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홉과 Cka3ka 

내기 J，지루한 이야기」의 CKa3Ka적 특성과 그 구조적 변형의 의미 -

백 준 현* 

I . 서론 

CKa3Ka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 오면서 시대를 초월해 구연되어지 

는 구전문학의 일종이다. 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족 문화의 유산 

을 지칭하는 !þOJIbKJIOp라는 장르와 비교할 때 CKa3Ka는 그 범위를 특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통시성에 두고 있음이 특정이다1) 따라서 CKa3Ka의 

우리말 역어로는 민담 혹은 설화가 적당하다 하겠다. 최인학은 한국 설화의 모 

태가 된 동아시아 지방의 설화 구조와 서구 제국들의 설화 구조를 예로 드는 

가운데 이 문학 장르의 표현 양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 

* 성균관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장르는 모두 민중의 시적 창작물(HapOltHOe 

n03TlltIeCKOe TSOp앤CTBO)의 일환이다. 이 민중 창작물은 개별 민중의 일상적 생활 

전통 속에 용해된 모든 문학적 형태의 창작물들을 총칭한다. 이것은 문자가 

발명되거나 도입되기 이전부터도 음악이나 무용이 포함된 민간 제식이나 의례와 함께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문자의 사용과 함께 이것은 문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되어 취급되어져 왔던 것들이 여러 장르의 

모습으로 분류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때이다. 깨Tepl1 TypH.뼈 3Hl.(HKJ10ne

ιTH'IeCKHit c.πOBI1Pb(MoCKsa: COSeTCKaJl 3H뻐KJlOneltllJl， 1987), CC. 234-235 이와 관련해 
오혜고프(C. H. ÜJl<eros)역시 φ。J1bKJlOp를 제식과 관련된 민중 행위의 총체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적 φ。J1bKJlOp ， 음악적 φ。J1bKJlOp， 무용적 φ。J1bKJlOP동을 그 세부 

장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그는 CKa3Ka를 허구의 사건이나 인물이 주로 

마술적， 환상적 힘과 관련되어 문학적 내용성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장르 발생의 기본 요건을 ‘이야기해주는 것 (noseCTsosaTb)’에서 찾고 있다 C. 

H. O*eros, CJ10BI1Pb PycCKoro fl31JKI1 (MocKsa PyCCKIli! Jl 3b1K, 1990), c. 852, c. 718. 
2) 최인학한국 설화론~(서울. 형설출판사， 1982), 30변 그의 접근법은 여러 민족들의 민 

담(혹은 설화)의 스토리 라인을 추출해 공통된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각 민족이 자신들의 삶을 환상적 비현실 세계와의 접점에서 최초로 문학화해낸 양상 

에 대한 관찰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찰에서 얻어진 여러 나라 민담의 구조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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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통점은 구전과 민중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서운 자연의 힘 혹은 억압적 

이고 폭력적인 무력의 희생물이었던 고 · 중세인들이 현실의 고통을 뛰어 념을 

수 있는 희망을 신비와 환상의 세계 속에서 구했다는 것에 있다. 즉 민담의 가 

치는 사회적 억압의 형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와지고 싶어했는가에 대한 탐색의 양 

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민담을 필두로 한 여러 전승된 문학 

장르들은 현대에 와서도 인간 해방과 자유의 획득을 추구할 수 있는 귀중한 

근거로서 인문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홉(A. n. 4eXOB. 1860-1904)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CKa3Ka가 하나의 방향 

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기말의 

문학 혹은 염세적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그에게 당대의 세계는 상호간 

이해의 가능성이 박탈된 인간 소외의 현장이었다. 모더니즘이 인간 해방을 위 

해 봉사하지 못하고 물질 문명 속에서 그저 기계처럼 물상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며， 또 그러한 인간이 편벽된 지식과 세련됩을 스스로의 ‘모던함’으로서 과시 

하던 풍조속에서 체홉은 세태의 답답함을， 토할것 같은 역겨움이 아닌， 당대 

인간들이 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헤쳐나가야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진솔하게 

