 기준을 

수정하는 데 있다. 부르주아 아내가 정부를 갖는 것을 무슨 수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단지 그녀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잘 

속여주기만을 바라게 된다고 말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40년대 러시아 

이상주의자들의 귀감이 되었던 조르주 상드의 사상과 60년대, 즉 동시대 

러시아에 유행하고 있던 젊은 급진주의자의 생각에 대한 패러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Наконец, так как брак большею частью есть бракосочетание капиталов и о взаимной 

склонности заботятся очень немного, то и брибри не прочь заглянуть куда-нибудь от 

своей мабишь на сторону. А потому всего лучше не мешать друг другу. .... Долгой 

опекой довели до того мабишь, что она не ропщет и не мечтает, как в иных варварских 

и смешных землях, учиться, например,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заседать в клубах и 

депутатах. Она лучше хочет оставаться в тепершнем воздушном и, так сказать, 

                                           
137 А.И.Герцен, Сочинения в девяти томах, т.3,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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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нареечном состоянии. (5:91-5:92)  

 결국, 대부분의 결혼은 자본의 결합이며 서로의 이끌림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브리브리는 마비시에게 등을 돌려 어디 딴 곳을 바라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 오랜 

후견으로 마비시는 불평도 잊어버리고 야만적이고 우스운 어떤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거나 클럽 및 대의원 활동을 하려는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과 같은 푹신한 상태, 말하자면 카나리아와 같은 처지를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파페르노(Paperno)에 따르면, 조르주 상드의 소설 『자크(Jacques)』(1834)가 

벨린스키와 게르첸을 주축으로 하는 1840년대 러시아의 이상주의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소설이 웅변하는 원칙인 ‘마음의 

자유(freedom of the heart)’에 따라 아내에게 정부를 둘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가 하나의 문학적, 이데올로기적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 『자크』에서 남자 

주인공은 아내의 ‘마음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자살이라는 고귀한 

희생을 택한다. 138  40년대 이상주의자의 기억을 간직한 도스토옙스키는 

1862년에 처음 유럽을 방문하였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부르주아의 결혼 

문화를 언급하며 그가 조르주 상드의 소설을 통해 이해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마음의 자유’가 존재함을 한껏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르주 

상드의 여성해방이념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체르니솁스키와 같이 60년대에 

이르러서도 40년대의 이상을 지속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급진화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반감을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프랑스 멜로드라마 속 아내의 일탈에 진보적 가치를 부여할지 

모를 60년대 급진주의자들의 관점을 반박하듯 한눈을 파는 ‘마비시’들은 높은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참여를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카나리아’들임을 

명시한다. 139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여분의 장에서 비판했던 온실 속 

                                           
138 Irina Paperno, Chernyshevsky and the Age of Realism : A Study in the Semiotics of Behavio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120. 
139  도스토옙스키는 심지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상대를 찾는 아내의 선택이 

그녀의 신념 및 높은 의식 수준과 관련된 경우일지라도 남편이 그러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가를 추후 자신의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밝힌다. 

코간(Коган)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젊은 급진주의자 레베쟈트니코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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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라는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며, 당대 러시아 현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럽적 유럽’의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메모』가 여행기의 형식을 빌려 러시아와 

유럽에 관한 사유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적 유럽과 유럽적 유럽이라는 범주는 여행의 흐로노토프 차원에서 

러시아를 출발하여 유럽에 이르는 여정을 반영한 것이지만,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고찰해 온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다양한 감정적 스펙트럼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한 구성이기도 하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결코 유럽화에 

종속될 수 없다는 대지주의와 유럽을 비판함으로써만 지켜낼 수 있는 

‘상처받은 조국애’가 어떻게 자신의 내부에 공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의 주관이 중시되는 펠리에톤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 여행기가 유럽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보다 풍부한 해석에 다다를 수 있다.  

 

  

 

 

 

 

 

 

 

                                                                                                        

통해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공개된 체르니솁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 의 남자주인공인 로푸호프의 생각을 패러디한다. Г.Ф.Коган (7:390) 베라가 새로운 

연인 키르사노프를 택하면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지 않고 그를 가엾게 여기는 일은 도리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 로푸호프의 말을 두고, 레베쟈트니코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틀어 해석한다. “친구여, 지금까지는 내가 그대를 사랑한데 불과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뜻을 거스를 줄도 아는 그대를 존경하겠소! Друг мой, до сих пор я только 

любил тебя, теперь же я тебя уважаю, потому что ты сумела протествовать!”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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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펠리에톤에서 공명의 시학으로 : 『작가일기』를 중심으로  

 

1860년대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저널리즘 활동은 작가 개인을 위한 순수하고 

독립적인 공간의 추구로 나타난다. 도스토옙스키는 메셰르스키(Мещерский) 

발행의 주간 사회문화 신문인 『시민(Гражданин)』에서 고정란(рубрика)의 

형태로 작가일기의 첫 연재를 시도한다. 1873년 한 해 동안 『시민』에 마련된 

「작가일기」란에 도스토옙스키는 매월 ‘펠리에톤적 기사(фельетонная статья)’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모노저널(моножурнал)’로서 익히 알고 

있는 작가일기는 1876년 이후의 글을 가리킨다. 1876년 1월에 비로소 문단의 

어떠한 유파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잡지로서 작가일기가 발행되기 시작한다. 

1876년에서 77년까지 연속 간행된 『작가일기』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집필을 위해 잠시 중단된다. 이후 『작가일기』는 1880년 8월 푸시킨 동상 

제막식에 맞춰 한 차례 발행되었으며, 이듬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작가의 

사망에 따라 1881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이 장에서는 1876-77년 

『작가일기』를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적 글쓰기가 하나의 시학으로 

발전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1876년 1월 11일 솔로비요프(Вл.Соловьев)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작가일기』의 펠리에톤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не какие-нибудь строгие этюды или отчеты, а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горячих 

слов и указаний... Затем о слышаном и прочитнном. - всё или кое-что, поразившее 

меня лично за месяц. Без сомнения,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будет похож на фельетон, 

но с тою разницею, что фельетон за месяц естественно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хож на 

фельетон за неделю... Тут отчет о событии, не столько как о новости, сколько о том, 

что из него (из события) останется нам более постоянного, более связанного с общей, с 

цельной идеей. Наконец. я вовсе не хочу связывать себя даванием отчета... Я не 

летописец; это, напротив, совершенный дневник в полном смысле слова, то есть отчет 

о том, что наиболее меня занитересовало лично, - тут даже каприз. (29-2 : 72 – 29-2 : 

73)  

물론 이것은 딱딱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아니며, 단지 격앙된 몇 마디 말이자 지침일 

뿐이네... 그것도 보고 들은 것 중에서 한달동안 내게 개인적으로 놀라움을 안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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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한해서이지. 의심할 바 없이 『작가일기』는 펠리에톤과 흡사할 걸세. 월간 

펠리에톤이 주간 펠리에톤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사건들에 대한 보고라도 

그것을 소식으로 다루기보다,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좀 더 영속적이고 공동의, 

전체의 사상과 더 관련된 부분을 끌어내고자 하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보고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네. 나는 연대기 작가가 아니잖은가 ; 반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일기로서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흥미를 유발한 사안들에 대한 

보고가 될 걸세. - 변덕이 없으란 법이 없지.  

 

도스토옙스키는 보고 들은 최근의 일들을 소재로 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작가일기』를 펠리에톤으로 분류하지만, 일기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주관적 

기준으로 모든 소식을 선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펠리에톤이 이미 저자의 

주관과 개성에 따라 소식을 제공하는 장르임에도 잡지의 정체성을 일기로 

규정해야 할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작가일기라는 형식을 

기점으로 도스토옙스키 평론의 ‘주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주목한 

로젠블륨(Розенблюм)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로젠블륨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1860년대 평론에서 작가가 1인칭으로 말하는 방식(авторское 

<<я>>)과 ‘우리’로 말하는 방식(авторское <<мы>>)이 공존하지만 두 서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1873년 「작가일기」에 이르러서야 

도스토옙스키는 평론가로서의 입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전적 사실들에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로젠블륨은 그간의 삶의 경험과 문학적 성과가 작가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부여했으리라 본다. 따라서 그 

이전의 평론에 나타났던 모든 일인칭 서술자는 어느 정도 도스토옙스키의 펜 

아래에서 양식화를 거친 존재이며, 크고 작은 개인사를 지닌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저자 형상은 70년대 작가일기에 와서야 나타난다는 것이다.140  

 반면, 포킨(Фокин)은 작가의 ‘나’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일기’의 형식이 

진솔함을 연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일기에 붙은 ‘작가’라는 

수식어를 도스토예스키가 유일하게 허용한 조건성(условность)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작가의 일기’와 ‘도스토옙스키의 일기’사이에는 

                                           
140 Л.М.Розенблюм, Творческие дневн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 1981, 

с.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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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와 의미의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기’의 ‘사실임직함’을 

자전적 측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41  유사한 맥락에서 모슨은 

『작가일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diarist라 부를 수 있는 허구 작가(fictive 

author)로서, 이 ‘작가’는 곧 도스토옙스키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142  바세나(Vassena)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일기’를 쓰겠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예고를 그가 독자대중과 체결한 규약(contract)으로 이해한다. 

공중을 위한 일기에 적히는 개인의 기억과 고백이 ‘미적 논리(aesthetic 

logic)’에 불가피하게 종속될 것임을 도스토옙스키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43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일기의 주체를 실제 작가와 가상의 작가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작가일기』라는 텍스트의 예술적 기획을 

이해하는 일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세나가 말하는 ‘미적 논리’를 꼭 

작가의 자전적 요소나 그가 보고 들은 사실들이 변형되는 원리에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날 것 그대로 확보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의 동시대 독자들뿐 아니라 『작가일기』를 

접하게 될 그의 모든 독자들에게 유효한 ‘미적 논리’란 텍스트 자체에 구현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고딘(Gordin)이 

『작가일기』의 평론 방식을 ‘공명(共鳴)의 수사학(Rhetoric of Resonances)’이라 

일컬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딘은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에서 

‘심령론(spiritualism)’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 발언을 고찰한 후, 작가의 

메시지는 텍스트 사이의 공명에 있다고 말한다.   

  

 공명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메시지를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가 

『작가일기』에서 보여준 것은 반계몽적 반과학주의, 종교적 광신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행동 윤리를 저널리즘에 구현하려는 시도였으며, 비이성적인 설득 

                                           
141  П.Е.Фокин, «Новая, своеобразная и прекрасная форма литера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1876–1877 годов Достоевского и «Опавшие листья» В.В. Розанова),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15, 2000, с.202. 
142 G.S.Morson, p.58-63. 
143 Raffaella Vassena, The Jewish Question in the Genre System of Dostoevskii's "Diary of a Writer" 

and the Problem of the Authorial Image, Slavic Review, Vol. 65, No. 1 (Spring, 2006),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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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한 것은 멘델레예프의 합리주의와 악사코프의 신비주의 사이에서 러시아 

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44

  

 

고딘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심령론에 관한 다양한 입장의 글을 

『작가일기』의 여러 호에 게재함으로써 이 텍스트들 간에 상호 조명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 고딘은 『작가일기』의 텍스트 구성 원리를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다성악적 구조와 견주면서도 ‘공명’이라는 개념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텍스트들 사이에 맺어지는 비자발적 관계를 가리키는 데에 매우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슈가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발행되는 저널과 

하나의 구상을 기반으로 설계되는 소설이 그 다성악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다양한 이념들 사이의 능동적 

대화를 보여준다면, 『작가일기』의 경우 일정한 화두 또는 사건을 여러 호에 

걸쳐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논의의 대화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도스토옙스키가 

동일한 이슈를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이슈를 남김없이 다루는 

것이며, 그의 소설 속 인물의 표현을 빌자면 그 이슈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исчерпать)’이다. 145  본고의 3-1에서 살펴보았던 펠리에톤의 ‘По поводу’ 

형식은 『작가일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슈를 남김 없는 소진하는 유용한 

틀이 된다. 1876년  『작가일기』 5월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진’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44 Michael D. Gordin, Loose and Baggy Spirits : Reading Dostoevskii and Mendeleev, Slavic Review, 

Vol.60, No.4, (Winter, 2001), p.772.  
145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폴리트 검사는 자신의 논고 중 사건개요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신호’와 관련하여 이폴리트 키릴로비치는 잠시 논고를 멈추고 

스메르쟈코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스메르쟈코프에게 불리한 이 삽화를 

남김없이 파헤침으로써 스메르쟈코프가 살인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Здесь по поводу << знаков>> Ипполит Кириллович оставил на время свое 

обвинение и нашел необходимым распространиться о Смердякове, с тем чтоб уж совершенно 

исчерпать вест этот вводный эпизод о подозрении Смердякова в убийстве и покончить с этою 

мыслию  раз навсегда. 15: 135).” : 우샤코프(Ушаков)사전에 따르면, исчерпат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을) 끝까지 소비하다. 2. (일정을) 끝까지 완수하다. 끝까지 밀어붙이다. 

3. (문제, 사건에) 종지부를 찍다.  

   (http://dic.academic.ru/dic.nsf/ushakov/828422 검색일 : 2016.5.4 )   

http://dic.academic.ru/dic.nsf/ushakov/8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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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 по поводу этого <<дела>> все-таки стоило бы хоть одно словцо, хотя бы даже и 

поздно. Ибо ничто не прекращается, а потому ничто и не поздно; всякое дело, 

напротив,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обновляется, хотя бы и минуло в своей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23:6)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몇 마디 할 필요는 있다. 아니 실은 그 

무엇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으며, 따라서 늦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모든 

일은 지속되고 또 새로운 면모를 띤다. 한 차례 국면을 거쳤을지언정.   

 

 어떤 사안이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반복해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의 서문에서 어림잡고 있는 자신의 신념과 긴밀히 

연관된다. 『시대』를 창간하던 무렵과 마찬가지로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일기』는 

특정 이념의 표방과 거리를 둔다. 대신 1870년대 후반의 도스토옙스키는 당대 

한 경향인 ‘자유주의(либерализм)’에 대한 반감을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  

  

 либерализм наш, казалось бы, принадлежит к разряду успокоенных либерализмов; 

успокоенных и успокоившихся, что, по-моему, очень уж скверно, ибо квиетизм всего 

меньше, кажется, мог ладить с либерализмом.(22:7) 

우리의 자유주의는 평온한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상황에 

의해) 평온에 처해진 자들과 자체적으로 평온을 향하는 자들로 이뤄져있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이건 매우 추악한 일이다. 정적주의와 자유주의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주의답지 않은 속성인 ‘평온함’에 초점을 맞추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비판하려는 자유주의가 결국 변질된 자유주의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에서 장을 세밀하게 나누며 이슈를 반복, 변주하는 

구성은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그러한 신념의 실천 과정으로서 특정 제도 및 개혁이 결코 ‘평온함’ 속에서 

이뤄질 수 없음을 보이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평온한 

자유주의’로 분류하는 동시대의 사실들이 『작가일기』에서 어떻게 남김 없는 

‘소진’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반박은 예술텍스트를 생산하는 데에서 절정을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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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이처럼 보고 들은 사실에 관한 텍스트와 예술텍스트가 만들어내는 

‘공명’의 메시지가 각 이슈별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146  

 

 

 4-1. 태초의 기억과 일화의 완성   

 

도스토옙스키는 1876년 『작가일기』 1월호에서 「그리스도의 트리에 초대된 

아이」라는 첫 번째 픽션을 선보인다. 1월호는 총 3장과 각 장에 딸린 

소장(главк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는 2-2장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이후에 살펴볼 「온순한 여자」와 「우스운 인간의 꿈」에서와 달리 

「그리스도의 트리에 초대된 아이」의 경우 다른 텍스트들, 즉 2장 전체와 

유기적으로 맺는 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2장의 구성을 살펴보자.  

 

 Глава вторая 

  I. Мальчик с ручкой  

  II. Мальчик у Христа на елке 

  III. Колония малолетн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Мрачные особи людей. Переделка порочных 

душ в непорочные. Средства к тому, признаные наилучшими. Маленькие и дерзкие 

друзья человечества. (22:405) 

                                                                

  2장  

 2-1. 동냥하는 소년  

 2-2. 그리스도의 트리에 초대된 아이 

 2-3. 어린 범죄자들의 교화소. 지체 높은 암담한 분들.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는 

교정. 최선으로 간주되는 교정 수단들. 인류의 작고 파렴치한 친구들.  

 

                                           
146 볼긴(Волгин)은 일찍이 『작가일기』의 시학에 주목을 요한 연구자로서, 『작가일기』의 평론적 

면모가 예술적 구조의 일부로서 구현된다고 말한 바 있다. 평론적 성격의 텍스트들이 일기 

전체의 예술적 컨텍스트 속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1876년 『작가일기』 1월호의 1-

1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작가일기』의 사상이 예술적 총체성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모든 장에 걸쳐 규명해야 함을 향후의 과제로 남겼다. И.Л.Волгин,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 

текст и контекст,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3, 1978, с.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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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의 구성을 통해 아이들이라는 공통 테마가 세 텍스트를 관통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1장과 2-2장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적 배경을 공유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1-3장에서 소개되는 ‘트리’ 축제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도스토옙스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술가 클럽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트리(елка)’ 축제가 한창이지만, 이 소식을 전하길 회피한다. 그는 

이 축제를 비롯하여 현재 러시아의 모든 어린이 교육이 그들을 삶과의 직접적 

대면으로부터 보호하듯 피상적이고 안락함 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Жаль еще тоже, что детям теперь так всё облегчают - не только всякое изучение, 

всякое приобретение знаний, но даже игру и игрушки. Чуть только ребенок станет 

лепетать первые слова, и уже тотчас же начинают его облегчать. Вся педагогика ушла 

теперь в заботу об облегчении. Иногда облегчение вовсе не есть развитие, а, даже 

напроти, есть отупление. (22:9)  

오늘날 모든 것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연구, 지식의 습득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장난감을 얻는 일마저 예외가 아닌 것이다. 