탐구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인물이나 집단의 절대적인 긍정성이나 

부정성보다는， 상황이 만들어 내는 인간 삶의 복잡성이 더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3) 이렇듯 삶의 비극적 운명을 통찰하고 있었기에 CKa3Ka가 직접적인 부 

제로서 설정되거나 혹은 CKa3Ka적 특성을 갖는 몇몇 작품들에서 우리는， 삶이 

자연력 속에서 무력화되었던 고 · 중세 시대와 비교해 당대의 러시아 삶이 어 

떠한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올 갖는지에 대한 체홉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 

다. 다시 말해 일반적 CKa3Ka의 교훈적 메시지가 체홉적 CKa3Ka의 변형된 모습 

사하다는 결론은 결국 인류가 문학적 욕구를 최초로 표출 해냈던 방식 속에는 공통된 

삶의 의식이 깔려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추다꼬프(A. H. 4ynaKoB) 역시 체홉의 작품에서는 상당수의 경우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며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은 세계의 복잡성 (CJIOll<HOCTb 

뻐pa)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A. H. 4ynaKoB, n03THKa 4eXOBa (MocKBa HaYKa, 
1971), c. 213 꾸르쥬모프(M. KYPlllOMOB) 역시 “체홉의 주요 테마는 이 세상 인간의 비극 

적 운명인데， 왜냐하면 삶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 

고 언급하면서 체홉 작품에서 중시되는 ‘통제 불가능한 삶’의 주제성을 지적하고 있 

다. R. L. Jackson, "Introduction : Perspectives on Chekhov," Chekhov-A Collection 
01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67), pp. 1-12.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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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는 그의 시학이나 인생관과 결합되어 독특한 의미를 지향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 보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C I< a3 I< a’라는 부제 

가 직접적으로 붙은 「순박한 숲의 요정 HaHBHbll1 JJe lIl깨(1 884) J, r 말할 것인가 침 

묵할 것인가rOBOpHTb HJJH MOJJ'IaTb(1884) J, r자기 망상CaMoo6oJJ삐eHHe (1 884)J 등 

의 단편들과 함께 C I< a3 I< a적 특성이 다분한 「내기napH (1889)J 4) ， r지루한 이야기 

CI<y 'lHa>J HCTOp깨 (1889)J(이하 한글로만 표기)의 두 작품이 있다. 필자는 이 중 

「내기」와 「지루한 이야기」를 주 관찰 대상으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이 

야기가 위에 언급한 여타 작품들에 비해 ‘C I< a3 I< a’적 구조의 확보와 아울러 당대 

삶의 단변을 한충 더 진솔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5) 

체홉의 C I< a3 I< a적 형태의 작품들의 특성과 그것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연구 

는 대단히 드문 편인데6) 레슬리 오벨 (Leslie 0’BelD의 "Cexov’s Skazka: The 

Intellectua1’s Fairy Ta1e."7)이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거의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작품의 주제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내적 

관찰로부터의 단계적 유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의 논지는 이러한 한계성 

을 극복하기 위해 「내기」와 「지루한 이야기」가 C I< a3 I< a적 특성을 가지는 내적 

양상과 함께 그것을 구조적으로 변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체홉이 이를 통해 말하는 주제를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n 
절에서는 두 이야기가 가지는 C I<a3 I< a적 특성에 주목하여 체홉이 실제로 이러 

한 옛날 이야기식 상황을 당대의 삶에 접목시키려 한 구체적 흔적을 찾아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m절에서는 CI< a3 I< a적 내부 구조의 변형을 고찰함 

4) 이 작품 역시 1889년 1월 <HOBoe BpeM쩌>지(誌)에 발표할 당시에는 ‘C l< a3 l< a’라는 제목 

이었으며 후에 단편집 속에 포함되어 출간되면서 ‘napH’로 개칭되게 된다. 

5) r내기」는 본론에서 보여지겠지만 C l< a3 l< a와 같이 짧은 지연 내에 많은 기법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안점이다지루한 이야기」의 경우는 ‘한 인간에게 닥친 

문제 해결’이라는 C l< a3 l< a적 구조가 일방향적인 시간 속에 펼쳐지고 또 그것이 주인 

공의 의식 속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교훈’과 직결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까따예프 

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을 “대단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B. 5. KaTaeB, “AHTOH lJexoB", PycC l<He nHCaTeJ!H: 5HO띠ÕJ!Horp때H'-I eC l< HH CJlOBapb, n 

。n penal<띠el! n. A. HH l<OJlaeBa ( MOC l< Ba: npOcBemeHHe, 1990), c. 386. 

6) 일반적 인 참고를 위 해서 는 5 1-1. AJlel< CaHnpOB, CeMHHapJ꺼 J10 lfexosy(MocKBa : npOCBemeH 

He, 1964)가 유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당대의 모더니즘화되는 문학 경향 속에서 체홉 
의 작품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체홉의 CKa3Ka들을 

1880년대 그의 문학적 투쟁의 한 산물로 보고 있다. 

7)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 VoJ. 25, No. 4, (1 981), pp.33-46에 게재된 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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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가 파악했던 당대 삶의 모습과 함께 그가 말하고자 했던 삶의 의미 

는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하려 한다. 

11 • 본론 

1. 기법적인 측면의 유사성 

「내기 J，지루한 이야기」의 CKa3Ka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CKa3Ka장 

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민담이(이하 

CKa3Ka의 특정을 광범위하게 살필 때에는 학술 용어로 널리 인식되는 ‘민담’을 

동일 의미의 대용어로 사용하겠음) 신화나 전설과 구분되는 점은 일차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비제약성(非制約性)에 있다. 신화의 시간은 향상 신들이 활동하 

던 아득한 그 옛날， 즉 태초 이전의 시대로 수렴되며 한편 그 공간은 항상 신 

들이 거처하거나 교류하는 비지상적(非地上的)장소이다. 전설에서는 시간과 공 

간이 더욱 구체화된 방향으로 수렴된다. “옛날 이반(YlBaH)대제 때 야로슬라블리 

(51pocJIaBJIb)에"식으로 시작되는 전설의 도입부는 이 점을 말해 준다. 또한 전 

설은 그것의 증거라고 민간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식물이나 광물의 혼적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에 비 

해 민담은 역사성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다.8) 러시아 CKa3Ka 

의 경우도 그 시작은 통상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 (lKHJI lla 

6ω1 OllHall<llbI CTapHK CO cTapyxoIL.)" 또는 “어떤 왕국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 

데 ... (B HeKOTOpOM uapCTBe lI<HJI lla ÕblJI O.llHH CTapHK ... )" 둥등의 방식 이 다. 이 러 한 

도입부로 인해 청자(혹은 독자)는 이야기가 허구라는 느낌을 처음부터 강하게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이야기꾼(CKa30'lHHK)에게 시，공적 근거를 물어볼 필요를 

8) R. Johns, The Myth and lmagination (New-York: Greewood Press, 1977), p. 19. 존 
스는 민담이 배제하는 ‘역사성’을 현상적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인간의 상상력을 묶어 
놓는 제한적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담의 기록이나 수집이 융성하는 시기 

는 대체로 현실로부터의 탈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예를 들어 낭만주의 시대) 혹은 

세기말적， 염세주의적 사상의 영향으로 현실 참여 문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신화 

나 고전 문학둥에 대한 선호도가 상숭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 재 

영 역시 한국의 대부분의 민담들에서도 그 구체적인 장소나 시기를 추출해 낼 수 없 

음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재영한국 설화 문학 연구~(서울: 숭 

실대 학교 출판부， 198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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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게 된다.9) 

「내기」의 도입부는 이러한 CKa3Ka적 서두의 완벽한 재현이다. 