아이가 첫 마디를 떼자마자 즉시 그를 안락하게 하는 일이 시작된다. 오늘날 모든 

교육이 어떻게 이 안락함을 달성한 것인가 하나만을 고심하고 있다. 종종 이 

안락함은 결코 발전이 아니며, 심지어 둔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2장은 ‘트리’ 축제에 대한 소식을 자신의 개인적 관찰 및 허구로 

대체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2-1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성탄 전야의 거리에서 

만난 동냥하는 소년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는다. 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구걸중인 소년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축제의 세계 이면을 환기하지만, 관찰 

대상을 익숙한 풍경의 일부가 아닌 사건의 측면에서 묘사한다. 그는 소년의 

구걸하는 투가 익숙치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일(профессия)’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함으로써, 아이들이 가난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관찰의 보다 중요한 계기였음을 알린다. 147  이후 소년에 대한 

                                           
147  1873년 7월 16일 『시민』의 ‘작가일기’란에 실린 「작은 그림들(маленькие картинки)」 

3절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주말의 페테르부르그 거리에서 만난 낯선 부류에 관심을 

빼앗긴다. 주말이 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술에 취한 노동자들과 달리, 역시 주말에 

휴식차 산보를 하러 나왔으나 우울한 분위기를 벗지 못하는 한 과묵한 노동자 부자(夫子)가 

도스토옙스키의 상념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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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은 같은 운명에 처한 무수한 아이들의 생애에 대한 상상으로 전환된다. 

아이들은 지하에 머물며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해 온 직공을 따라 공장에 

취직하게 되지만, 그러한 수순을 밟기도 전에 도둑질을 제 2의 천성으로 익혀 

추위와 굶주림도 마다하지 않고 거리의 자유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소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자면, 2-2장와 2-3장은 각각 이 소년에게 찾아오는 

미래의 수를 나타낸다. 반면, 텍스트는 2-3장, 2-1장, 2-2장의 순서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1장속 ‘도둑질과 거리의 자유’에 대한 대목이 2-

3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교화소의 한 위원으로부터 들은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 Вы не поверите, какими сюда являются дикими иные из них, - сказал мне П.А-ч:  - 

ничего иной не знает ни о себе, ни о социальном своем положении. Он бордяжил 

почти бессознательно и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он знает на свете и что он мог осмыслить, - 

это его свобода, свобода бродяжить, умирать с холоду и с голоду, но только бродяжить. 

Здесь есть один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лет десяти, не больше, и он до сих пор никак, ни 

за что не может пробыть, чтобы не украсть. Он ворует даже безо всякой цели и 

выгоды, единственно чтобы украсть, машинально. (22:19)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 P씨가 나에게 

말했다. -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사회적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이 아이는 아무런 의식 없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자유였답니다. 떠돌 수 있는 자신의 자유요. 추위와 

                                                                                                        

  “Я недавно с большим удивлением открыл, что есть в Петербурге мужики, мещане и 

мастеровые совершенно трезвые, совсем ничего не <<употребляющие>> даже и по 

воскресениям ; и не это собственно меня удивило, а то, что их совершенно, кажется, больше, 

чем я предполагал до сих пор. Ну вот на этих-то мне смотреть еще грустнее, чем на пьяных 

гуляк, и не то чтоб от сострадания к ним; вовсе нет и причны им сострадать; а так приходит в 

голову всё какая-то странная мысль... (21:109-21:110)    

   나는 얼마 전 페테르부르그에 일요일에도 완전히 술에 취하지 않고, 무엇에도 탐닉하지 

않는 농민, 상인, 직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게다가 그뿐이 아니라, 이들의 

수가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데 취한 산보객들보다 

이들을 보는 것이 더 슬프다. 연민 때문이 아니며, 연민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다. 그저 

머릿속에 계속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뿐이다. ; 홀란드에 따르면, 이 장면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농노해방 이후 대지와 유리된 노동자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즉, 

도스토옙스키는 관찰 대상의 범상치 않은 세부를 지목하여 그것에 내포된 사회적 징후를 

암시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K. Holland, 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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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굶어죽더라도 그저 떠돌 수 있는 자유를요. 기껏 열 살 가량 된 소년 

하나는 여전히 훔치지 않고는 무슨 수를 써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이득도 없이 단지 훔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죠.  

 

2-3장의 제목에 집약되어 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이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교화소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거리를 배회하며 훔칠 자유’ 만을 

갈구하던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교화소 위원의 발언을 

도스토옙스키는 2-1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2-1장을 끝내며 소년들에 대해 이처럼 믿기 힘든 사실들이 전해지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2-2장에서 소설가로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이자 목표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허구로서 전달되어도 무방하지만, 이야기는 결국 그것이 사실임을 각인시키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의 2-2장에서 리하쵸프의 논의를 토대로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소설에 적용하여 본 펠리에톤 구도는 『작가일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원리로 확장된다.  

 

 Но я романист, и, кажется, одну <<историю>> сам сочинил. Почему я пишу: 

<<кажется>>, ведь я сам знаю наверно, что сочинил, но мне всё мерещится, что это 

где-то и когда-то случилось, именно это случилось как раз накануне рождества, в 

каком-то огромном городе и в ужасный мороз. (22:14)  

그러나 나는 소설가이므로, 하나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볼 수 있다. 왜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쓰는가. 물론 내가 지어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지만, 어쩐지 이 

일이 언제 어딘가, 그것도 마침 성탄 전야의 혹한에 어떠한 대도시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떠오르는 인상이 언제 어딘가에서 실제로 발생했을지 모를 

일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임이 분명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모순을 

이야기의 독특한 이원적 구조로 해결하고자 한다. 2-1장과 2-3장에서 

평론가로서의 절제된 어조로나마 빈민가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보고했던 

도스토옙스키는 2-2장에서 소년이 떠돌이가 되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두운 지하를 떠나 넓게 트인 도시의 공간에 다다르는 것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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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에는 육체적 고통과 작별하게 되는 환희의 순간으로 묘사한다. 지하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한 후 두려움을 딛고 도시로 나온 소년은 

도스토옙스키가 1-3장에서 묘사하길 거부했던 아이들의 ‘트리’ 축제를 유리창 

너머로 넋을 잃고 쳐다본다. 그러나 이 축제의 현장에서도, 거리에서 군중들 

틈으로 인형극을 구경하던 중에도 쫓겨난 소년은 결국 남의 집 마당에서 숨을 

거둔다. 최초의 도시적 경험을 소년의 시점에서 환희의 연속으로 그리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죽음 또한 고통의 해방으로 묘사한다.  

 

 Присел он и скорчился, а сам отдышаться не может от страху и вдруг, совсем вдруг, 

стало так ему хорошо: ручки и ножки вдруг перестали болеть и стало так тепло, так 

тепло, как на печке; вот он весь вздрогнул : ах, да ведь он было заснул! Как хорошо тут 

заснуть: ........вдруг ему послышалось, что над ним запела его мама песенку. <<Мама, я 

сплю, ах, как тут спать хорошо!>> 

 -  Пойдем ко мне на елку, мальчик, - прошептал над ним вдруг тихий голос. (22:16)   

그는 앉아서 몸을 구부렸으나, 추위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주 

갑자기, 그는 매우 편안해졌다: 손과 발의 통증도 불현듯 사라지고 난로위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졌다. 그는 온몸을 떨었다 : 저런, 그는 잠이 드는 것 같았다! 여기서 

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 ..... 갑자기 소년의 엄마가 그를 굽어보며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엄마, 난 잘게요, 아, 여기는 잠자기가 정말 좋아요!>> 

 - 내 트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얘야, -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작가가 행복한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는 소년이 천국의 트리로 인도되는 죽음 

이후에 있다. 소년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한데 모여 그리스도의 트리를 

에워싸고 마침내 그들의 엄마와 재회할 때, 소년과 엄마의 해후를 그리지 않은 

채로 천국의 서사가 돌연 중단된다. 도스토옙스키는 ‘행복한’ 죽음에서 행복한 

‘죽음’으로 독자의 시선을 돌리며,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일로 

확신한다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리켜보인다.148  

 

                                           
148  죽어가는 소년의 환영을 길게 묘사하는 부분과 대조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문지기에 의해 

발견된 소년의 죽음을 매우 건조하게 표현한다. 투니마노프의 표현을 빌자면, 어떠한 정교한 

서술보다도 이런 ‘말없는 장면(немоя сцена)’이 순간을 총체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다. 

(В.А.Туниманов, Творчество Достоевского 1854-1862,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1980, с.145)   



136 

 

 А внизу, наутро, дворники нашли малеьнкий трупик забежавщего и замерзшего за 

дровами мальчика; разыскали и его маму... (22:17) 

 그리고 아래에서는, 아침 무렵 문지기들이, 마당으로 뛰어 들어와 땔감 뒤에서 얼어 

죽은 소년의 작은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도 발견했다...  

 

이야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행복한 죽음은 작가가 허구의 세계에 일종의 

도피처로서 마련한 주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의 

말미에서 ‘천국의 서사’에 대해 물어올지 모르는 독자를 향해 이를 소설가의 

영역으로 남겨두자고 하지만, 이야기 속 행복한 죽음에서 현실에 대한 그의 

관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149 2-1장과 2-3장에서 작가가 확인한 것은 빈민가의 

소년들에게 지하를 벗어나 나쁜 습관으로 거리를 방황하다 교화소에 

들어가거나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것 외에 미래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2-2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소년들의 비극적 생애 중 ‘지하’에서 ‘거리’까지를 

오려내어 그들이 추구하던 ‘자유’의 의미를 소설가의 관점에서 그려낸다. 

교화소 위원이 소년들의 자유를 도둑질을 위한 것으로, 따라서 교화소에 

반납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거리로 나선 소년의 자유를 

죽음에 다다르는 것일지언정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트리에 초대된 아이」는 도스토옙스키가 교화소 위원 

P씨와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한 ‘자유’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자유’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이 작품이 P씨가 생각하는 교화소의 의의 전체를 반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3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제도를 통해 교화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아이들 각자의 전사(前史)를 복구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완전해지길 

기대하며, 2-2장의 이야기는 그러한 전사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149  샤울로프(Шаулов)는 ‘천국의 일’을 두고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저널리스트와 소설가가 

나눠가지는 방식이 결국 이야기 전반의 불완전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의 반응을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Сергей Шаулов, Строение и функции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нарратива>> у Достоевского, Достоевский и журнализм,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2013, с.176.)  ; 같은 맥락에서 카사트키나(Касаткина)는 그리스도에 인도된 소년의 삶과 

행복이 지상의 우리들로부터 소년에 대한 책임을 탕감해주는 않는다는 데에 이 작품이 지닌 

이원적 구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Татьяна Касатки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тексты в составе 

《Дневника писател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 Контекстный анализ”,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no.5, 

2011, с.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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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가 아이들의 ‘야만성(дикие)’을 타고난 기질로 못 박는 것과 달리, 

도스토옙스키에게 아이들의 ‘야만성’은 교화소행을 합리화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삶이 다다른 결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린 범죄자들’의 지금과 

같은 ‘야만성’을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보는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론’을 따르는 듯 보인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야만성’에 이르는 태초의 기억을 가정할 때, 이 태초의 기억은 개량할 수 

있는 범주로서보다 가늠할 수 없는 인상의 차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야만성’의 불가해한 속성에 비례하여 태초의 기억이 갖는 힘이 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만성’과 관련된 태초의 기억을 ‘비밀’이라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아이들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있는 

이야기들에 상당한 열의를 느낀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스토옙스키는 P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P씨에 따르면 독방의 규율을 

견디다 못한 한 소년이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소년은 수치스런 버릇을 

비롯하여 이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애 최초로 고백한다. 

도스토옙스키는 P씨로부터 소년이 한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으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교화소가 거둔 “가장 진지한 성과중 

하나”로 평가한다.  

 

  П.А-ч, передавая это, усиленно умолчал, об чем они там между собою 

переговорили ; но, согласитесь, есть же уменье проникнуть в болезненную душу 

глубоко ожесточившегося 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знавшего доселе правды молодого 

преступника. Признаюсь, я бы очень желал узнать в подробности этот разговор. 

(22:25) 

P씨는 이 사실을 전하며 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 그러나 여태 진실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흉포해져버린 이 어린 

범죄자의 병적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 

이야기의 전모를 너무나 알고 싶었다.  

 

 노동, 상호감시와 같은 교화적 수단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도스토옙스키는 

교화소가 ‘어린 범죄자의 진실’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2-3장에서 공란(空欄)으로 남은 소년의 고백은 도스토옙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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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2-2장을 창작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제도의 

주창자들이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백의 

내용을 낱낱이 알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에는 그러한 호기심을 전염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각자의 진실을 분별하고 그에 맞게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교화소의 몫이지만, 그 ‘비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다소 과장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장에 이은 3-1장에서도 러시아 사회의 ‘야만’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논의된다. ‘러시아의 동물보호협회(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животным)’를 화두로 3-1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논하는 것은 

민중의 ‘야만성’이다. 2장에서 아이들의 ‘야만성’을 그들의 태초의 기억에 

접근하여 이해하려 했던 도스토옙스키는 3-1장에서 자신의 태초의 기억을 

주된 논증의 수단으로 삼는다. 아이들의 태초의 기억을 허구 또는 비밀스런 

고백의 형태로 재현했듯이, 3-1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기억을 독립된 

일화로 제시한다. 이하에서 동물보호협회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입장이 

일화로 어떻게 표명되는가를 살펴보자.  

 도스토옙스키는 오늘날 동물보호협회가 겪는 사회적 저항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뗀다. 일례로 한 마부가 말을 학대한 대가로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자 

사람과 동물 중 어느 쪽을 더 동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빚어졌고, 등에 무거운 

짐을 싣고 비틀거리는 말의 처지는 어차피 도살될 운명으로 일축되었다. 결국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민중의 습성이 문제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동물보호협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나타난 

‘이념(Идея)’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задача нашего новог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азалась тем труднее, что в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е животным большинство не желало видеть тех моральных и 

материальных выгод для человека, какие проистекают из снисходительного и 

разумного с его стороны обращения с домашними животными. (22:26) 

새롭게 출범한 우리 자선기관의 과제는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인간의 도덕적, 물질적 

이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수가 외면할수록 더 어려움에 처한 듯 보였다. 그 

이득은 가축에 대한 너그럽고 이성적인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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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토옙스키는 협회 대표의 이 발언을 토대로 이들이 동물 뿐 아니라 

사람의 가치 또한 존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동물에 대한 태도와 인간의 

도덕성을 연결시키는 관점으로부터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협회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끌어내게 되며, 그 이념을 자신의 어릴 적 기억에 근거한 

일화로써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1837년 15살의 도스토옙스키는 형, 

아버지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그로 이동하던 중 한 파발마차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40년이 지나서도 잊히지 않는 “끔찍한 

장면(отвратительная картинка 22:29)”과 맞닥뜨린다. 마차의 뒤에 앉아있던 

정부의 파발꾼이 마부를 주먹으로 내리치면, 마부 또한 말에 채찍을 휘둘러 

마차의 속력을 높였고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데서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충격을 받는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이 사태의 인과를 

뚜렷이 나타내는 ‘엠블렘(эмблема)’과도 같다고 말한다. 150  그러나 ‘파발꾼의 

타격과 마차꾼의 채찍질’사이의 인과를 도스토옙스키가 이처럼 장면으로 

형상화하여 설명한 까닭은 따로 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민중의 야만성에 

관한 도스토옙스키의 모호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장면에서 이끌어내는 인과가 민중의 잔혹함과 가혹한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시사한다면, 장면의 효과는 파발꾼과 마부의 관계가 나타내는 서사적 차원보다 

                                           
150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기억을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화(анекдот), 

장면(картинка), 엠블렘(эмблема) 등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혼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엠블렘에 한해서만 명칭의 뚜렷한 계기가 언급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매우 선명하게 전시(нечто чрезвычайно наглядно выставлявшее связь причины с ее 

последствием 22:29)”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본 장면을 엠블렘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엠블렘이 도스토옙스키의 언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작가일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예술텍스트들을 ‘작은 산문(Малая проза)’으로 

칭하는 보리소바(Борисова)는 이 작은 산문들의 ‘엠블렘성(эмблематичность)’이 작가가 

준비한 이념을 잘 가리킴으로써 달성된다고 말한다.(В.В.Борисова, Малая проза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 принцип эмблемы, Уфа : Изд-во БГПУ, 2011, с.15-16.) 물론 작가일기에 

속한 예술텍스트들이 궁극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기획을 벗어날 수 없겠으나, 형상의 

뚜렷한 지시적 속성을 메시지의 일방향성과 동일시할 경우 도스토옙스키가 그 형상을 

다루는 맥락은 놓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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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보여주는 동작의 상징성에 더 집중되어 있다.  

 

  Тут был метод, а не раздражение, нечто предвзятое и испытанное многолетним 

опытом, и страшный кулак взвился снова и снова ударил в затылок. Затем снова и 

снова, и так продолжалось, пока тройка не скрылась из виду. Разумеется, ямщик, едва 

державшийся от ударов, беспрерывно и каждую секунду хлестал лошадей, как бы 

выбитый из ума, и наконец нахлестал их до того, что они неслись как угорелые. (22:28)   

 그것은 짜증이 아니라 무언가 사전에 습득된 것,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 속에서 

시도된 일종의 방법이었다. 무시무시한 주먹은 다시금 들어 올려졌고 다시금 

뒷덜미를 내리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트로이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반복되었다. 자연히, 타격을 간신히 견디고 있던 마부는 매 순간 끊임없이 말에 

채찍을 휘둘렀다.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채찍질이 계속된 끝에 말들은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어린 시절에 각인된 ‘끔찍한’ 일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전달하고 있는 위 

인용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파발꾼이나 민중을 향한 감정이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폭력의 불가항력적 흐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이 

장면은 단순히 민중의 야만성이 어디에서 비롯하는가를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상 민중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야만적 습성과 결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에게 끊임없이 들러붙어 야만적 습성을 

재촉하는 변수로서 오늘날의 보드카가 1830년대의 파발꾼을 대신하고 있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는 더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위 일화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동물보호협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1840년대의 이상주의자였다면 필시 

도스토옙스키는 민중보다 동물의 처우를 먼저 논하는 협회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151  그러나 유형생활을 거치며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에 대한 

                                           
151  파발마차의 일화는 1837년도의 일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의 기억을 

1840년대에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그는 자신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공상을 품었던 40년대 후반(в конце сороковых годов, в эпоху моих самых 

беззаветных и страстных мечтаний 22:29)”에 이 장면을 자선단체의 “엠블렘과 표식(эмблема 

и указание 22:29)”으로 사용할 계획을 머릿속에 그린 적이 있었지만, 이 무렵에는 파발꾼과 

마부의 관계를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односторонне 22:29)’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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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야만성이 뿌리 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드카와 같이 민중을 타락시키는 “일차적 

원인(первоначальных причин 22:30)”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야만적 

습성의 교정을 우선시하는 협회보다 민중에 한층 밀착된 도스토옙스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보호협회에 관한 3-1장은 도스토옙스키가 

긍정적으로 도출한 협회의 ‘이념’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의 초점은 민중의 

야만성에 놓여 있었던바, 어릴 적 기억에서 완성된 일화는 민중에 관한 그의 

양가적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4-2. 상상력의 윤리적 구현 : 「온순한 여인」   

  

1876년 『작가일기』 11월호의 서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번 호의 일기는 중편 

소설로 대신할 것이라며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온순한 여인」은 

『작가일기』의 인접한 텍스트들과 명시적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이 11월 호의 발간에 맞춰 창작된 것으로서 일기가 

연재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후 『작가일기』의 어떤 

호에서도 작가가 「온순한 여인」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기에, 작품이 놓인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 또한 온전히 독자의 몫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876년 『작가일기』에 한해서 「온순한 여인」과 호응하는 텍스트의 범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다.  

 

    5월호   

1-3. 카이로바 재판 (Суд и г-жа Каирова) 

2-1. 한 건물에 대해서. 상응하는 생각들. (Нечто об одном здан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ые 

мысли) 

2-2. 한 가지 상응하지 않는 생각 (Одна несоответственная идея)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한 방향적’ 시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1876년의 시점에서 민중의 야만성을 그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사고하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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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호  

1-1. 단순하지만, 복잡한 사건 (Простое, но мудреное дело) 

1-2. 단순함과 단순화된 것에 몇 가지 메모 (Несколько заметок о простоте и  

упрощенности)  

1-3. 두 자살 (Два самоубийства) 

1-4. 선고 (Приговор)  

 

  12월호  

1-1. 다시 한 번 단순하지만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Опять о простом, но мудреном  

деле) 

1-2. 뒤늦은 교훈 (Запаздавшее нравоучение) 

1-3. 근거 없는 주장 (Голословные утверждения) 

1-4. 젊은 세대에 대한 몇 마디 (Кое-что о молодежи) 

1-5. 자살과 오만에 대하여 (О самоубийстве и о высокомерии)  

 

지금까지 「온순한 여인」의 컨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대부분 여성 

문제와 자살을 작품에 반영된 주요 소재로 지적하고 있다. 그 중 1876년 

『작가일기』 10월호 1-3장의 ‘두 자살’중 ‘성상을 안고 뛰어내린 여인’의 

자살이 작품의 결말에 비추어 가장 직접적인 모티프로 언급된다. 152  반면, 

내용면에서 유사하지 않지만 작품이 창작된 시기와 좀 더 긴밀하게 얽히며 

                                           
152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모든 페테르부르그 신문에서 다뤘던 보리소바라는 여인의 자살소식과 

러시아의 망명지식인 게르첸의 딸의 자살소식을 함께 다룬다. 후자를 자신의 

피투성(被投性)에 분노한 젊은 여성이 저지른 유물론적, 철학적 자살로 규정한 

도스토옙스키는 전자를 생계의 어려움에 굴복한 ‘온순한’ 선택으로 본다. 성상을 안고 

뛰어내린 보리소바의 행동을 자신의 생을 더 이상 원치 않은 ‘신의 뜻(Бог не захотел)’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스(Пис)에 따르면, 보리소바의 자살은 

정교의 시각에서 ‘온순하다’고 불릴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교에서 자살은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종교적 행위이며, 더욱이 성상을 안고 

뛰어내린 행위는 반역을, 즉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스는 「온순한 여인」에서 여자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 잡혔던 성상을 되찾아가는 

행위(выкуп)는 속죄(искупление)의 의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애초에 

보리소바의 자살에 부여했던 ‘온순함’이라는 가치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Р.Пис, <<Кроткая>> Достоевского : ряд воспоминаний ведущих к правде,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No.14, 1997, c.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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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요하는 코르닐로바 사건이 있다. 10월과 12월에 다뤄지는 ‘단순하지만 

복잡한 사건’은 코르닐로바라는 여성의 양딸 살인미수와 관련된 재판을 

가리킨다. 사건 자체는 1876년 5월에 발생하여 『작가일기』 5월 호에서도 

간략히 언급되며, 1877년 4월 이 여성의 무죄판결소식을 전하고 같은 해 

12월에 후일담을 전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 『작가일기』를 수놓은 이슈라 할 

수 있다. 1876년 10월 재판에서는 코르닐로바에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했으나 

1877년 4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정은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 10월호에서 

제기한 의문이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153  

 코르닐로바 사건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글과 「온순한 여인」이 각각 현실과 

허구의 텍스트로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사건에 

작가의 시선으로 개입하면서도 평론가로서의 문제의식 또한 놓치지 않고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코르닐로바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력히 제기하게 된 문제는 배심원 제도와 ‘우연한 가족’에 대한 것으로 

압축된다. 코르닐로바 사건을 ‘단순하지만 복잡한 사건’으로 명명하며, 

도스토옙스키는 ‘양딸에 대한 계모의 증오’라는 단순한 해석이 낳은 판결을 

반박하고자 한다.  

 

 Преступница, поглядев вниз на слетевшего ребенка (так сама рассказывает), 

затворила окошко, оделась, заперла комнату и отправилась в участок - доложить о 

случившемся. Вот факты, кажется, чего бы проще, а между тем сколько тут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не правда ли? Наших присяжных обвнили до сих пор, и даже 

нередко, за иные, действительныо уже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оправдания подсудимых. 

(23:137)  

 범죄자는 떨어진 아이를 흘긋 내려다보고(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옷을 입고 방문을 닫은 뒤 자백하러 경찰서로 향했다. 얼마나 

단순명쾌한 사실로 보이는가. 그런데 여기엔 환상적인 부분도 얼마나 많은가, 안 

그런가? 우리 배심원들은 지금까지, 그것도 드물잖게, 피고들에게 그야말로 환상적인 

무죄평결을 내리는 까닭에 비난을 받았다.  

                                           
153  1877년 『작가일기』 12월호 1-1장 ‘한 가지 예전 사실에 대한 결론적 해명(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разъяснение одного прежнего факт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법정이 자신의 기여를 인정했음을 

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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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옙스키는 위 단락에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비판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의 단순한 조합에 의한 유죄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왜 배심원들이 

이번 재판에서는 그들의 전유물인 ‘환상적 무죄평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는가이다. 여기서 ‘환상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에 숨겨진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를 가리킴과 더불어 명백한 범죄사실조차 부인할 수 있는 러시아 

배심원들의 판단 능력을 비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코르닐로바에게 내려진 

유죄평결의 ‘단순함’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설명하게 될 

무죄의 가능성이 배심원들의 일률적 면죄부와는 다른 것임을 환상적이라는 

표현의 중의적 쓰임새로 드러내려 한다. 1864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개법정과 배심원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방면 현상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1873년 작가일기에서부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154 

『시민』의 ‘작가일기’란 1월 호에 게재된 「옛 사람들(Старые люди)」의 일부와 

「환경(Среда)」에서 ‘자비로운 판결’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Кругом меня были именно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по вере Белинского, не могли не сделать 

сво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а стало быть, были правы и только несчастнее, чем другие. Я 

знал, что весь русский народ называет нас тоже <<несчастными>> и слышал это 

название множество раз и из множества уст. Но тут было что-то другое, совсем не то, о 

чем говорил Белинский, и что слышится, например, теперь в иных приговорах наших 

присяжных. В этом слове <<несчастные>>, в этом приговоре народа звучала другая 

мысль. Четыре года каторги была длинная школа; я имел время убедиться... (21:12) 

벨린스키의 신념에 따르면, 내 주변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따라서 

스스로는 올바르며 단지 남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러시아의 

전 민중이 우리를 두고도 ‘불행한 이들’이라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차례 이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벨린스키가 말한 

것과는 다른, 그리고 오늘날 우리 배심원들의 어떤 평결들에 나타나는 것과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행한 이들’이라는 민중의 선고에는 다른 의미가 울리고 있었다. 

                                           
154  러시아의 법정 문화에 나타난 강한 도덕적 경향을 변호인의 감정적 수사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Girish N. Bhat, The Moralization of Guilt in Late 

Imperial Russian Trial by Jury : The Early Reforms Era, Law and History Review, Vol.15, No.1, 

1997, pp.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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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라는 유형 기간은 기나긴 가르침이 되어주었다 ; 확신을 다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А между тем там присяжный заседатель понимает, чуть только займет свое место в 

зале суда, что он не только чувстви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с нежным сердцем,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гражданин. Он думает даже (верно ли, нет ли), что исполнение долга 

гражданского даже, пожалуй, и выше частного сердечного подвига....О, и там есть 

<<жалостливость>> приговора, и там принимается во внимание <<заедающая среда>> 

(кажется, любимое теперь учение наше) - но до известного предела, насколько 

допускает здоровое мнение страны и степень просвещения ее христианскою 

нравственностию (а степень-то, кажется, довольно высокая). (21:14)  

그런데 그곳 배심원은 법정의 자기 자리에 착석한 순간 그가 온화한 심장을 가진 

다감한 인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는 심지어 

시민적 의무의 완수가 개인적 감정의 위업보다 상위의 일이라고 (옳든 그르든) 

생각한다.... 그곳에도 평결의 ‘자비’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학설인) ‘환경의 

지배’에 대한 고려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건전한 의견, 그리고 기독교적 윤리에 의한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계몽의 정도가 허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는 수인(囚人)을 범죄자가 아닌 ‘불행한 이들(несчастные)’로 

지칭하는 민중의 문화가 범죄의 불가피성까지 도출해내는 ‘환경론’과 전혀 

다른 맥락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가 드물게 유형 생활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평론의 원천으로서 노출하고 있는 지점이다. 환경론을 필두로 모든 

범죄성이 희석되고 ‘불행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판결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보며 도스토옙스키는 영국과 달리 자체의 토양에서 길러지지 

못한 러시아의 배심원 제도가 민중이 본래 지닌 도덕 감정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에서 아직은 영국에서와 같은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르닐로바 사건에서 그가 우려하던 무죄판결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는데도, 명백한 범죄에 대하여 이번에는 자신이 나서서 또 

다른 ‘자비로운 선고’로 기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르닐로바 사건에 

대한 작가의 예외적 관심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카이로바 사건과의 대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두 사건의 상반되는 지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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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바 사건      코르닐로바 사건  

       판결          무죄       유죄 -> 무죄 

    ‘환경’적 요인        정신적 이상          임신  

 

『작가일기』 5월호 1-3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카이로바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보여주는 생각은 10월호에서 코르닐로바 사건에 대해 피력하는 입장과 

뚜렷이 대조된다. 1875년 7월 카이로바라는 여성은 자신의 연인이 그의 전처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구입해두었던 면도칼로 전처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 역시 살인미수에 그쳤으나, 카이로바는 법정 출두를 기다리는 동안 

정신병원에 몇 달간 머물며 감정을 받게 된다. 법정에서는 그녀의 정신이상이 

참작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자비에 호소하는 변호인의 변론 방식을 면밀히 비판한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한 독자에게 그는 카이로바의 심리적 일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환경론’에 기댄 무죄방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Я хотел лишь заметить моему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что хоть я и сагласен во взгляде на 

<<руспущенность инстинктов и деспотическую необузданность желаний>>, тем не 

менее в мнении почт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моего нахожу слишко много строгости, 

даже бесцельной (ибо чуть ли он и сам не признает в преступнице сумасшедшую), 

слишком много тоже преувлечен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ведь кончает же он тем, что сам 

признает повлиявшую среду, почти д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борьбы с ней. Что до меня, то я 

просто рад, что Каирову отпустили, я не рад лишь тому, что ее оправдали. Я рад, что 

отпустили, хотя и не верю сумасшествию ни на грош, несмотря на мнения части 

экпертов: пусть уж это мое мнение, я оставлю его при себе. (23:7-23:8)  

나는 나의 독자에게 ‘본능의 방탕, 욕망의 무자비한 일탈’에 대해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두고 싶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나의 독자의 견해가 

(정신이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방향을 상실한 고지식함,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지나친 과장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 여성이 거의 이겨낼 수 

없었던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 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카이로바를 방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은 반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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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방면 소식은 환영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이상을 조금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견해에 불과하더라도 나는 이를 

고수할 생각이다.  

  

이상의 대목은 무죄 판결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비판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이상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모든 원인을 

전가하는 ‘자비로운 선고(милостивые приговоры)’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죄가 

없다. 행위가 없었다. 살인 기도가 없었다(не виновен, не делал, не убивал)’로 

요약되는 빈곤한 논리를 발견한다.155 코르닐로바 사건은 피의자가 곧장 범죄를 

자인했다는 점에서 환경론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카이로바 사건과 

차별화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위와 같은 탈도덕적 논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무죄 추정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신체의 이상 징후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이로바의 정신병을 부정했던 

도스토옙스키는 10월호의 1-1장에서 코르닐로바의 임신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는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이 지닐 수 있는 일시적 

충동의 극단적 사례를 제시하며, 코르닐로바의 증오와 별개로 양딸을 창밖으로 

던진 행위 자체는 신체적 불가항력의 소산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로 판결의 객관성을 더한다는 명분과 달리, 코르닐로바의 임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지향하는 것은 ‘더 나은 오심’의 선택이다.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рисяжные, если б оправдали подсудимую, могли бы на что -

нибудь, опереться: <<хоть и редко-де бывают такие болезненные аффекты, но ведь всё 

                                           
155  『카라마조프 형제들』 12장 오심(судебная ошибка)에서 변호사 페츄코비치가 구사하는 

변론은 ‘돈은 없었다, 강도질도 없었다, 살인도 없었다(Денег не было, Грабежа не было, Да и 

убийства не было)’의 구성을 따른다. 이 구성은 무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위 논리와 

차별화되지만 여전히 무죄판결의 진부함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60년대 초에만 해도 사법개혁에 우호적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70년대에 확실한 반대자로 

돌아서며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 점을 피력하게 되지만, 재판제도를 흉물로 

묘사함으로써 노골적 비판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재판제도의 다양한 주역들이 

만들어내는 재능의 향연을 보여준 뒤 그로부터 야기된 오심이라는 결과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제도의 결점이 웅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Леонид Гроссман, 

Достоевский и его про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круги 70-х годов,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No.15, 

1934, 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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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е бывают; ну так что, если и в настоящем случае был аффетк беременности?>> Вот 

соображение. По крайне мере, в этом случае милосердие было бы всем понятно и не 

возбуждало бы шатания мысли. И что в том, что могла выйти ошибка : лучше уж 

ошибка в милосердии, чем в казни. тем более, что тут и проверить-то никак 

невозможно. (23:139)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배심원들은 적어도 뒷받침할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 “그와 같은 병적 발작은 드문 일이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현상인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임신에 따른 발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사고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 경우 자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 상식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심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지만, 유형을 보내는 오심보다 

자비를 베푸는 오심이 낫지 않겠는가. 더구나 어차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코르닐로바의 예외적 심신 상태를 무죄의 근거로 강조하는 듯 보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법정의 모든 판결이 지닌 오심의 가능성을 전제하며 ‘더 나은 

오심’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정의 진리보다 높은 심급, ‘더 나음’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짧은 반픽션(semifiction)으로 대신한다. 

이 이야기는 코르닐로바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가족 풍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도스토옙스키가 그녀의 임신사실에 주목하여 ‘더 나은 오심’을 

추구했던 의미가 밝혀진다. 그의 반픽션은 유죄판결 이후부터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르기 전까지 ‘우연한 가족’ 156 과 평범한 가족의 기로에 놓인 

코르닐로바 가족의 일상을 스케치하고 있다. 코르닐로바의 유형 이후 어느 한 

                                           
156  도스토예프스키는 1877년 『작가일기』 7-8월 1-2장에서 그가 자주 사용해왔던 ‘우연한 

가족’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다. 여기서 ‘우연함(случайность)’은 현대의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결속시킬 공통된 이념을 잃어버린 현상을 뜻한다. 1873년 「작가일기」 

15번째 글인 ‘현대의 거짓 중 하나(Одна из современных фальшей)’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니힐리스트들과 자신의 페트라솁스키 서클 이력을 비교하며 중요하게 암시하는 

차별적 요인도 바로 ‘우연한 가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모스크바의 사원을 방문하거나 성서를 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존재하기에, 

니힐리스트들처럼 도덕적 중심을 상실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연한 

가족’의 문제는 결국 아들 세대의 비극이 아버지 세대에서 배태된다는 믿음에 다름 아니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코르닐로바의 유형 이후의 삶을 그녀의 뱃속 아이의 

미래와 결부지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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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부모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의 미래를 예상함으로써 그는 

『작가일기』에서 부단히 문제 삼고 있는 ‘우연한 가족’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린다. 한편, 예정된 비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족의 끈끈한 복원력이 ‘산문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강조된다.  