BWJa Ti!MHaJl, OCeHHJlJI HO 'lb. < ... > Ha 3TOM Be 'lepe 6b1JJO MHOrO 째HbIX JJlOlIell 

H BeJJHCb HHTepeCHble pa3rOBOpbl.<…> CpelIH rOCTell HaXOlIHJJCJI OlIHH IOpHCT .10) 

어두운 가올 밤이었다〈…〉 이 파티에는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 > 손님들 중에는 한 법학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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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무대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어두운 가을날 밤이다. 어떤 파티가 열 

리고 그 파티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법 

학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소개 

하는 러시아어 어순인 ‘시간+장소+새로운 정보’ 가 불확정의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 반복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떤’의 연속은 바바-야가(5a6a-

51ra)에게 쫓기는 어떤 소녀가 만나는 새로운 대상들， 즉 어떤 고양이， 어떤 강， 

어떤 하녀둥으로 이어지는 불확정성의 연속 구조를 상기시킨다. 공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 이야기는 그 배경이 어디인지가 전혀 암시조차 되고 있지 않다. 때 

문에 독자는 그 곳이 러시아가 아닌 어떤 미지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 

지까지 생기는 것이다. 

「지루한 이야기」의 도입부도 이와 홉사하다. 

ECTb B POCCHH 3aCJJy*eHHμα npo~eccop HHKOJJall CTenaHOBH 'I TaKoll-T。’ TallHbI 

11 COBeTHHK H KaBaJJep .1 ll 

9) 알렉산더(A. E. Aleksander)는 이러한 과거 시제를 “역사적으로 현재와 아무런 관련성 
이 없는 과거”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현실적 인과 관계의 제약로부터의 탈출은 현실의 

사회 구조가 태동되기 이전의 다른 사회를 모텔로 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A. E. 

Aleksander, Bylina and Fairy Tale The Origin 01 Russian Heroic Poetry 
(Hague: Mouton, 1973), p. 13. 그러나 민담이 게속해서 구전 전숭된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의미했던， 현실로부터의 절대적 절연은 지나친 결론으로 보이며 이것은 민담이 

단순히 고전 문학의 사멸된 하위 장르로서 남아 있지 않고 현대의 여러 문학 작품들 

의 nOlI-TeKCT로서도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민담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비확정성(非確定性)은 민담의 비제한적이고 보편적인， 

즉 시대를 초월해 나타나는 인류 공통의 정서를 담보해 주는 장치로 보는 것이 더 정 

확할 것이다 

10) A. n. lJexoB, Co6paHHe CO 'lHHeHHil (MoCKBa : r.H.x.J1., 1962), T. 6, c. 250. 이후 체홉 작품 
내용의 인용은 위 작품집에 의거하여 권 (TOM)과 쪽(CTpaHHua)만을 기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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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3동관이자 기사이기도 한 공훈 교수 니꼴라이 스쩨빠노비치 모 
(某)씨 라는 사람이 있다. 

화자이자 주인공은 여기에서 자신을 3인칭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나 재직하는 대학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러시아’라는 광개념 

(廣擬念)만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를 CKa3Ka적으로 끌고 나간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기족， 그리고 양녀 까짜(Kau)의 이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작품 속에 

서 계속 과거 시제와 현제 시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삶의 압박과 허무 속에 빠져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알 수 없는 마법에 의해 저주를 받는 CKa3Ka적 

인물들의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위의 인용문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불확정성 

과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의 불확정성’이라는 민담의 또 하나의 특정이 있다. 신 

화의 주인공이 신(神)이며， 전설의 주인공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특정 인격 

임에 비해 민담에서는 영웅， 효녀， 바보둥 관념적 유형성만을 띈 인물들이 등 

장한다 12) 이러한 관념적 유형성은 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이 단지 ‘바보 이반’， ‘지혜로운 소녀 소냐’ 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3) 위 인용문에서 니꼴라이 스쩨빠노비치의 성이 TaKoJ1 -To , 즉 모(某)씨로 

나오는 것은 인물의 정체성을 반감시키는 요소이다. 또한 민담에서 이름들은 

종종 ‘군인의 아들 이반’， ‘황소의 아들 이반’ 등등의 수식어와 동반되는데 나꼴 

라이 역시 그가 받은 많은 훈장 때문에 ‘훈장 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민담의 수식어들이 인물이 거쳐야 하는 운명을 암시한다면 니꼴라이의 

경우는 외적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병들어가는 자의식을 역설적으로 상정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하나 더 지적할 수 있겠 