 

 Просто посмотреть - и исчезнут все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вещи, с виду столь 

необыкновенные, на деле всегда обделываются самым обыкновенным и до неприличия 

прозаическим образом. В самом деле, посмотрите: этот Корнилов теперь опять вдовец 

- ведь он тоже теперь свободен, брак его расторгнут ссылкой в Сибирь его жены; и вот 

его жена- не жена, родит ему на днях сына (потому что разродиться-то ей уж наверно 

дадут до дороги), и пока она будет больна, в острожной больнице или там, куда ее на 

это время положат, Корнилов, бьюсь об заклад в этом, будет ее навещать самым 

прозаическим образом и, знаете, ведь почем знать, может быть, с этой же девчонкой, за 

окошко вылетевшей и будут они сходиться и говорить всё об делах самых простых и 

насущных и валенках ей в дорогу.....Одним словом, с нашим народом никогда поэмы 

не выйдет, не правда ли? Это самый прозаический народ в мире, так что почти даже 

стыдно за него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становится. Ну, то ли, например, вышло бы в Европу: 

какие страсти, какие мщения и при каком достоинстве!  (23:140-23:141)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모든 환상적인 면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토록 범상치 

않아보였던 일들은 실제로는 항상 가장 평범하고 무례할 정도의 산문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 코르닐로프는 이제 

또 한 번 홀아비에다 자유의 몸이 된다. 그의 결혼은 아내의 시베리아 유형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아내라고 할 수 없는 그의 아내가 얼마 안가 그의 아들을 

낳는다(유형길에 오르기 전에 출산하도록 해 줄 것이 분명하다). 그녀가 

감옥부속병원이나 잠시 배치된 어딘가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장담컨대, 

코르닐로프가 그녀를 가장 산문적인 방식으로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또 

아는가? 어쩌면 그녀가 창밖으로 밀어버렸던 딸아이와 함께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은 가장 단순하고도 필수적인 일들, 길 떠날 때 신을 겨울 장화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 한 마디로 우리 민족에게서 시가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산문적인 민족이며, 심지어 이 부분에서 우리 민족에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유럽이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위엄 속에서 격정, 복수가 

흘러나왔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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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닐로바의 유형 선고를 토대로 그녀의 가까운 미래를 그리며 

도스토옙스키는 ‘산문적’이라는 개념을 현실과 예술 사이의 모호한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주지시킨다. 현실의 차원에서 코르닐로바 가족이 연출하게 될 

산문적인 풍경은 완연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혹은 완연한 시련을 계기로 

평범한 가족으로 회귀하려는 이들의 본능을 시사하는 것이며, 러시아 가족의 

자연적 화합을 유형이 가로막게 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민족의 타고난 산문성을 거북하고 부끄러운 속성에 빗대는 부분은 소설가의 

관점에서 앞서와 같은 메시지를 역설하는 효과를 갖는다. 좋은 소재를 찾는 

소설가는 이들의 산문적 풍경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러시아 가족의 

진실이 법정에 의해 부각된 드라마적 측면이 아닌 법정 밖 현실의 평범한 

일상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발상을 

자신의 반픽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코르닐로바의 

무죄를 실현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예술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산문과 시의 대립은 일차적으로는 

현실과 예술의 평행한 관계를 가리키지만, 이 사건을 어떠한 종류의 예술로 

재현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물음 또한 내포하고 있다. 10월호의 1-1장을 

마무리하며 도스토옙스키는 코르닐로바 사건을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할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현실이 산문적이라 해도 

그로부터 어떠한 소설과 시 못지않은 작품을 끌어내는 것은 대상을 보는 

‘눈’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Ну, попробуйте описать это дело в повести, черту за чертой.....и представите, ведь я 

хотел написать <<и, уж конечно, ничего не выйдет>>, а между тем ведь оно, может, 

вышло бы лучше всех наших поэм и романов с героями <<с раздвоенною жизнью и 

высшим прозрением>>..... А, впрочем, что ж я, забыл старое правило:  не в предмете 

дело, а в глазе: есть глаз - и предмет найдется, нет у вас глаза, слепы вы, - и ни в каком 

предмете ничего не отыщете..  

А неужели нельзя теперь смягчить как-нибудь этот приговор Корниловой?  (23:141)  

이 사건을 세부를 망라해서 한 편의 소설 속에 묘사해보라.... 그리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고 쓰고 싶었다. 그러나 어쩌면 ‘분열된 삶과 고차원적 

통찰력’의 주인공을 가진 우리의 모든 소설과 시 보다도 좋은 것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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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그런데 나는 오래된 법칙을 잊고 있었다 :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문제라는 것을. 눈이 있다면 대상은 발견될 것이며, 눈이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대상을 막론하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지금이라도 코르닐로바의 형을 어떻게든 낮출 수 없단 말인가?  

    

 『작가일기』 12월호 1-1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코르닐로바와 만나 10월호 1-

1에서 구상했던 그림이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남편의 방문과 가족 간 화해가 모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어떤 효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상들’은 ‘삶의 

진실(жизненная правда)’을 받아 적은 결과일 뿐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공상이 진실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알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신(Гришин)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도스토옙스키는 『작가일기』에서 문학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장르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학과 현실을 

나누는 경계를 찾고 현실을 묘사함에 있어 예술가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57  그러나 이 도달 가능한 영역은 예술가로서 단지 

주어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로 현실을 

인도하게 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8  그런 의미에서 

『작가일기』 10월호와 12월호 사이에 위치한 순수 픽션으로서 「온순한 여인」 

은 코르닐로바 사건과 관련하여 작가가 생각하는 ‘삶의 진실’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예술적 매개물로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10월호 1-1장의 반픽션이 한 차례 불행이 잦아든 뒤 찾아오는 산문적 풍경을 

원거리에서 조망함으로써 작가가 코르닐로바 가족에 희망하는 결말을 

보여준다면, 「온순한 여인」은 1부의 절정에서 발생한 부부 사이의 파국이 

                                           
157  Д.В.Гришин, Достоевский-человек, писатель и мифы : Достоевский и его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Мельбур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1971, с.300.  
158  파페르노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가 창조한 생생한 그림, 또는 픽션은 독자를 감화시켜 

코르닐로바의 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의 일기가 개인적 경험 및 신문과 

독자의 편지를 활용함으로써 여느 픽션과 달리 ‘삶’과 밀접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점이 이에 

주효하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따라서 『작가일기』는 작가, 현실, 독자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스토옙스키의 대담한 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Irina Paperno, Suicide as a 

Cultural Institution in Dostoevsky’s Russi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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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소설은 아내의 

주검이 놓여 있는 방안을 서성이며 파국의 의미를 밝히려 애쓰는 화자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화자는 사건일지를 재구성하듯 파국의 전말을 빠짐없이 

독자에게 들려준다. 그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거나, 혹은 여전히 진실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는데, 내면에 갇힌 1인칭 서술 방식은 이러한 

한계를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화자의 시각에서만 

전달되지만, 자연스럽게 독자는 그의 서술을 따라가며 그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다. 이야기에 앞선 ‘작가의 말(От 

автор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화자의 상대로 ‘보이지 않는 청자, 또는 

심판자’의 존재를 상정할 때, 이는 소설 전체의 불확실함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독자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에서 화자는 아내의 자살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체계를 벗어난 ‘우연들’로 인해 실패하며, 이 패배는 그가 

‘우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미 그 전조를 드러낸다.  

 

 Случай же в полку был хоть и следствием нелюбви ко мне, но без сомнения носил 

случайный характер. Я к тому это, что нет ничего обиднее и несноснее, как погибнуть 

от случа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которые могли пройти мимо, как облака. Для 

интеллигентного существа унизительно. (24:23) 

 연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설사 나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 해도 그 우연한 성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구름처럼 지나쳐 갈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누적되는 우연으로 인해 파멸하는 것보다 모욕적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은 없었다. 

지식인에게 그것은 모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 아닌 연대 전체의 일로 연루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결투에 응하길 거부한 화자는 이후 사회 전체와 등을 지고 고리대금업을 

시작한다. 화자에게 고리대금업은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의 규칙으로만 

운영되는 철저히 닫힌 세계이자 ‘사회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하는 체계이다. 

모든 불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먼 우연처럼 찾아왔다고 믿는 화자는 

첫 번째 파국 이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우연도 배제하려 한다. 화자에게서 

복수의 기미를 발견하고도 여자는 청혼을 받아들이며, 둘의 만남은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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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놓은 체계 속에서의 대결로 시종한다. 화자의 관점에서 여자가 드러내는 

‘반항(бунт)’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성상이 자리하며, 성상을 둘러싼 첫 대결은 

체계에 속한 자들로서 화자와 여자가 상호 경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화자의 속물성을 시험하면서도 여자는 그의 돈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성상을 저당 잡히는 행위로까지 격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Образ богородицы. Богородица с младенцем, домашний, семейный, старинный, риза 

серебрянная золоченая - стоит - ну, рублей шесть стоит. Вижу, дорог ей образ, 

закладывает весь образ, ризы не снимая. Говорю ей:  лучше бы ризу снять, а образ 

унесите; а то образ все-таки как-то того.  

 - А разве вам запрещено? 

 - Нет, не то что запрещено, а так, может быть, вам самим... (24:9)  

성모상이 생각난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를 그린 것으로, 가정용의 낡은 

것이었다. 금박을 입힌 은제 장식이 있었는데 6루블 정도 되어 보였다. 보아하니 

자신에게 소중한 성상을 장식도 벗기지 않고 전부 저당 잡히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장식을 남기고 성상은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성상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느냐고.  

 - 성상은 금지된 목록인가요? 

 - 아뇨, 금지된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 이 성상이...  

 

 화자가 성모상을 건네받는 행위와 성모상을 반드시 되찾아가겠다는 여자의 

다짐은 작품의 흐름으로 보아 각각 가정의 성립과 와해에 대응하며, 성상이 

저당물로 건네진 사정은 이후 화자와 여자의 결혼생활이 고리대금업으로 

상징되는 체계 내에서의 대결로 점철될 것임을 예고한다. 159  단적으로 여자의 

본격적인 반항은 화자의 허락 없이 저당물의 값을 높게 쳐주는 데서 시작되며, 

극적인 갈등 이후 여자에게 위기가 왔을 때 화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159  스트라우스(Straus)는 여자의 사랑을 얻는 일과 금전의 축적이 극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에서 언급한 피사레바 자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읽어낸다. 

피사레바가 ‘여자의 노동’인 산파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움 끝에 자살했으며, 그녀의 

유서가 금전적 압박에 대한 흔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Nina Pelikan Straus, Dostoevsky and 

the Woman Question : rereading at the end of a century,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4,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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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용서를 구한다. 여자의 반항은 화자가 사회에 복수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반대로 화자는 여자와 화해하여 자신이 꿈꾸는 

가정을 이룬다는 최후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체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치욕스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완전한 성채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가정의 성립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화자의 과도한 

공상적 기질로 미루어 예측할 수 있다면, 『작가일기』를 계속 구독했을 

독자들은 화자가 말하는 ‘계획’이 도스토옙스키가 다른 텍스트에서도 흔적을 

남긴 바 있는 생각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카이로바 재판이 진행될 무렵 양육원을 방문 중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재판 

소식과 양육원 아이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합쳐져 떠오른 생각들을 『작가일기』 

5월호 2-1장과 2-2장에서 상응하는, 또는 상응하지 않는 생각들이라는 표제 

하에 전개하고 있다. 양육원 아이들을 보며 도스토옙스키는 ‘사회가 이들을 

끝까지 품어준다고 해서 이들이 사회를 용서할 것인가’하는 물음을 떠올린다. 

그 중 용서하지 않는 아이들이 장차 실현하게 될 ‘복수’를 설명하는 부분은 

「온순한 여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화자의 계획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Не могу, однако, не досказать и иного чего, что мне тогда померещилось. Например: 

<<если простить им, так простят ли они?>> Вот ведь тоже вопрос. Есть иные высшего 

типа существа, те простят; другие, может быть, станут мстить за себя, - кому, чему, - 

никогда они этого не разрешат и не поймут, а мстить будут. Но насчет <<мщения 

обществу>> этих <<вышвырков>>, если б таковое происходило, скажу так: я убежден, 

что это мщение всегда скорее может быть отрицательное, чем прямое 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Прямо и сознательно мстить никто и не станет, да и сам даже не 

догадается, что мстить хочет, напротив, дайте только им воспитание, ужасно многие 

из вышедших из этого <<здания>> выйдут именно с жаждой почтенности, 

родоначальности, с жаждой семейства;  идеал их будет завести свое гнездо, начать 

имя, приобрести значение, взвести деток, возлюбить их, а при воспитании их отнюдь 

не прибегать к <<зданию>>, или к помощи на казенный счет. И вообще, первым 

правилом будет даже забыть дорогу к этому зданию, имя его. Напротив, этот новый 

родоначальник будет счастлив, если проведет своих деток через университет на свой 

собственный счет. Что же, - эта жажда буржуазного, данного порядка, которая буд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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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следовать его всю жинзь, - что это будет : лакейством или самою высшею 

независимовтью? По-моему, скорее последним, но душа все-таки останется на всю 

жизнь не совсем независимою, не совсем господскою, и потому многое будет не 

совсем приглядно, хотя и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честно. Пол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духа дает 

совсем другое... но об этом потом, это тоже длинная история.  (23:23-23:24)  

당시 내게 떠오른 다른 어떤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용서할 것인가’이다. 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높은 

차원에서 용서를 행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복수하는 이들도 생길 

것이다.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복수할지 그들도 결정을 내리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수하고자 할 것이다. ‘던져진 아이들’이 사회에 복수를 감행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도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복수를 원한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의 기회만 누리게 된다면 이들은 이 ‘건물’을 나서자마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상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름을 떨쳐 일정한 지위를 얻는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되, 교육을 위해 결단코 그런 ‘건물’에 의지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첫 째 원칙은 이 건물로 돌아가는 길을, 그 건물의 이름을 뇌리에서 

지우는 것이다. 대신, 이 새로운 가장은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대학에 보내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평생 지배할 부르주아적, 주어진 

질서에 대한 갈망이다. 그것은 노예근성과 최상의 독립 중 어느 쪽으로 판명될 

것인가? 후자에 가까워보일지라도 나는 그가 주인으로서 영혼의 독립까지는 평생 

이루지 못하리라 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정직함 속에서도 많은 것이 흡족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영혼의 완전한 독립은 전혀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이는 긴 이야기가 될 것이므로 추후에 얘기하겠다.   

 

양육원 출신 아이들이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될 ‘독립’을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에 대한 복수’라 일컫는 맥락은 위와 같은 단상 속에서보다 소설 속 

인물에게서 더 뚜렷한 윤곽을 입는다. 화자는 3년 안에 3만 루블을 모아 남방 

어딘가의 인적 없는 곳에서 영지를 구입하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 

단절에 가까운 고립을 통해 사회에 등을 돌림으로써 비밀스런 복수를 

단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는 충분한 금액으로 타인을 도와 도덕적 자립까지 

쟁취하려 한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넓은 영혼(великодушие)’의 증명으로 

보는 관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영혼의 독립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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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에서 온다’며 사회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태도에 회의를 드러내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계획 중 가정을 

일구는 목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Да, я имел право захотеть себя тогда обеспечить и открыть эту кассу :<<Вы отвергли 

меня, вы, люди то есть, вы прогнали меня с презрительным молчанием. На мой 

страстный порыв к вам вы ответили мне обидой на всю мою жизнь. Теперь я, стало 

быть, вправе был оградиться от вас стеной, собрать эти тридцать тысяч рублей и 

окнчить жинзь где-нибудь в Крыму, на Южном берегу, в горах и виноградниках, в 

своем имении, купленном на эти тридцать тысяч, а главное, вдали от всех вас, но без 

злобы на вас, с идеалом в душе, с любимой у сердца женщиной, с семьей, если бог 

пошлет, и - помогая окрестным поселянам>>. (24:16) 

나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하며 생활을 보장해야할 만한 명분이 있었다 : ‘당신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고, 경멸어린 침묵 속에 나를 추방했다. 

당신들을 향한 열정은 평생에 남을 모욕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이제 나는 당신들 

앞에 벽을 둘러치고 3만 루블을 모아 크림 어딘가의 남쪽 해안에 있는 산과 포도밭 

속에서, 3만 루블로 구입한 나의 영지에서 생을 마칠 권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지만 악의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슴에 이상을 품고 진정 사랑하는 여자와, 그리고 신이 보내주신다면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돕기도 할 것이다.’   

 

 화자는 독자를 향해 고리대금업이라는 수단의 결벽성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정직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여자에게는 이를 납득시키지 

못함으로써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될 날을 계획 이후로 지연시키게 

된다. 그에게 있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을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의미는 가정의 실현에 있으며, 계획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곧 가정을 

이루려는 염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이 인위적으로 그어 

놓은 단계 속에서만 사고하며 여자가 언젠가 자신의 체계에 순응할 것이라 

믿는다.  

 1부와 2부를 가르는 ‘결투’사건은 화자의 체계를 깨뜨리고 가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였다. 무언의 규율이 지배하는 연극적 관계를 멈추고 

여자가 화자에게 총구를 겨눈다. 여자가 연대에서 모함에 맞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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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게 물러섰던 화자의 과거를 들추면서 증폭된 갈등은 여자가 화자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화자는 연대에서 물러섰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의 반항을 휘둘릴 가치가 없는 우연으로 치부한다.  

  

Говорят, что стоящие на высоте как бы тянутся сами книзу, в бездну. Я думаю, много 

самоуийств и убийств совершилось потому только, что револьвер уже был взят в руки. 