다 

3TO Moë HM~ nonyn꺼pHO. B POCCHH OHO H3BeCTHO Ka*~oMy rpaMoTHoMy qen。

BeKY, a 3a rpaHHl..leJ1 OHO ynoMHHaeTC~ C Kaφe~p C npH6aBKOlO ‘H3BeCTHblÌÎ ’ ” 

11) A. n. 니eXOB ， T. 6, c. 271. 
12) 소 재 영 (1989), 14변. 
13) 알렉산더 역시 이름에 대해 부칭， 성등이 부가되지 않아 개인의 신원이 불확실해지는 

것이 러시아 CKa3Ka의 대표적 특정중의 하나로서 민담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대표한다 

고 지 적 한다. Aleksander (1973)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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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Hblj:\’.14 ) 

나의 이 이륨은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그것은 모든 교육받은 사람 

에게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는 ‘유명한’ 이나 ‘폰경할 만한’ 이란 말까지 첨가 
되어 강단에서도 상기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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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교수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스스로가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인들이 훨씬 더 강렬한 수식어들과 함께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언급을 통해 체홉이 노리고 있는 효과는 분명하다. 즉 그것은 한 인물의 주 

체적인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CKa3Ka적 인물화의 성취이다. 즉 나이 

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쌓이는 것은 삶이 가져다 주는 허무임에도 불구 

하고 그가 오히려 더 실속 없이 유명해지는 것은 역설적인 삶의 마법에 빠진 

인간 일반을 대표하는 것이다 15) 

이러한 인물의 불확정성은 r내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예 그 

누구에게도 이름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 주인공은 ‘은행가(õaHKHp)’이고 다른 한 

주인공은 ‘법학도(lOpHCT)’로 지칭될 뿐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이 

야기에는 배경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이 작품은 현실과 

는 동떨어진 인물들의 동화속 이야기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결국 두 작품의 

시간， 공간， 인물들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민담의 두번째 특정은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기에 앞서 근본적으로는 낭 

송되어지는 구연체의 장르라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민담은 필연 

적으로 운문성을 갖게되고 음률을 띄게 마련이다. 특히 민담을 전문적으로 얘 

기해주는 이야기꾼(CKa30'lHHK)들은 이 음률성을 통달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야 

콩슨(R. ]akobson)은 민담에서의 운문성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특히 강하게 

나타남을 주목하고 있는데 16) ， 체홉의 경우 짧은 낭송체라 할 수 있을 「내기」에 

서 그 정후가 나타난다. 이 작품의 서두를 보자. 

14) A. n. 4exoB, T. 6, c. 271. 
15) 그의 동료 교수들이 HH， 33둥으로 불리울 뿐이며 그가 자신의 사위가 될 그네께르(rHe 

KKep)의 직업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주체성 상실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그네께르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하리꼬프 여행 도중 딸이 그 

네께르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또한 그 자신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절감하 

는 것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힘을 완전히 상실한 그의 운명을 말해 준다. 
16) R. 야롭슨， “러시아 전래 요술 민화의 특질" A, 아파나씨예프러시아 전래 민화~， 이 

인영 편역(서울’ 분도출판사， 1987),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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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ωla T!!MHa.st, OCeHH.st.st H04b. CTapbll! 6aHKHp XOLIH.ii y ce6.st B KOMHaTe H3 

-- . ‘ yr.lla B yro.ll H BCnOMHH.Il, KaK n.st THaLIQaTb .IleT TOMy Ha3aLI, OCeHblO, OH LIaBa.ll 

i끼- • ‘’‘’ ‘-‘’ • Be4ep. Ha 3ToM Be4epe 6b1.iio MHOrO yMHbIX ÄIDLIel! H Be.iiHcb HHTepeCHble pa3rO-

B。빼. 다e*lIY np04패， rOB얘HJÍH 0 ciíepTÌÍc。꺼 Ka3값17) 

필자는 JI과 p음은 · 표시로， H과 M음은 )표시로 구분해 보았다. 명백히 나 

타나듯이 이 음들은 그룹을 이루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 

음의 반복에서 독자는 내적인 리듬과 함께 오십 브릭 (OOIn EpHK)이 말하는 이 

야기체의 ‘소리이미지 (3BYKooôpa3)’를 느낄 수 있다.18) 이러한 음들이 주는 효과 

는 작품 종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이 고무적이다. 