Тут тоже бездна, тут покатость в сорок пять градусов, о которую нельзя не скользнуть, 

и вас что-что вызывает непобедимо спустить курок. Но сознание, что я всё видел, всё 

знаю и жду от нее смерти молча, - могло удержать ее на покатости. (24:21)  

높은 곳에 서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심연으로 몸이 끌린다고 한다. 많은 

자살과 살인이 단지 권총이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도 심연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는 45도의 경사가 있어 

공이치기를 내리도록 부추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알면서도 

말없이 그녀의 손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각이 그녀를 경사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총구를 겨눈 여자를 향해 뜬 눈을 다시 감아버림으로써 결투를 거부하며, 

후에 이 빗나간 대결을 그녀를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돌이킨다. 화자는 자신의 계획 중 가정을 갖는 일에 대해 

‘신이 보내주신다면’이라는 유보 조건을 단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일들을 지나쳐야 할 우연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그가 무언가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겨누어진 총부리는 우연으로 

치부되고 여자는 용서받을 기회를 잃는다. ‘왜 그녀를 죄악에서 구하지 

않았는가(Зачем же ее не спас от злодейства?)’라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자의 살인기도를 둘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여자의 반항과 코르닐로바의 범죄 전후의 

상황을 ‘결혼이 와해되었다(Брак расторгнут)’고 동일하게 규정하지만, 그가 

코르닐로바의 범죄를 바라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은 「온순한 여인」 에서 

여자의 범죄를 그대로 결말에서의 파국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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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се эти <<мечты>> мои вылились тогда у меня под перо не для эффекта и не для 

картин, а мне просто почувствовалась жизненная правда, состоящая тут в том, что оба 

они, и муж, и жена, хотя и считают - он ее, а она себя - несомненно преступленицей, 

но на деле не могли не простить друг друга, не примириться опять, - и не по 

христианскому только чувству, а именно по невольному инстинктивному ощущению, 

что совершен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в их простых глазах столь явное и несомненное, - в 

сущн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вовсе не преступление, а что-то такое странно случившееся, 

странно совершившееся, как бы не по своей воле, как бы божим определением за грех 

их обоих... (24:37-24:38)   

이 모든 나의 ‘공상들’은 어떠한 효과나 인상적인 장면을 바라고 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삶의 진실을 느꼈을 뿐이며, 그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 그는 그녀를, 

그녀는 그녀 자신을 – 의심할 바 없이 범죄자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시선에는 너무도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가 본질적으로 전혀 범죄가 아닐 수 있으며 무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이하게 일어난 일, 마치 남편과 아내 모두의 죄에 대해 신이 

정하신 일로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단지 기독교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위 단락은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 12월 호의 1-1장에서 코르닐로바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10월 호에서와 사뭇 다른 논평을 

보여준다. 작가는 과학적 사실을 중요시하던 포즈도 더 이상 취하지 않은 채 

코르닐로바의 범죄를 신의 뜻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11월호에 게재된 

「온순한 여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처음부터 코르닐로바 

사건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10월호 

1-1장으로 돌아가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대목을 읽어보면, 그의 

모든 관심이 창밖으로 떨어진 아이가 기적적으로 무사하다는 사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Одним словом, история, - кроме чудесного спасения ребенка, - по-видимому,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довольно простою и ясною историей. (23:136)  

한마디로,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꽤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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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단순한 측면 대신 감추어진 복잡성에 주목했던 도스토옙스키는 

그녀의 임신상태가 범죄의 우발적 요소로 작용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게 

복잡성으로 현현한 것은 바로 아이의 ‘구원(спасени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함의 예외적 요소가 아니라 그가 환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의도하고 있는 

신의 섭리적 측면이었으며, 코르닐로바의 범죄를 가족 간 용서와 화해의 

계기로 바라보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의 격발 끝에 아이를 

던졌으나 아이가 온전히 구원된 사실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이 사건의 

모든 의의를 담고 있다고 할 때, 여자를 죄악으로부터 구하길 거부한 화자에게 

작가는 자연스런 화해가 낳는 ‘산문적 풍경’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투’ 뒤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오판한 화자가 보여주고자 한 ‘진짜 

남편’의 모습을 여자는 견딜 수 없어하며, 머지않아 발생한 여자의 자살을 

통해서 화자는 비로소 가족의 꿈이 일찍이 좌절된 상태였음을 깨닫게 된다.   

 

 - Я совсем, совсем здорова.  

  Но сказавши, тут же вдруг покраснела, видимо от стыда. Видимо, это был стыд. О, 

теперь я понимаю: ей было стыдно, что я еще муж ее, забочусь об ней, все еще будто 

бы настоящий муж. Но тогда я не понял и краску приписал смирению (пелена!). 

(24:26) 

 - 전 정말,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마친 뒤 아내는 부끄러움 탓인지 갑작스레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워하는 걸로 보였다. 아, 이제야 나는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내가 아직도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진짜 남편인양 그녀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다. 당시 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온화함의 표시로 

받아들였다.(장막!)  

 

코르닐로바의 가족이 ‘범죄’ 이후 더 견고해질 것임을 ‘삶의 진실’로 믿을 뿐 

아니라 이를 현실의 이야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도스토옙스키는 그녀의 

무죄를 이끌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삶의 진실’을 지지하는 ‘더 나은 

오심’을 찾아 임신사실을 증거로 내세우게 된다.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더 

나은 오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진실에 복무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진실’ 없이 쌓아올려진 사실들은 무의미한 



160 

 

오심들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자의 죽음과 마주하고도 자신이 

우연에 농락당했다고만 여기며 ‘놓쳐버린 5분’과 ‘한 움큼의 피’에서 모든 

해답을 구하고 있는 화자의 다음과 같은 독백에는 당대 러시아의 숱한 판결을 

무의미한 오심의 악무한(惡無限)으로 보는 작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Главное, обидное то, что всё это случай - простой, варварский, косный случай. Вот 

обида! Пять минут, всего, всего только пять минут опоздал! Приди я за пять минут - и 

мгновение пронеслось бы мимо, как облако, и ей бы никогда потом не пришло в 

голову. И кончилось бы тем, что она бы всё поняла.... Тут явное недоразумение, как 

хотите. Со мной еще можно бы жить. А что если малокровие? Просто от малокровия, 

от истощения жизненной энергии? Устала она в зиму, вот что...   (24:34-24:35) 

 이 모든 것이 우연, 그것도 단순하고, 야만적이며, 아둔한 우연이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모욕이었다. 바로 그 점이 모욕적이었다! 5분, 겨우, 겨우 5분이 

늦었다! 5분만 일찍 왔어도 순간은 흘러가버리고, 그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으리라... 누가 

뭐래도 명백한 오해가 있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더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빈혈 

때문이었다면? 단지 빈혈 때문에, 삶의 기력이 쇠해서였다면? 그녀는 겨우내 

쇠잔해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뿐이다... 

 

화자가 사회에 복수를 결심하던 시점과 변함없이 삶을 ‘구름처럼 지나쳐갈 

우연’의 합으로 보는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온순한 여인」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의 이상이 차단된 세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 세계가 코르닐로바 

가족이 지닌 ‘산문적’ 힘의 안티테제로 구성된 것이라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반픽션을 통해 ‘삶의 진실’을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작품을 통해 

‘소설적 진실’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회평론가의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술 텍스트를 경유해야 

할 필요성을 『작가일기』의 복합적 구성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까닭을 ‘직선적 사고(прямолинейность)’에 따른 동시대의 지적, 도덕적 

하락에서 찾는다. 12월호 1-2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10월호 1-4장에 실은 짧은 

픽션 「선고(Приговор)」에 대한 해명을 ‘뒤늦은 훈계(запоздавшее 

нравоучение)’의 형태로 시도한다. 「선고」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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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의 자살 사건을 소재로 하여 허무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유서를 재현한 것으로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글에 대한 지인들의 반응에서 

예상했던 우려를 확인한다. 독자들이 오히려 자살에 대한 확신을 굳힐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무주의적 자살에 대한 비판을 픽션으로 전달하려던 

도스토옙스키의 기획은 독자들이 글의 ‘이면(подкладка)’, 다르게 말하기, 

알레고리 등으로부터 소원해지고 있다는 바로 그 현실로 인해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Я с этим согласился; да я и сам, когда еще писал статью, чувствовал, что 

нравоуч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но мне как-то совестно стало тогда приписать его.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стыд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даже в самом простодушном из 

читателей. столько простоты, чтобы он сам не догадался о подкладке статьи и 

цели ее, о нравоучении ее......Но хуже всего, что чем дальше, тем больше 

вочаряется <<прямолинейность>> : стало, например, заметно теряться чутье к 

применению, к иносказанию, к аллегории. Заметно перестали (вообще говоря) 

понимать шутку, юмор, а уж это, по замечанию одного германского 

мыслителя, - один из самых ярких признаков умственного и нравственного 

понижения эпохи. (24:44-24:45)  

나도 그 점에 동의할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도 나 역시 훈계가 불가피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훈계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가장 단순한 영혼을 소유한 독자를 염두에 두더라도, 그가 글의 이면, 

목적, 교훈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할 거라 가정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갈수록 ‘직선적 사고’가 만연한다는 점이다. 응용, 

다르게 말하기, 알레고리에 대한 감각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대체로) 농담, 유머를 

이해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한 독일 사상가의 지적대로 이는 시대의 

지적, 도덕적 하락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한 징후 중 하나인 것이다.   

 

메시지의 오인을 무릅쓰고라도 도스토옙스키는 독자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대신 독자가 스스로 ‘직선적 사고’를 극복하여 글의 이면, 목적에 다다르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누구보다도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작가로서 

‘직선적 사고’가 아닌 응용, 다르게 말하기, 알레고리에 대한 감각을 활용하여 

허무주의적 자살의 동기, 심리를 유서로 재현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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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 짧은 픽션으로 재현된 유서에 대한 위와 같은 해명으로 미루어 

『작가일기』 한 호의 분량으로 게재된 중편 「온순한 여인」또한 동시대의 

‘직선적 사고’에 던진 하나의 도전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160  그런 의미에서 

코르닐로바 사태를 유죄로서 일단락 지으려 했던 동시대인들의 입장을 

‘단순함’으로 규정짓고 ‘복잡함’쪽에 선 자신의 입장을 예술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온순한 여인」이 창작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시각이며, 이를 

『작가일기』에서 해당 이슈가 전개됨에 따라 특정 문구, 서사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텍스트 간 공명이 발생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4-3. 동방문제 담론과 유토피아의 재고(再考) : 「우스운 인간의 꿈」 

 

 1877년 『작가일기』의 4월호에 실린 「우스운 인간의 꿈」은 해당 년도 일기의 

유일한 픽션이자 작가일기를 연재하며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창작물이다. 1876년 『작가일기』에 실린 픽션들과 달리 유독 이 작품을 인접한 

텍스트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877년 

『작가일기』 에 실린 대부분의 논평들이 협소한 정치적 입장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탓에 텍스트의 복합적 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161  실제로 ‘동방문제(Восточный 

                                           
160  마티슨(Мартинсен)에 따르면, 코르닐로바 사건에 적용시킨 ‘단순함과 복잡함’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의 말이 갖는 사회적 책임, 여파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코르닐로바의 무죄가 확정된 후 1877년 12월 『작가일기』에서 

‘법률에 따라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쉽지만 진실을 헤아려 그를 갱생시키는 일은 

어렵다(26:106)’고 말하는 대목은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했던 두 범주, ‘단순함’과 ‘복잡함’이 

애초에 그와 같은 실천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Д.А.Мартинсен, Полемика о 

<<простоте>> и <<упрощенности>> в <<Дневнике писателя>>,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9, 1991, с.181.)  
161  포킨(Фокин)은 1876년도 『작가일기』와 1877년도 『작가일기』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도스토옙스키가 지인과 나눈 한 서신에서 2년이라는 발행기간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는 점, 그리고 1877년 『작가일기』를 마감하면서 독자에게 월간 이외의 

방식으로는 일기를 발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П.Е.Фокин, К 

Вопросу о генезисе <<дневника писателя>> за 1876-1877 гг.,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13, 

1996, с.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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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прос)’라는 시대의 화두에 답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더 이상 그 

주장의 세부를 일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러시아의 전 세계적 사명,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단일하고도 일관된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162  그러나 

이 시기 그의 평론이 보여주는 유례없는 단성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방문제에 관한 담론은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점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작가일기』는 이 담론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통로이기 이전에 

담론에 이르는 작가의 다양한 사유 형식을 기록한 장이다. 동방문제가 이 시기 

『작가일기』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 화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가 하위 주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장르를 배치하는 

방식은 펠리에톤적 글쓰기에서 연원하는 예측불가능성, 임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의 일부 

장면이나 유대인 문제에 대한 논평은 각각 동방문제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며, 

같은 논리로 「우스운 인간의 꿈」 또한 작가의 시의적 관심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 작품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단편소설이 1877년 4월 

러시아가 터키에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동방문제가 정점에 달할 무렵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시사적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조차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글을 순수한 종교, 정치 평론과는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1> 주전론과 유토피아의 전망   

 

 앞 장에서 살펴본 「온순한 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스운 인간의 꿈」 

또한 당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의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무르익혀 온 생각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작품의 추상적 세계에 현실의 

                                           
162 투니마노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877년 『작가일기』의 경우 지루한 ‘신념의 고백(profession 

de foi)’끝에 「농부 마레이(Мужик Марей)」와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던 섬세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도스토옙스키가 독자를 상대로 교사이자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고행의 

‘쇠사슬(верига)’처럼 짊어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В.Туниманов, Худож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Дневник пасателя”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Ленинград, 1965, с.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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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반복해서 되뇔 

뿐 그 연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우스운’ 면모란 도스토옙스키가 

1876년 『작가일기』 6월호 2-4장에서 ‘역사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해(Утопические понимание истории)’를 설파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그것이 

불러일으킬 반향으로서 누누이 강조했던 세간의 비웃음과 맞닿아 있다.  

 

 К чему играть в слова, скажут мне : что такое это <<православие>>? и в чем тут 

особенная такая идея, особенное право на единение народностей? И не тот же ли это 

чис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союз, как и все прочие подобные ему, хотя бы и на самых 

широких основаниях, вроде как Соединенные Американские Штаты или, пожалуй, 

даже еще шире? Вот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задан; отвечу и на это. Нет, это будет 

не то, и это не игра в слова, а ту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удет нечто особое и неслыханное; 

это будет не одно лишь политическое единение и уж совсем не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захвата и насилия, - как и представить не может иначе Европа; ....И если верить в это 

<<новое слово>>, которое может сказать во главе объединенного православия миру 

Россия, - есть <<утопия>>, достойная лишь насмешки, то пусть и меня причислят к 

этим утопистам, а смешное я оставлю при себе. (23:50) 

무엇하러 말장난을 하느냐고, 도대체 그 ‘정교’란 무엇이냐고 사람들은 물어올 

것이다 : 정교가 어째서 무슨 특별한 이념이 되는 것인지, 그 중에서도 민족성을 

통일할 특별한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지? 비록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그 

보다 더 넓은 범위에 기반한 것이라 해도 그래봤자 우리가 숱하게 보아온 순수 

정치적 동맹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바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그에 답하려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며, 말의 유희도 아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특별하고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유럽이 달리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지 정치적 단합도 아니고, 정치적 지배나 강압을 위한 것도 아니다.... 

통일된 정교의 대표로서 러시아가 세계를 향해 하게 될 <<새로운 말>>을 믿는 것이 

비웃어 마땅한 <<유토피아>>의 일로 여겨진다면, 나는 비웃음을 껴안고라도 그 

유토피아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쪽을 택하겠다.    

 

러시아가 사심 없는 형제애로 전 슬라브인의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섬으로써 

정치적 동맹이나 제국주의적 야심을 예상하는 유럽의 편견을 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위에서 보듯 늘 그 주장이 얼마나 실소를 자아내는 

유토피아적인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 반성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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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웃음을 예측하는 태도는 ‘유토피아’를 달성할 생각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의 한계를 역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이상 비웃음이 

유효하지 않으리라는, 따라서 그 비웃음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유토피아로 치부되는 화합의 이념이 말의 

유희에 머물지 않고 조만간 현실에서 실현된다고 할 때, 작가가 이탤릭체로 

강조하고 있는 ‘현실(действительно)’은 독자들도 알고 있는 당면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1876년 6월 말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터키에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러시아는 세르비아편에서 전쟁을 지원하게 되면서 동방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하였고, 도스토옙스키는 현실에서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새로운 말’의 가까운 실현을 논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언명의 증거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첫 움직임은 매우 은밀하게 

지시하면서 여전히 이 언명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한탄할 때, 

정적인 인식과 대조되는 현실의 변화, 즉 전쟁의 개시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의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실의 변화를 예언이 실현되는 증거로서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우스운 자’라는 포즈에 내포된 유로지비적 정체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163  이처럼 ‘우스운 자’의 숙명에 따라 자신의 발언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태도는 앞서 ‘역설가’라는 대화상대자를 

등장시키는 데에서부터 예비된 것이다. 정교에 의한 정신적 유대를 바탕으로 

슬라브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동방문제에 관하여 도스토옙스키가 

지닌 가장 포괄적 이념이라면, 그 이념의 현실적 방안으로 선택된 것은 

주전론(主戰論)이었다. 러시아가 전쟁에 가담하려는 조짐을 보이기 이전에 

전쟁을 옹호해야 하는 어려움을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기인(чудак)이자 

                                           
163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오늘날 러시아의 모든 인터넷 평론의 원형을 보는 연구자 

안둘라이치스(Андулайтис)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준 ‘유로지비 

행세(юродствование)’는 넷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장(假裝, прикидывание)’과 매우 

유사하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로지비 행세란 독자에게 끊임없이 양해를 구하고 자신을 

바보로 낮추는 포즈를 취하지만 내심 자신을 무척 진지하게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이다.(Леонид Андрулайтис,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как прообраз сетевой 

публицистики, «Октябрь» 2005, №12)  



166 

 

역설가라 칭하는 한 지인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자 한다. 164  역설가는 

『작가일기』에서 정치적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1876년 4월호 

2장에 처음 소개된다. 1876년 여름에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실제로 방문하게 

되는 독일의 휴양도시 엠스에서 이 역설가와 재회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한 뒤 

7-8월호 4장 전체를 역설가와의 대화에 할애한다. 두 만남에서 모두 

도스토옙스키가 전쟁에 관한 짤막한 물음을 던지고 역설가의 긴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가의 용도가 주전론에 관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는 4월호 2-2장 ‘역설가(Парадоксалист)’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몇 년 

전 그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여 전달하는 대목이다.  

 

 - Но вы говорите о великодушных идеях, об очеловечении. Разве не найдется 

великодушных идей без войны? Напротив, во время мира им еще удобнее развиться.  

 - Совершенно напротив, совершенно обратно. Великодушие гибнет в периоды 

долгого мира, а вместе него являются цинизм, равнодушие, скука и много - много что 

злобная насмешка, да и то почти для праздной забавы, а не для дела. Положитель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долгий мир ожесточает людей. В долгий мир социальный перевес 

всегда переходит на сторону всего, что есть дурного и грубого в человечестве, - 

главное к богатству и капиталу.  (22:123-22:124) 

                                           
164  1873년 『시민』에 게재한 컬럼 형식의 작가일기의 첫 글인 ‘서론(Вступление)’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게르첸의 『피안에서(С того берега)』를 극찬하며, 그 이유로 게르첸이 

상대하는 논객(оппонент)의 현명함을 꼽는다.  

    ‘-И мне особенно нравится, ....что ваш оппонент тоже умен. Согласитесь, что он ва    с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ставит к стене. (21:8)  

    “특히 당신의 반론자 역시 똑똑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 그가 많은 부분에 있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더군요.”  

   도스토옙스키의 역설가가 게르첸의 반론자를 얼마나 모델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켈리(Kelly)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켈리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역설가는 게르첸의 

반론자와 마찬가지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이상주의자들의 낭만적 논리를 

반박하려 하지만, 게르첸의 반론자가 유토피아의 대척점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도스토옙스키의 역설가는 유토피아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설가가 실증적 관점에서 

유토피아를 옹호하게 된다함은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전 세계적 화합의 이념과 주전론이 

양립가능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Aileen Kelly, Irony and Utopia and 

Dostoevsky : From the Other Shore and Diary of a Writer, The Russian Review, Vol.50, No.4, 1991,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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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넓은 영혼의 이념들, 인간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꼭 전쟁이 

아니고서는 넓은 영혼의 이념들을 구할 수 없는 겁니까?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 그 

이념들이 더 순조롭게 발전하지 않을까요.  

 -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됩니다. 넓은 영혼의 이념은 오랜 평화시에는 

퇴조를 보이고 그 대신 냉소주의, 무관심, 권태, 그 밖의 각양각색의 사악한 비웃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릴없는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단언컨대, 장기간의 평화는 인류를 광포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화가 

장기화되면 사회적 우세는 항상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거칠고 나쁜 면, 주로 

부와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기간의 평화가 인류를 부와 자본에 경도되게 함으로써 명예, 희생과 같은 

‘위대한 이념’의 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이념’의 

쇄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설가의 주장은 1877년에 이르면 그대로 

도스토옙스키의 주장이 된다.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는 더 이상 논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상가로 역설가를 제시하면서 왜 그의 입을 빌려 주전론에 

접근하고 있는가? 역설가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면서도 그를 폄하하는 

반응에서 두 가지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도스토옙스키 자신 또한 

실제로 전쟁의 순기능을 믿지 않았으나 현실의 추이를 지켜보며 역설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강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자에게도 이 

설득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세르비아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여름에 역설가와 재회하여 두 번째 

대담을 시도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동방문제에 대한 역설가의 입장에 전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1876년 『작가일기』 7-8월호 4장은 총 5개의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장 

‘러시아의 고유한 여름(Оригинальное для России лето)’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을 진단하기에 앞서 역설가는 엠스라는 구체적 공간이 표상하는 현인류의 

인공정원(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ад)을 도래할 진짜 정원(Сад)에 대비시키며 장기간의 

평화가 야기한 거짓 문명을 구체적 실례로써 비판한다. 4-1장 ‘온천의 무엇이 

요양을 돕는가 : 물인가 상류사회인가?(Что на водах помогает : воды или 

хороший тон?)’에서 역설가는 사람들 사이의 화기애애함이 넘치는 휴양지의 

풍경에서 부르주아 산업을 바탕으로 재현된 ‘유사 황금세기(подобие золот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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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ека)’를 본다. 치료의 효능이 자연보다도 상류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역설가의 의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서구 문명에 대한 진부한 

비판으로서 일소에 부쳐지고 있다면, ‘어느 쪽이든 낙원처럼 보이기만 하다면 

마찬가지인가’라는 다음과 같은 물음은 이제는 진짜낙원과 유사낙원 중에서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 제안을 담고 있다.  

 

 А меж тем эти розы принесены на продажу по пяти и по десяти немецких грошей за 

штуку, и дева полей до них не прикасалась вовсе. Золотой век еще весь впереди,  а 

теперь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о вам-то какое дело и не всё ли равно : они рядятся, они 

прекрасны, и выходи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очно рай. Да и не всё ли равно : <<рай>> или 

<<точно рай>>? (23:87)  

헌데 이 장미들은 송이당 독일 주화 5개나 10개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들판의 처녀의 손길은 이 장미들에 조금도 닿지 않았다. 황금세기는 아직도 

요원하며, 우리는 지금 산업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러분에게 매한가지가 아닌가. 꽃들은 화려하게 꾸며져 아름다우며, 실제로 

낙원과 똑같은 풍경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매한가지가 아닌가 : <<낙원>>이든 

<<영락(零落)없는 낙원>>이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당시 머물고 있던 현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르주아적 경제 질서가 만든 낙원의 인공성을 생생하게 묘사한 역설가는 4-

4장 ‘대지와 아이들(Земля и дети)’에서 대문자 정원(Сад)에 대한 희망을 

진지하게 피력하게 된다. 역설가가 말하는 대문자 정원은 도스토옙스키의 

대지주의 철학이 이상적으로 실현된 공간이다. 이 정원에서 모든 아이들은 

아담처럼 대지에서 나고 자라며, 그렇게 ‘새로워진 인류(Обновленное 

Человечество)’가 농노해방 이전에 존재했던 마을공동체인 옵시나(община)의 

방식으로 토지를 공유하며 살아가게 된다. 역설가는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때 부르주아가 기득권을 잡은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농노해방 이후로 

대지가 모든 질서의 근간이길 멈추었으며, 인간의 역사적 단계 속에서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다. 역사와의 단절을 통해서 진정한 낙원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역설가의 바람은 ‘전 세계적 역사(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회의적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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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моему, порядок в земле и из земли, и это везде, во всем человечестве. Весь порядок 

в каждой стране- политический, гражданский, всякиий- всегда связан с почвей и с 

характером землевладения в стране. В каком характере сложилось землевладение, в 

таком характере сложилось и всё остальное. Если есть в чем у нас в России наиболее 

теперь беспорядка, так это в владении землею, в отношениях владельцев к рабочим и 

между собою, в самом характере обработки земли. И покамест это всё неустроится, не 

ждите тверд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во всем остальном. Я ведь никого и ничего не виню: тут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 и мы понимаем.(23:98)  

내가 보기에, 질서는 대지에 있고, 대지로부터 나오며, 이는 어디서나, 인류 전체에 

유효한 현상이다. 각 나라에 존재하는 정치적, 시민적 질서, 그리고 및 기타 모든 

질서는 항상 토양과 그 나라가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토지소유가 

이뤄진 방식을 나머지 모든 것이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 러시아에서 무질서가 가장 

현저한 부분이 바로 토지소유이다. 즉 노동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태도, 이들 

상호간의 관계, 토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무질서를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영역에서도 견고한 조직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무엇이든 탓할 생각은 없다. 전 세계가 그런 역사를 밟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설가는 대지의 상실 이후로 전개된 인류의 삶이 결국 대지로 회귀해야 

함을 증명하는 역사였다고 보지만, 이러한 역사의 법칙으로부터 대지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될 것이라는 신뢰를 끌어내지는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역사의 법칙을 배반한 역사였을 뿐이며, 역설가의 거친 역사적 도식에 따라 

성곽 중심의 중세, 대도시 중심의 부르주아 시대를 끝내고 ‘새로워진 인류’가 

주역이 되는 제 3의 국면(третий фазис)은 더 이상 역사에 속하지 않는 

시공간, 즉 성경적 인유로 가득한 낙원으로 형상화된다. 역사에서 역사 이후의 

낙원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역설가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지만, 이어지는 4-5장에서 러시아의 첫 참전이 이루어진 그해 여름을 

‘고유한(оригинальное)’, 또는 ‘세기(эпохой)’의 여름이라 부르며 전쟁을 

이행의 중요한 기점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그가 4-4장에서는 민중과 대지의 

결속을, 4-5장에서는 민중이 세르비아로 자원하여 떠나는 현상을 모두 불변의 

‘공식(формула)’이라 규정하는 데서도 낙원이라는 목표와 전쟁이라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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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 결합됨을 알 수 있다. 4-5장을 마지막으로 역설가는 퇴장하고 4장 

말미의 ‘덧문(Post Scriptum)’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참전과 민중의 

자원이 ‘정교의 일(Православное дело)’에 속한다는 역설가의 주장을 충실히 

반복하게 된다.  

 

<2> 레빈의 한계와 러시아적 해결  

 

 체르냐예프가 지휘하는 러시아군이 세르비아에서 기대이하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보고하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전쟁의 효용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세르비아전의 실패는 1876년과 1877년 사이에 동방문제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입장이 훨씬 호전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핍박받는 슬라브 동포를 향해 러시아가 사심 없는 손길을 뻗쳐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낙원’과 같은 추상적 명분 대신 전쟁의 기운을 

결집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사에 의존하게 된다. 실현이 요원한 낙원 

대신 역사를 함께 겪고 있는 타민족에 대한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지금 

이대로도 상관없는가(не всё ли равно)’라는 동일한 문제제기가 시간 축에서 

공간 축으로 옮겨진다. 예컨대, 1877년 작가일기 2월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불가리아에서 벌어지는 살상에 대해 페테르부르그에 있는 러시아인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의 문제를 ‘등가죽을 벗겨낸 일화(Анекдот о содранной со спины 

коже)’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165  이 일화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시도하는 

                                           
165  발칸반도의 슬라브인들을 잔혹하게 억압하는 터키의 이미지가 도스토옙스키에 의해 처음 

부각된 것은 아니었다. 『발칸의 역사』의 저자 마크 마조워에 따르면, 1876년 불가리아의 

독립전쟁과 관련하여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W.E.Gladstone)이 쓴 정치팜플렛 

「불가리아 참사와 동방문제(The Bulgarian Horrors and the Question of the East)」는 

투르크인들에 대한 편향된 감정을 부풀렸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잔학행위를 저질렀거나 

투르크인들로 하여금 그같이 행동하도록 부추긴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크 마조워, 『발칸의 역사』, 이순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4,31쪽.) 

도스토옙스키는 1877년 『작가일기』 2월호에서 터키의 잔학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전해들은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는데, 한 소녀가 체르케스인이 산채로 아버지의 살갗을 벗겨내는 

것을 목격한 뒤로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실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 일화의 충격적 효과를 유럽문명의 이기에 잠재된 포악성과 등치시키는 

독특한 논리를 구사한다. 표면적으로는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터키를 동방문제의 

원흉으로 제시하는 듯하지만, 자신의 문명과 관계된 이해를 보전하기 위해 반(反)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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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와 물리적 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한 사고실험은 2달 후 게재된 「우스운 

인간의 꿈」에서 주인공의 꿈을 촉발하는 철학적 물음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 

물음의 주체로서 우스운 인간이 보여주는 고유한 정신세계는 도스토옙스키의 

내면보다는, 그가 이 무렵 동방문제의 중요한 논쟁상대로 발굴한 한 인물, 

정확히는 그 인물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해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인물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레빈이다. 1877년 『작가일기』의 

구성을 보면 「우스운 인간의 꿈」을 전후로 『안나 카레니나』의 일부 장면에 

대하여 두 차례 펠리에톤적 논평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주된 

관심은 ‘레빈’이라는 유형, 즉 러시아의 ‘레빈들’이다. 레빈이 보여주는 정신적 

특질과 「우스운 인간의 꿈」이 갖는 환상성이 작가의 구상 속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1876년 『작가일기』 10월호 1-4장 ‘두 자살(Два 

самоубийства)’의 한 대목에서 알아보자.    

 

Ведь не только чтоб создавать и пис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о и чтоб 

только приметить факт, нужно тоже в своем роде художника. Для иного наблюдателя 

все явления жизни проходят в самой трогательной простоте и до того понятны, что и 

думать не о чем, смотреть даже не на что и не стоит. Другого же наблюдателя те же 

самые явления до того иной раз озаботят, что (случается даже и нередко) - не в силах, 

наконец, их обобщить и упростить, вытянуть в прямую линию и на том успокоиться, - 

он прибегает к другого рода упрощению и просто-запросто сажает себе пулю в лоб, 

чтоб погасить свой измученный ум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вопросами разом. Это только две 

противуположности, но между ними помещается весь наличный смысл человеческий. 

Но, разумеется, никогда нам не исчерпать всего являения, не добраться до конца и 

начала его. Нам знакомо одно лишь насущное видимо-текущее, да и то понаглядке, а 

концы и начала- это всё еще пока для человека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23:144-23:145)  

비단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쓰기 위해서 뿐 아니라 사실을 발견하는 일 하나에도 그 

나름의 예술가가 될 것이 요구된다. 어떤 관찰자에게는 삶의 모든 현상들이 더없이 

                                                                                                        

전쟁에 앞장서지 않는 유럽을 비판하기 위해 이 일화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일화의 강력한 효과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비약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문명의 이해관계는 모두 저주 받아도 좋다. 심지어 문명 자체를 저주하겠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살갗을 벗겨내야 한다면. да, да будет прокляты эти интересы 

цивилизации, и даже самая цивилизация, есл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ее, необходимо сдирать с 

людей кожу.”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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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스러울 정도의 단순성과 명료함 속에 진행되어 생각할 것도, 심지어 볼 것도 

없는 반면, 다른 관찰자는 동일한 현상들에 대하여 심히 고뇌한 나머지 (드물지 않게) 

마침내 그것들을 종합하고 단순화할 힘도, 직선적으로 늘어뜨린 뒤 거기서 안도할 

힘도 없다. 그는 다른 종류의 단순화를 찾는데, 아주 간단히 이마에 총탄을 쏘아 

자신의 지친 머리를 모든 질문들과 함께 소멸시켜버리는 것이다. 이 단순한 두 

대립쌍 사이에 모든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자리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모든 

현상을 남김없이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의 처음과 마지막에 닿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가시적인 현재의 일 중에서 긴급한 부분만을, 그것도 피상적으로 보아 알고 있을 

따름이며, 시작과 끝은 인간에게 아직 환상적인 일이다.  

   

인간은 시작과 끝을 모른 채 그가 속한 현재의 관점에서 문제와 씨름하며, 

따라서 그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미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단순화의 두 극단 중에서도 문제의 시작과 끝에 닿기 위해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고뇌하는 유형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숨은 선호는 레빈을 이 

유형의 대명사로 상세히 탐구하는 데에서 표면화된다. 그 자신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치우침 없는 태도를 자신할 수 없다며 당대에 발표되는 작품들에 대한 

언급을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도스토옙스키는 예외적으로 1877년 『작가일기』 

2월호 2장에서 『안나 카레니나』의 몇몇 장면을 논하기로 한다. 1877년 1월 

『러시아통보』에 『안나 카레니나』의 6부 1장-11장이 발표되었고, 

도스토옙스키는 6부 11장에서 레빈과 오블론스키가 나누는 대화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 일반 문예비평이 아닌 ‘По 

поводу’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 작품을 повод로 그가 

논하려는 핵심 주제를 ‘시대의 환부(злоба дня)’라 일컫는다.166   

                                           
166 злоба дня는 당대의 절박한 과제를 뜻하며, ‘당대적(злободневный)’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시대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시대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현안>>(<<злоба дня>>, даже всё что есть 

наизлобнейшего в нашей злобе дня 25:55)’이라는 대목에서 злоба의 일차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злоба는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위 관용구적 의미에 앞서 

작가 그 자신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특징을 지시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злоба дня라는 문구의 쓰임새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표현이 교회슬라브어로 쓰였을 당시의 의미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노그라도프(Виноградов)사전에 따르면, злоба дня는 1850-60년대 이후로 

인텔리겐챠들 사이에서 ‘즉각적 토의를 요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뜻으로 통용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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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이 지상에서 이룩해가는 역사 전체에 회의를 

드러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가 레빈의 발언에서 발견한 시대적 환부란 바로 

이 역사적 관점의 한계였다. 사냥 후 한 농민의 농가에 머물며 레빈과 

오블론스키는 사회적 불평등과 자신들의 귀족적 특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회적 불평등의 불합리를 인식하는 마음과 자신이 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조화시킬 수 없어 괴로워하는 레빈에게 오블론스키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아무 농민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레빈은 오블론스키의 

제안을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단단한 구조로 존재하는 현실, 따라서 자신이 특권을 누려야 하는 

기왕의 현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병적으로 대답을 모색하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는 레빈의 

이 한 가지 특질(одна черта)로부터 오늘날 러시아에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대표할 전형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레빈이 

죄책감이라는 도덕적 물음에서 올바로 출발하였으나 역사적 해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레빈들’이 봉착하게 될 절반의 해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도스토옙스키는 각 계급의 권리란 유럽이 역사적으로 발명한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권리란 없으며 단지 역사가 있을 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따라서 레빈이 그의 도덕적 불편함을 자신의 ‘권리(право)’의 문제로 파악하는 

순간 그 또한 유럽이 지속해 온 역사적 해결의 굴레를 벗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빈이 취할 수 있는 절반의 해결의 한 예로 도스토옙스키는 빈자들에게 

레빈이 전 재산을 나누어주는 상상을 해 본다. 그러나 작품에서 자신의 

죄책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레빈과 마찬가지로 ‘빈자’들에게 전 재산을 

나누어주는 가상의 레빈의 대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모두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데, 이로써 그가 ‘러시아적 해결(русское решение)’을 새로이 제안하기 

위해 역사적 관점을 얼마나 깨끗이 증류해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천상의 

                                                                                                        

교회슬라브어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걱정’을 뜻하는 말이었다. (В.В.Виноградов, История 

слов, Москва : Русский язык, 1999, c.199-201.) 도스토옙스키는 과거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사회적 문제가 귀족들이 사냥 도중에 한가로이 논할 만큼 일상적인 

걱정거리처럼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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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에서나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예견하는 

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적 해결’의 종교적 차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그가 부단히 강조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을 의미 있는 

단위(единицы)로 여기고 그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몸소 실행(Исполните 

на себе сами)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러시아적 해결의 관점에서 레빈은 

계급적 의식에 묶여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인물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레빈이 보여준 도덕적 문제의식에서 ‘소수 단위’의 잠재력에 

대한 단초를 얻는다. 레빈에 대하여 기대와 실망을 아울러 드러내는 

도스토옙스키의 양가적 태도는 그러한 잠재력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인 것이다. 