Ha LIþyrol! LIeHb YTþoM nþH6e*a.iiH 6.iieLIHble CTOpO*a H C006~HnH eMy, 4TO OHH ... 
BHLIe.im, KaK 4e.llOBeK, *HBy~Hl! B。 φ.IlHre.lle ， npO.lle3 4epe3 OKÌlO B caLI, nom!!.Il K 

BOPoTa"M, 3aTe"M KYLIa-TO CKPbl.fiC.st.19l 

n과 p, H과 M음의 그룹들이 음률적 차원에서 작품의 도입부와 종결부를 이와 

같이 수미 쌍관으로 형성하고 있음은 낭송체로서의 「내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필자가 보고자 하는 세번째 비교 대상은 민담내에서의 시간 흐름에 대 

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미 논의된 민담의 ‘시간적 불확정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담 내부의 시간 흐름은 완벽하게 직선 

적이다. 주인공은 저주를 받아 그것을 풀기 위해 모험을 나선다. 도중에 그는 

적의 음모에 의해 위기를 맞지만 조력자가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그리하여 그 

는 마침내 저주를 풀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이러 

한 식의 흐름에서 주인공이 받는 저주의 기원은 잠시 언급되어질 뿐 슈제뜨적 

인 요소로 깊이 발전되지는 못한다. 음모는 항상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 

또한 단선적이고 순간적이다. 회상과 반추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17) A. TI. lIexoB, T. 6, c. 271. 
18) Osip M. Brik, Two Essays on Poetic Language (Ann Arbor: Dep. of 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1964), pp. 79-80. 브릭은 이 책에서 이러한 류의 소리 이 
미지를 창출하는 소리 반복의 시스템을 3ByKoBble nOBTopbl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 책 

에 실린 두 논문 “3ByKoBble nOBTopbl"와 "PHTM H CHHTaKCHC"는 시 내부의 소리 구조의 

조직적인 연구에 바쳐지고 있다 
19) TaM *e, c.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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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결국 민담에서는 파불라와 슈제뜨가 거의 동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때) 

「내기」와 「지루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간 구성으로 진행된다. 파티에서의 

의견 충돌， 내기의 성립， 세월의 경과， 법학도의 도망은 완벽하게 직선적으로 

서술된다. 한편 노교수 역시 자신의 일상을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순으로 나열 

하며 그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집-별장-하 

리꼬프 여행의 순차적 구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담에서의 시간 흐름이 이렇게 직선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가 

지속된 구체적인 수치는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특이할만하다. 즉 각 장면， 각 

행위가 얼마의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대부분의 경우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라. 

얼마나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쨌건 푸른 바다까지 도달했더라.(요술 가 

락지 )21) 

가고 또 가서， 드디어는 다 와 보니 오두막 한 채가 동그마니 서 있고 
< ... >(바바 야가)22) 

이 점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체계화한다면 그것은 민담내에서는 

무수한 행위와 사건이 부정(不定)의 시간량 동안 지속되면서 꼬리를 물고 이어 

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주인공의 행위 분산 

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길쌍올 하는 소녀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과 

정에서 그녀의 행위는 오로지 길쌍질로만 묘사된다. 왕자가 용을 맞아 싸우는 

20)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무(無)슈제뜨적인 텍스트의 특정을 논한 로뜨만(IO.M. ]]OTMaH) 

의 해석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 그는 무슈제뜨적인 텍스트에서 세계는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어지며 양자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경계선이 가로 놓여 있도록 구성되므 

로 그들 사이의 만남의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삐. M. ]]OTMaH, CTpyKTypa XynO*eCT 

seHHoro Te I<CTa (Providence : Brown Univ. Press, 1971), c. 287. 이것은 민담의 주인 
공이 자신이 처한 마법적 힘의 실체에 대한 지식이나 그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그 

속에 던지어져 무조건적으로 그 운명을 극복해야지만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과 