이후 1877년 『작가일기』 7-8월호에서 『안나 카레니나』의 8부에 나오는 레빈에 

대한 논평이 재개된다. 167  도스토옙스키는 슬라브동포에 대한 러시아 민중의 

무조건적 동요(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чувство)의 실체를 부정하는 레빈의 주장을 

                                           
167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비평을 얼마만큼 톨스토이와의 사상적 논쟁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일례로, 프리들렌데르는 이 

소설의 일부 장면에 대한 논평을 계기로 도스토옙스키가 ‘지주 문학(помещичья 

литература)’의 대표자인 톨스토이와 확실히 갈라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레빈은 그가 

자신하는 것처럼 민중의 일부가 아니라 지주에 불과하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지적은 곧 이 

인물을 창조한 작가 톨스토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비단 레빈에 

투영된 톨스토이의 입장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의 등장을 

특별하고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Факт особого значения)로 부각시킨다. 레빈과 같이 

러시아 사회의 지도층이 될 만한 귀족 인텔리들조차 민중과 점차 분리되어가고 있다는 

통탄할만한 사실(прискорбный факт)이 『안나 카레니나』 속에서 최초로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리들렌데르는 레빈에 초점을 맞춘 도스토옙스키의 비평이 이 

소설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듯한 상황이나 문제가 모여 이루는 ‘하나의 공통된 

지점, 중심이 되는 의미’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즉, 개별 플롯이나 

인물 위주로 이루어지던 동시대 비평이 사랑, 가족의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이 모든 테마가 이 소설에서 어떠한 철학적 물음으로 응집되는가에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Г.М.Фридлендер, Достоевский и Лев Толстой,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3, 1978, с.86-89.) ; 한편, 레빈과 톨스토이의 분신적 관계에 대하여 

도스토옙스키는 교묘한 비판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컨대, 슬라브동포를 위해 전쟁에 

자원하여 떠나는 민중을 ‘푸가쵸프 도당’에 비견하는 레빈의 발언을 두고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을 이처럼 비하하는 관점은 톨스토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예술가로서의 직분에 충실한 

톨스토이가 신경질적인 레빈의 성격에 부합하는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울 

뿐이라고 말한다. (25:213) 그러나 톨스토이의 역할을 예술가에 한정하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동방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레빈이 갖는 권위를 불가분 

떨어뜨리며 이것이 곧 톨스토이가 갖는 신념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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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며 동방문제의 해결에 있어 레빈이 갖는 한계를 부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데, 이를 통해 그 사이 게재된 글들이 러시아적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또 다른 장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수 단위’의 

위력을 중요시하는 러시아적 해결의 모델이 「우스운 인간의 꿈」과 유대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우스운 인간의 꿈」과 불완전한 인류애   

 

 「우스운 인간의 꿈」은 『작가일기』 의 글들에서 반복되어온 ‘문명사회의 

유지를 위한 평화와 신성한 전쟁’, ‘유럽적 역사의 승인과 러시아적 

해결’이라는 논쟁구도를 어떻게 지속하게 되는가? 앞선 인용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현재의 긴급한 문제에 답을 구하기 위해 도달하고자 

하나 도달할 수 없는 시작과 끝을 환상적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우스운 

인간의 꿈」이 구현하고 있는 환상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 주인공 화자는 두 

달간 권총을 서랍에 넣어둔 채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은 

마찬가지이다’는 결론을 자살로 실행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중 그는 

정확히 11월 3일에 실행하려던 자살을 중지함과 더불어 지구의 타락 이전에서 

타락 이후까지를 보여주는 꿈을 꾸게 된다. 현재의 촘촘한 순간들에서 자살의 

징후를 찾던 인물이 인류의 전 역사를 재현하는 꿈을 꾸게 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시대적 환부’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필요한 시작과 끝이라는 

환상적 영역을 작품 속으로 도입하고 있다. 역설가와 레빈의 물음을 

상기시키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가(всё равно)’라는 두 마디로 축약된 물음이 

화자에게 현재에서 영겁의 시간으로 건너가는 출구가 되는데, 그에게 나타난 

꿈이 바로 이 물음이 가시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우스운 자라는 오명 속에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신념을 

고수해오다 이 신념을 저버리게 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며, 자살의 실패가 

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그러한 극단적 선회가 오히려 본래의 신념으로 

강력하게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Они говорили об чем-то вызывающем и вдруг даже разгорячились. Но им было вс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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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вно, я это видел, и они горячились только так. Я им вдруг и высказал это: <<Господа, 

ведь вам, говорю, всё равно>>. Они не обиделись, а все надо мной засмеялись. Это 

оттого, что я сказал без всякого упрека, и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мне было всё равно. 

(25:105)  

그들은 뭔가 격앙될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별안간 흥분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차별했다. 그들은 괜히 흥분해 본데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안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여러분, 

당신들에게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들은 화내지 않았고, 모두 나를 비웃었다. 내가 

전혀 나무람 없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게도 모든 것이 무차별했기 때문이다.    

  

위 단락에서 화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떼어낸 한 표본을 통해 이 세계 

어디에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신념을 확인할 길이 없음을 

호소한다. 자신의 유로지비적 신념으로 그들을 인도하기에 앞서 화자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냉소의 전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뿐 

아니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거리에서 만난 한 소녀의 구걸을 냉혹하게 뿌리친 

것을 계기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가’라는 그의 반복된 물음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며 사실상 화자가 우스운 자로서 꾸는 꿈의 얼개를 완성한다.  

 

  Например, мне вдруг представилось одно странное соображение, что если б я жил 

прежде на луне или на Марсе и сделал бы там какой-нибудь самый срамный и 

бесчестный поступок, какой только мож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и был там за него поруган 

и обесчещен так, как только можно ощутить и представить лишь разве иногда во сне, в 

кошмаре, и если б, очутившись потом на земле, я продолжал бы сохранять сознание о 

том, что сделал на другой планете, и, кроме того, знал бы, что уже туда ни за что и 

никогда не возвращусь, то, смотря с змели на луну - было бы мне всё равно или нет? 

Ощущал ли бы я за тот поступок стыд или нет? (25:108) 

 예를 들어, 나는 불현듯 한 가지 기묘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 과거에 

달이나 화성에서 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저지른 

뒤 응분의 비난과 굴욕에 처했으나 그것이 이따금 꿈이나 악몽 속에서 감지하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치자. 그리고 지구에 도착한 후 다른 행성에서 저질렀던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지만 그곳으로 절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인가? 나는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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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것인가?  

 

 아득한 시공간에서 단 한명에 의해 저질러진 수치스런 행동을 상상하며 

화자는 인류애가 발생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는 행성과의 거리, 그리고 행성 전체를 상대하는 개인이 모두 

인류애 성립에 있어 매우 비대칭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런 행동’을 가정하는 데에서 이미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실험은 인류애가 가장 미미한 단위라 할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인류애를 형제애로 바꾸어 본다면 

화자의 공상이 당대의 맥락과 공유하는 지점은 보다 뚜렷해진다. 이웃한 

슬라브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즉각적 호의가 형제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주전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근거 중 

하나였다. 168  범슬라브적 형제애가 국가 간 외교적 움직임 및 언론의 선동과 

무관하게 민중 개개인에게 존재하는 감정임을 증명함으로써 전쟁의 ‘신성한’ 

명분을 확보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자의 꿈은 그를 형제애/인류애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신념에 의해 인도되어 간 곳은 그 

신념을 충만한 형태로 안겨주고 있는가? 화자가 지구를 닮은 행성에 당도하여 

본 세계가 태초의 낙원을 보편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면, 유토피아 소설로서 이 

작품이 갖는 고유함은 낙원을 바라보는 화자의 독특한 감정과 마치 그 

귀결로서 마련된 듯한 타락이라는 결말에 있다. 비록 화자가 꿈에서 본 

조화로운 공동체에 대한 ‘진리(Истина)’를 전파할 것을 결심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지만, 그 진리가 이 작품의 유일한 메시지라면 타락이 

시작되는 4장의 후반부와 5장의 존재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168  도스토옙스키가 화자가 느낄 수치로써 먼 곳의 민족에 대한 러시아 민중 각자의 소명을 

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1877년 『작가일기』 7-8월호 3-4장에서 동방문제와 관련하여 위 

비유가 레빈에게 반복 적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안나 

카레니나』의 8부를 읽고 나서 레빈이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감정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에게 심한 환멸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반응은 8부가 발표되기 전 「우스운 인간의 

꿈」을 쓰는 데 있어 레빈이 화자의 긍정적 모델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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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혼자서 행성 전체를 타락시킨 사실을 ‘느낌(ощушение)’으로만 간직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서사의 차원에서 4장과 5장 사이에 타락의 

경위가 생략되어 있는 듯하나, 5장에 나타난 타락의 양상을 보면 결국에는 

화자가 4장에서 고백했던 ‘우수의 감정’이 행성 사람들을 전염시켰음을 알 수 

있다.   

 

 Я часто говорил им, что я всё это давно уже прежде предчувствовал, что вся эта 

радость и слава сказывалась мне еще на нащей земле зовущею тоскою, доходившею 

подчас до нестерпимой скорби; что я предчувствовал всех их и славу их в снах моего 

сердца и в мечтах ума моего, что я часто не мог смотреть, на земле нашей, на 

заходящее солнце без слез... Что в ненависти моей к людям нашей земли заключалась 

всегда тоска: зачем я не могу ненавидеть их, не любя их, зачем не могу не прощать их, 

а в любви моей к ним тоска: зачем не могу любить их, не ненавидя их? (25:114)  

나는 그들에게 종종 이 모든 것을 오래전에 미리 느껴보았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지구에서부터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이 참을 수 없는 비애에 달하는 우수로 전해졌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그들의 영광을 내 심장의 꿈속에서, 내 지성의 염원 

속에서 미리 느끼고 있었으며, 지구에 있는 동안 지는 해를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지구의 사람들을 향한 나의 증오에는 항상 우수가 

서려있었음을.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증오하는 법을 모르는 

것일까하고. 왜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는 우수가 존재하는 것인지. 왜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은 채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인가하고.   

 

Началась борьба за разъединение, за обособление, за личность, за  мое и твое. Они 

стали говорить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Они познали скорбь и полюбили скобрь, они 

жаждали мучения и говорили, что Истина достигается лишь мучением. Тогда у них 

явилась наука. Когда они стали злы, то начали говорить о братстве и гуманности и 

поняли эти идеи. (25:116)  

분열, 개별화, 개인성, 내 것과 네 것을 향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애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통을 

갈구했으며, 진리는 고통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학문이 

생겨났다. 그들은 악하게 된 후에야 형제애와 인도적 가치에 대해 말하고 이 

이념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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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의 이상이 삶의 모든 순간에 침투해 있는 낙원을 배면으로 화자는 

지구를 지탱해온 불완전한 인류애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뒤로하고 온 지구를 생각하는 화자뿐 아니라 타락을 인식하고 

있는 행성 사람들에게도 이 불완전한 인류애는 극복이 아닌 애착의 대상이다. 

우수(тоска), 비애(скорбь)는 낙원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불완전한 

인류애에 머물려는 감정,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 

대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도스토옙스키가 주전론의 숭고한 명분이자 

결과로서 인류의 완전한 통합을 가정하던 단호한 입장에서 물러나 그것을 

반성하는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타락 이전의 낙원을 가리키는 

대문자 진리가 작가의 수사적 의도를 반영한다면, 작품의 시학적 차원에서 

대문자 진리를 압도하는 것은 우수, 비애로 표현되는 타락의 논리이다. 자신이 

꾼 꿈의 유일한 진정성이 타락이라는 ‘끔찍한 진실(ужасная правда)’ 169하나에 

놓여 있다고까지 말하는 화자의 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양상으로만 존재하는 인류애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은 이 작품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다. 1877년 

『작가일기』 3월호 2장과 3장에 걸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범슬라브주의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 문제(еврейский вопрос)’로 과감히 

돌입한다. 타락한 행성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위 두 번째 인용문에서 

‘형제애’와 ‘인도주의’가 민족 간 분열 이후 발명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념은 작가가 슬라브 문제와 유대인 이념 사이의 불화를 다음과 같이 

충분히 직시한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다.  

 

 Но все-таки, не будь так сильна еврейская идея в мире, и, может быть, тот же самый 

<<славянский>> (прошлогодний) вопрос давно бы уже решен был в пользу славян, а 

не турок. (25:77)  

                                           
169  “내 마음이 꿈을 만들어낸 것이라 해도, 과연 내 마음만으로 나중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Пусть сон мой породило сердце мое, но разве одно сердце мое в силах было породить ту 

ужасную правду, которая потом случилась со мной?“ (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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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에서 유대인 이념이 그리 강하지만 않았어도, 아마도 (지난해의) 동일한 

<<슬라브>> 문제는 터키인이 아닌 슬라브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슬라브 이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던 와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에게 

불리한 유대인 문제를 화두로 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작가일기 

곳곳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해온 그가 유대인 문제에 관한 총체적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밝히듯이 자신의 

유대인 혐오를 지적하는 독자의 항의 편지를 의식해서만은 아닐 것이며, 

슬라브 이념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대인 문제와의 대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접근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의 국가들이 현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얽매여 터키에 대한 선전포고를 미루고 있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유대문화를 이러한 경제 질서 극대화의 원흉으로 지적한다. 그들이 

4천 년간 “나라 속의 나라(status in statu 25:81)”를 이루어 온 역사의 본질이 

경제적 이득의 수호에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문제가 슬라브 이념의 실현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전쟁에 동조하지 않는 유럽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달성하는 측면이 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일기 3월호에서 유대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보다 중요한 동기는 그의 슬라브 이념에 도사리고 있는 

민족주의적 배타성이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공동체를 비판할 경우 

범슬라브주의 또한 그 배타적 측면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유대민족의 배타성이 약화된다면 러시아도 얼마든지 그들과 

공존할 것이라는 옹색한 타협안을 내놓는다. 1877년 『작가일기』 3월호 2장이 

이처럼 유대민족의 편협함을 논증하는데 바쳐지고 있다면, 3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민족을 초월하여 인류애를 보여준 한 독일인 의사의 

장례식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며 

유대인 문제 해결에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 하나의 사례(единичный 

случай)가 유대인도 슬라브인도 아닌 유럽의 한 기독교인을 계기로 삼는다는 

점은 전인류의 화합이라는 작가의 이상과 민족주의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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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단위를 중시하는 러시아적 해결로 급히 미봉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 유대인 여성의 편지에서 접한 독일 의사의 이야기가 유대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하나의 사례’에 부합하도록 ‘도덕적 중심(нравственный центр)’을 

지닌 장면(картина)으로 각색되고 있다면 170 ,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창작된 

「우스운 인간의 꿈」에서는 불완전한 인류애를 존속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묘사가 등장한다.    

  

Зато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люди,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придумывать: как бы всем вновь так 

соединиться, чтобы каждому, не переставая любить себя больше всех,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мешать никому другому и жи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сем вместе как бы и в согласном 

обществе. Целые войны поднялись из-за этой идеи. (25:117)  

대신에 다음과 같이 궁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각자가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길 멈추지 않고, 

동시에 다른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살면서도 

모두가 함께 어떻게 조화로운 공동체를 꾸릴 것인가. 전쟁이란 전쟁은 모두 이러한 

이념 때문에 발발했다.  