비견된다. 예를 들어 잠자는 공주는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왕자와 본래부터 어떠한 

관계도 가질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의 무슈제뜨성이 극복되는 것은 작품의 종결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21) ~러시아 전래 민화~， 41 면. 
22) 같은 책， 8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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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것이 십년이 걸린다 할 지라도 그는 그동안 오직 용하고만 싸우고 있 

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알렉산더도 지적했듯이 민담에서의 행위는 구체적 시 

칸이 배제된 채 오로지 ’맹목적인 지속(dura디on)’의 개념으로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정) 

체홉의 두 이야기 역시 이러한 시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내기」에서 내기 

가 성립된 후의 서술은 법학도에 대한 것으로 옮겨 간다. 그가 하는 일은 감옥 

같은 방에서 15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작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작가는 한번도 그 법학도의 행위 이외의 것올 서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자 서술은 돈올 지불하지 않으려는 은행가의 음모 쪽 

으로 다시 옮겨간다. 이 음모는 불특정 시간동안 지속되다가 그 다음 그가 우 

연히 발견하는 법학도의 편지로 서술이 옮아 간다지루한 이야기」의 서술 방 

식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 작품에서는 행동보다는 심리에 대한 서술이 두드 

러진다. 작가는 그 심리를 노교수에게 몰아 주어 1인칭 시점으로 표현시키는데 

이 작품은 중반부까지 온통 이 노교수의 어둡고 절망적인 심리로 가득차 있으 

며 후반부로 갈수록 그 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런데 민담 속에서의 행위들이 불특정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연 

결되는 것과 관련하여 종종 구체적인 시간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대 

단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삼일 안에 화려 한 왕궁을 지 어 놓아라. (교훈의 말씀)24)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이 그 일올 하려면 가는데 9년 오는데 9년 도합 

18년이 걸려요. (현명한 아내)엉) 

민담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러한 구체적 시간 지정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 

는가? 이것은 그 과제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민담이 지니는 해학 

성에 갑작스러운 긴장을 가하는 기능을 한다.26) 주로 요술 민담(Bomne6Ha.ll 

CKa3Ka)에서 자주 쓰이는 이 기법은 r내기」에서도 도입되는데， 불특정의 시간 

적 배경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에 갑자기 내기를 통해 ‘15년후 12시’라는 개념이 

23) Aleksander (1973), p. 92. 
24) A. 아파나씨예프러시아 민화집 A ， 김녹양 편역(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69변. 
25) 같은 책， 80변. 
26) Aleksander (1973), p. 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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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다. 이후 골방에 갖힌 법학도가 하는 일은 평면적으로 지루하게 서술되 

다가 종결부에서 은행가가 음모를 꾸미는 15년후 새벽 4시로 다시 구체화된다. 

그러나 새벽 4시라는 시간 상황은 오히려 은행가로 하여금 책상에 엎드려 자 

고 있는 법학도와 함께， 이 작품의 주된 사건으로서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근거， 즉 속물적 내기의 의미를 부정하는 그의 면지를 발견하도록 만든 

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 C I< a3 1< a와 그것을 원용한 체흡 작품에서 모두 구체적 

시간 개념은 평면적 시간 상황을 깨는 사건(Co6bITHe)을 일으키고 그것은 작품 

의 주제성을 창출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찌 이러한 방식은 r지루 

한 이야기」에도 적용된다. 노교수의 일상은 완벽하게 평면적으로 서술되는데 

그가 삶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시간이 

제시되면서부터이다. 

A nOTOM - ÕeCCOHlIua ... HacTynaeT JIeTO, 11 *1I 3Hb MeHlI eTC lI. B OLlHO npeKpaCH 

oe yTpO BXOLlIIT KO MHe flll3a 11 rOBOpllT myTJIIIBμM TOHOM: - nO l!LlëMTe, Bame np 

eBOCXO마neJIbCTBO. rOTOBO.28) 

그리고 그 다음엔 불면증이다 ... 여륨이 오자 삶이 바뀐다. 한 쾌청한 날 아 

침에 리자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농담조의 목소리로 말한다 출발하시죠， 

각하. 차비가 되었읍니다. 