  

 발칸 반도의 슬라브인들이 러시아인들의 형제애에 갖는 의구심,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주지 구획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스토옙스키가 외면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위 단락에서 

                                           
170  도스토옙스키는 소피야 루리에(Софья Лурье)라는 유대인 여성이 전해온 독일인 의사의 

장례식 이야기에서 유독 한 장면에 관심을 표했다. 그것은 생전에 독일인 의사가 

보여주었던 헌신의 사례 중 한 유대인 여성의 출산을 도왔던 일로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화가라면 반드시 이 출산의 밤을 묘사했을 것(я именно написал этот <<жанр>>, эту 

ночь у еврейки-родильницы 25:90)이라 말한다. 그는 이 장면의 성공적인 회화적 재현을 

위해서는 그림에 ‘도덕적 중심’이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 경우 그가 예시로 드는 

‘도덕적 중심’은 다음과 같다. “새로 태어난 가여운 유대인 아기가 침대 위에서 꿈틀거리고, 

기독교인은 유대인 아기를 손에 받아서 자신이 입고 있던 루바시카로 감싼다(Бедный 

новорожденный еврейчик копошится перед ним на постели, христианин принимает еврейчика 

в свои руки и обвивает его рубашкой с плеч своих. 25:91)” 자신이 화가라면 이 장면을 

그림에 담아낼 것이며, 이 장면이 곧 유대인 문제의 해결을 뜻한다고 말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독일인 의사의 헌신 자체보다도 그것이 예술로 표현되었을 때의 감화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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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와 자기보존의 원칙 속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도모하게 된다는 설정은 

자신이 추구하려는 형제애/인류애가 실상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하는 작가의 

불안 또는 고백으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공존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불완전한 

인류애가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이 

추구해온 주전론의 이상이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주전론의 부정적 

이면을 적극 탐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로써 그가 평론가로서의 주장을 

소설을 통해 회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앞서 동방문제에 개입되는 

화두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한 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현상을 남김없이 관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소설가로서의 충동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평론가로서의 입장과 소설가로서의 자유로운 

발상의 결합이 작가일기라는 독특한 장르의 사회평론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작가일기를 끝으로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사회평론의 계보는 무엇보다도 초기 

창작에서 접한 펠리에톤, 정확히는 그에 의해 고유하게 해석된 ‘펠리에톤적인 

것’에 의해서 추동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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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프랑스의 구조주의자 토도로프(Todorov)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소설 

내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모두들 그의 <사상>에만 열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하생활자의 수기』가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토도로프는 『지하생활자의 수기』야말로 도스토옙스키의 

최초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 작품이자 그의 사상과 기법을 함께 보아야만 

하는 이유임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수상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소설책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일군 최초의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 변모의 기적에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형식을 

관념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픽션과 논픽션, 또는 <모방적인 것>le mimetique과 

<추론적인 것>le discursif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을 제거하는 일 역시 하나의 

<관념>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맥에서 발췌된 고립된 문장들을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에게 곧장 귀속시킨 뒤 작품을 그 문장들로 환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주장들의 요지를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주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는지를 알아볼 차례이다. 우리는 어떤 관념의 평온한 진술대신 그 

관념의 연출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1

  

 

이상에서 토도로프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배태되는 환경으로서 소설에 

온전히 주목할 것을 요청하지만, 본고에서는 토도로프가 소설 밖 어딘가의 

고정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사상가 도스토옙스키의 정체성을 바로 위와 같은 

발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모방적인 것과 추론적인 것이 이질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관념이 평온하게 진술되기보다 연출되고 있다는 점은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꾸준히 응용해온 펠리에톤 장르의 경계적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펠리에톤은 1830년대 

프랑스로부터 처음 도입된 이후로 신문일면의 하단에서 각종 새로운 소식을 

작가의 개성적 필치로 전달하는 글이었으나, 점차 문예지로 자리를 옮기며 

문학성을 지닌 독특한 시평으로 발전하였다.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창작은 

                                           
171 Tzvetan Todorov,  Les genres du discours, Paris : Seuil, 1978, 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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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9세기 펠리에톤의 문학적 진화와 더불어 시작되며, 유형생활을 거쳐 

문단에 복귀한 후에도 펠리에톤 장르에 대한 천착은 잡지 운영을 통해 

지속된다.   

 1847년 『상트페테르부르그 통보』에 연재했던 「페테르부르그 연대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기존의 펠리에톤이 비판받는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기로 한다. ‘쓸 것이 없는 현상’은 펠리에톤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이 부재하는 러시아 현실의 일부임이 논구되고, 사회적 토론 문화의 

미숙을 입증하는 전형으로서 ‘선량한 마음’, ‘식객’, ‘몽상가’ 등이 제시된다. 

최초의 펠리에톤에서 자각했던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의 문제는 ‘По 

поводу..’라는 형식의 독특한 활용으로 이어지며, 잡지 『시대』에서부터 

『작가일기』에 이르기까지 도스토옙스키는 이 형식을 발판으로 문학과 현실을 

아우르는 자유로운 펠리에톤적 글쓰기를 발전시켜나간다. 담론의 표면적 

계기로 일컬어지는 повод에는 곧 동시대를 가장 압축하는 사실이 

선정되었으며,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실에 문학과 현실을 모두 포함시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실이 동시대적일수록 그로부터 문학과 현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잡지 

『시대』에 반년 동안 펠리에톤을 연재하며 가담했던 논쟁은 이의 극명한 

사례였다. 톨마체바라는 여성이 한 공개문학강독회에서 푸시킨의 미완성작 

『이집트의 밤』 중 클레오파트라의 독백으로 이뤄진 시를 낭독한 사실을 두고 

여성해방문제, 러시아 공중의 수준, 푸시킨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이 파생되었으며, 『시대』의 펠리에톤들은 이 논쟁의 

연대기라 할 수 있다.      

 톨마체바 사건이 그 자체로 문학과 현실이 동시에 호응하여 발생한 이슈라면 

여행기 펠리에톤 『여름인상에 대한 겨울메모』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작품을 

повод로 적극 호명하며 러시아의 역사에서 유럽화가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이때 문학작품들은 일반 문예비평의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조망되는 대신 

그것이 포착한 현실의 정수(essence)와 관련지어 부분적으로 논의된다. 문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논평은 비공식적 담론의 외양을 취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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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 채 거기에 무심코 담긴 현실의 한 단면을 발견하는 것이 작품자체의 

의의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3장에서 러시아 민족, 러시아 현실과 

문학 사이에 유기적 관계를 가정하는 대지주의 철학이 바로 이와 같은 

펠리에톤적 논평에 의해 뒷받침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펠리에톤적 글쓰기가 잡지의 한 란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일기』라는 모노저널의 복합적 구성으로 실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집에서 

동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기록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작가일기』는 당대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일상의 잡사(雜事)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현실을 повод로 선택하였다. 문학작품이 повод로 

선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가일기』에서 화두로 채택된 사실은 단순한 

보고의 형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일에 가능한 일을 덧대는’ 

반픽션(semifiction)으로 재구성되거나 또는 별도로 창작된 픽션과 

의미론적으로 공명하는 관계에 놓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도스토옙스키가 

По поводу의 형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펠리에톤적 주관성의 요체라 할 상상력으로 보완하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실을 불완전하게 고려함으로써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글쓰기가 허용된다는 역설은 펠리에톤 장르의 본질이기에 앞서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즘 활동을 시작하며 보여준 낙관에서부터 발견된다. 

우리는 본고의 3장을 시작하며 도스토옙스키가 창간한 잡지 『시대』가 

이념적으로 모호한 지향을 갖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태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 중도적 태도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약되는 것이다. “표트르 대제의 서구개혁을 지지하며 러시아민중이라는 

원천을 회복해야 한다.” 러시아민중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킨 역사적 사건은 지지한다는 입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도스토옙스키는 표트르 대제의 개혁이 러시아로 하여금 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의 문제를 더 앞당겨 목도하게 한 만큼 두 집단 사이의 간극은 

금세 해소될 것이라 낙관한다. 이와 같은 낙관의 의미는 심연의 문제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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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떼어 문자교육의 문제로 옮겨온 데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에서 계급갈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텔리겐챠와 민중 사이의 격차는 

후자의 문자해득률(грамотность)을 끌어올림으로써 메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172  즉,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은 역사발전의 모델보다도 문자의 힘을 

증명하는 일에 쏠려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저널리즘 활동은 문자의 

힘을 통해 민중을 공론장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대』의 문학평론기사 중 「문어성과 문해율」에서 민중을 

위한 독서목록의 요건으로 ‘흥미(занимательность 19:43)’를 중요시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공중이라는 광범위한 독자를 상대로 

사회적으로 유용할 뿐 아니라 이들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론을 

모색하게 된다. 이미 주어져있는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는 작은 형식으로서 펠리에톤은 지금 러시아에서 무엇이 논의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나아가 이를 독자와 공유하기에 적합한 장르였다고 할 수 

있다. 펠리에톤의 짧은 분량과 자유로운 담화의 형식이 넓게는 독자대중, 

좁게는 동시대 저널의 필자들과 기민하게 소통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창작의 전 시기를 통틀어 도스토옙스키가 

펠리에톤이라는 장르에서 취한 이점이 있다면 신속한 화답을 통해 토론의 

활력을 유지하는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시대 문학장에 적합한 형태로 생산된 펠리에톤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본 논문이 도스토옙스키의 

                                           
172 『시대』의 문학평론기사(ряд статей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의 서문(введение)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계급적 차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독특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у нас давно уже есть нейтральная почва, на которой всё сливается в одно цельное, 

стройное, единодушное, сливаются все сословия, мирно, согласно, братски …. Наша 

новая Русь поняла, что один только есть цемент, одна связь, одна почва, на которой 

всё сойдется и примирится, - это всеобщее духовное примирение, начало которому 

лежит в образовании. (18:49-18:50)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는 중립적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하고 

균형잡힌, 일심(一心)의 것으로 합쳐진다. 모든 계급이 평화롭게, 상호 동의하에, 

형제애로써 합쳐진다. … 우리의 새로운 루시는 모든 것이 합쳐지고 화해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시멘트, 한 가지 관계, 한 가지 바탕이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 

모두에 공통된 정신적 화해는 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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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에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당대의 사실들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일종의 

역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 이러한 펠리에톤의 당대성이 더 이상 그 시대에 

속하지 않는 독자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펠리에톤이 글쓰기 전략을 넘어 도스토옙스키 창작 

전반의 시학으로 기능하는지를 판가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엇이 후대의 

독자로 하여금 펠리에톤적 글쓰기에서 비롯된 ‘참을 수 없는 비동시성’ 173을 

견디게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굳건히 

현재성을 입증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마땅히 연구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읽기 

위해 일반 독자는 물론이고 다수의 연구자들조차 사실상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부실함을 재조명하려는 최근의 연구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174 예컨대, 작품이 처음 지면에 연재되었던 

단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연재의 흐름에 포함되는 여타의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지금과 같은 구성에 이른 까닭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매체의 흥행과 독자의 수요를 의식한 연재 

방식은 소설-펠리에톤이라는 장르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175 , 

                                           
173 모레티는 문학사에서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대중문학과 관련하여 특정한 장르의 평균적 

생산물을 지금 읽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루하지만, 역사가가 찾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참을 수 없는 ‘비동시성(uncontemporaneity)’이라고 말한다. 국역본에서는 

‘비동시성’이 ‘당대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위문학에 두드러지는 당대성이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비동시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저를 기준으로 

‘비동시성’으로 바꿔 인용하였다. (프랑코 모레티, 『공포의 변증법』, 조형준 옮김, 서울 : 

새물결, 2014, p.414 ; Franco Moretti, Signs taken for wonders: on the sociology of literary forms, 

Verso, 2005, p.14.)  
174  『백치』의 부차적 주인공들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연구(Елена Сергеевна Савенкова, 

Система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персонажей романа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Идиот” в контексте 

литера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Нижегоро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06)와 『백치』와 

『악령』을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통일성 문제를 고찰한 연구(Степан Алексеевич 

Неклюдов, Проблема целостности романов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на примере романов 

<<Идиот>> и <<Бесы>>), МГУ, 2013)를 예로 들 수 있다.    
175  클리셰의 반복, 묘사보다 대화의 우위, 빠른 행동 및 신속하고도 예기치 않은 사건 전환 

등은 소설-펠리에톤의 성공 공식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재 단위에 걸맞게 각 장이 

독립된 단위로 거듭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아다모비치-하리아시에 따르면, 

소설의 각 챕터들이 전체 텍스트로부터 상대적 독립과 열린 결말을 갖게 되면서 부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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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편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스스로 

그러한 소설-펠리에톤의 창작 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급작스런 마무리와 여운으로 서스펜스를 의도했던 1830-40년대 소설-

펠리에톤 방식과의 차이를 강조하듯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경우 총 12개의 장이 독립적이고 완결성을 띠도록 소설을 집필해 나갔다고 

주장한다. 176  각 장의 독자적 위상이 하나의 통일된 작품을 이루는 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이러한 자신감을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저자로서 

독자에게 위임하는 신뢰로 바꿔 읽을 수 있다. 소설 전체에 나타나는 무질서, 

통일성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예술적 기획의 유무에 대해 우리는 소설을 읽고 

그에 대해 부단히 이야기하는 독자가 됨으로써 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펠리에톤 시학을 보다 엄밀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당대 독자의 인식지평을 복구하는 작업 외에도 보편적 차원에서 

펠리에톤을 읽는 독자와 저자 사이에 일어나는 협업의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수용미학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기약하도록 한다.  

  

 

 

 

 

 

                                                                                                        

플롯을 도입하거나 인물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Maria Adamowicz-Hariasz, 

5. From opinion to information: The roman-feuillet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french press, p.165. In: Dean de la Motto and Jeannene M. Przyblyski, Making the news : 

modernity & the mass press in nineteenth-century France,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9) 
176  1879년 4월 30일 류비모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5장 ‘Pro и contra’의 집필과 관련하여 소설의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한 뒤, 뒤이어 쓰게 

될 모든 부분(отрывок)들 또한 각 장에 비추어 ‘모종의 전체성 및 완결성(нечто целое и 

законченное)’을 지니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30-1:60) 이 대목에 주해를 단 Кийко는 이러한 

소설 구성 원리가 12개의 장에 걸쳐 모두 실현되었으며, 제목에서 나타나듯 모든 장이 개별 

테마에 집중되어 있음을 근거로 든다. (3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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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Данная диссертация имеет своей целью осветить журналист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о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XIX века всегда 

было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историков литературы, однако при этом большинство 

работ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его романам.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считается мнение, что в романах писателя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шли своё 

воплощение идеи полифонизма и диалогизма. Тем более привлекает к себе 

внимание тот факт, что в сфере журналистики Ф.М. Достоевский выступает в 

качестве публициста со вполне определённой, чёт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зицией. 

Переворот в мировоззрении Достоевского, вызванный арестом, годами каторги, 

а также его поворот в сторону идей консерватизма в последний период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а, дают основания считать позицию писателя по в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вполне устоявшейся, цельной и законченной. 

Кроме того,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к журналист Достоевский внёс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жанра фельетона; также обратим внимание на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его фельетоны по духу и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есьма 

отличаются от обычных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статей.  

Фельетон как журналистский жанр попадает в Россию  из Франци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фельетоном” называлась нижняя часть газетной страницы, где 

помещалис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татьи и заметки о новостях городской жизни. Затем 

наблюдаем массовое появление жанра фельетона и на страницах литературных 

журналов. В журналах той поры фельетоны обычно отталкиваются от хроники 

тех или иных ва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событий или процесс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эволюцию фельетона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их авторы всё более 

используют приёмы и средства,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Достоевский публикует в разделе “Петербургская летопись” 

газет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ведомости” четыре своих фельетона. В них 

писатель критически размышляет об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Петербурга, прибег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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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 таким литературным приёмам и средствам, как специфическое построение 

фразы, типизация (изображ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типов героев), анекдот. 

Оригинальные фразы и выведенные писателем типы петербургских обитателей 

(“доброе сердце”, “мечтатель”, “прихлебатель”)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объёмно 

реализуют авторский дискурс посредством повторяющихся мотивов и их 

трансформации. Тип “мечтатель” в определённой мере является эскизом 

\\ прообразом многих персонажей будущих романов Достоевского 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соединении с типами “доброе сердце” и “прихлебатель”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екий совокупный человеческ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й тип,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й, по мнению Достоевского, об отсутствии в России 

полноцен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Авторский стиль 

Достоевского-фельетониста стремится к полемичности, и, например, в 

рассказах “Честный вор” и “Ёлка” такой способ построения текста заключает 

внутри себя фельетон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на основании 

конкретного факта вывод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ния множества 

вероятных фактов.  

В эпоху гласности 1860-х годов фельетону принадлежит ведущая роль в 

полемике между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журналами. В этот период в  

журнале “Время”, издававшемся Ф.М. Достоевским совместно с братом 

Михаилом, писатель, участвуя в споре со своими оппонентами, выступает с 

тремя фельетонам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861 г. в статьях, помещённых в 

рубриках “Фельетоны” и “Смесь”, Достоевский  на отдельных примерах 

незначительных, казалось бы, городских происшествий рассматривает, как 

реализуются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стремление к гласности и обличение 

негативных явлений. Так, исходя из реального факта, когда чтение “Египетских 

ночей” Пушкина госпожой Толмачёвой вылилось в публичный скандал, 

Достоевский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искусство всегда современно, и вместе с тем 

выступает первопроходцем жанра фельетонной критики, совмещающего 

общественную публицистику и литературную критику. Произведение “Зим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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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метки о летн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ерию фельетонов, 

вышедших в журнале “Время” в 1863 г. В нём писатель использует литературу в 

качестве критерия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степени “европеизации” России. В главе, 

определяемой как “лишняя” для обычных читателей газет и журналов, 

Достоевский упоминает неск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Фонвизина, 

Грибоедова и др.), и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выбирает лишь одну какую-то сторону, 

наиболее его поразившую и максимально, на его взгляд, отражающую суть 

российской жизни. Анализ, основанный на таких “выхваченных” из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тдельных, наиболее ярких моментах,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ое 

“почвенничество” писателя, утверждающее органическую связь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жизнью и литературой, создают уникальный фельетонный дискурс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дающий реальные факты через призму богатой писательской 

субъективности.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задумывался Достоевским как моножурнал по принципу 

выбора тем и жанра и вновь обнаруживает элементы поэтики, развившейся из 

фельетонного дискурса. Размышления писателя по поводу увиденного и 

услышанного находят отражение в текстах различных жанров, своеобразно 

резонирующих и перекликающихся между собою. Те или иные избранные темы 

исчерпывающе раскрываются в форме таких жанров, как анекдот, зарисовка из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выдуманная или полувыдуманная история и т.д. Тематическая 

и жанровая соотнесённо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вошедших в “Дневник”, постоянный 

эффект “резонанса” между ними также мог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характер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фельетонной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вторяя в разных текстах и 

так или иначе трансформируя свои подходы к одним и тем же вопросам, 

писатель выступа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 оппонентом тогдашн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либерализма. Колония малолетн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Общество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животным, суд присяжных, антивоенная риторика – во всём этом Достоевский 

видит проя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либерализма и вступает в полемику с последним 

не столько с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позиций, сколько отталкиваясь от конкрет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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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актов русской жизн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роткая” и “Сон смешного человека” 

часто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в качест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хот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и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оставе “Дневника писателя”. 

Используя при их анализ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ный выше принцип “резонанс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текстами писателя, можно вывести новые аспекты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зиции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частности, по таким проблемам, как суд 

присяжных и “Восточный вопрос”.  

 

 

Ключевое слово : фельетон, типизация, гласность, fait-divers, анекдот, 

полувыдуманная истораия, резонан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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