노교수의 증세는 이 여름을 계기로 악화된다. 그는 이후 하리꼬프로 가는데 

27) 민담내에서 구체적 시간 지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의 개념올 보다 확실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로뜨만의 ‘사건’ 개념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슈제뜨의 이동， 즉 사건은 무슈제뜨적인 구조에서 주장되는 금지된 경 

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주인공에게 주어진 공간내에서의 그의 자리이동은 사건이 될 

수 없다.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사건의 개념은 텍스트속에 주어진 공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삐. M. flOTMaH (1971), C. 288. 그의 논지는 소설에서의 사건이란 반드시 인물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담내에서 평면적 무슈 

제뜨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은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마법의 저주， 무서운 자연력 

둥둥)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때 인물의 공간은 작품 

전체의 공간에 비해 왜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구체적 시간의 동장올 통해 본격적인 

사건이 준비되고 이를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이 몰랐던 공간과 접촉하게 되므로 그 

사건의 해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보다 심원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 

로 평면적 무슈제뜨성에도 불구하고 민담이 훌륭한 문학 장르의 하나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의 중요성 이다. 
28) A. n 니eXOB ， T. 6 , c.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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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그의 중세는 한 단계 더 악화되어 발작의 지경에까지 이른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불면중이 ‘여름’이 되자 본격적으로 정신적 파멸과 연결되는 것은 

CKa3Ka적 시간속에서 구체적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이 작품에 반영된 예라 하 

겠다. 하리꼬프로 가는 과도기로서의 별장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딸 리자의 말 

은 오히려 자신의 가족에 의해 더욱 소외된 장소로 전락하는 저주받은 현대인 

의 운명을 상정한다. 

기법적인 유사성의 측면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서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 

려 한다. 근본적으로 민담의 화자는 ‘이야기꾼(CKa30QHHK) ’29)인데 민담은 이 1인 

칭 화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게 되어있다. 대개의 경우 화자는 이 1인칭 

의 개입 흔적， 즉 자신의 평가를 절제하면서 서술을 해 나간다. 그러나 종종， 

특히 종결부에서 화자 개입이 두드러진 곳이 있는데， 이러한 화자 개입은 이야 

기가 벌어지고 있던 그 장소에 화자 자신이 몸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셈이 

되어 민담의 근본적인 허구성에 묘한 반대작용을 일으키게끔 의도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점이 잘 나타난다. 

그 녀석이 나보고도 한 잔 하러 오라고 불렀는데 내 안 갔네. 꿀은 쓰고 술 

은 뿌영다고틀 하길래 말이 야.(샤바르샤)30) 

나도 거기 가서 꿀같은 술맛을 보지 않았던가1 그런데 어찌된게 수염에만 

줄줄 흐르고 입 안에는 안 들어가더란 말씀이야.(포마 베렌니꼬프)31) 

화자 개입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태도는 역시 같은 1인칭으로 쓰여진 「지 

루한 이야기」에서 화자가 독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에서 발견된 

다. 

ECRH BaM HY*HO y3HaTb, B KaKOM ro~y KTO 3a~H~aR ~HCCepTau에0， nocTynHR 

Ha CRY*Õy, BwmeR Ha OTcTaBKy HRH yMep, TO npH30BHTe K ceõe Ha nOI에。~b rpOM 

a~삐o na~Tb 3TOrO COR~aTa，<… >32) 

29) 이 용어는 생동감과 음악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연되어지는 민담의 화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CKa3애HHK는 종종 전문적인 직업 이야기꾼인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민담의 화자를 paCCKa3 '1HK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텍스트로 옮겨진 

민담의 화자를 일종의 서술 화자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30) r 러시아 전래 민화J ， 30변. 

31) 같은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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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가 몇년도에 논문을 방어하고 취직을 했으며 은퇴를 하거나 죽었는 

지를 알 필요가 당신에게 있다면 이 군인의 거대한 기억력에 도움을 청해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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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성이 본질인 CKa3Ka장르내에서 사실성의 환상을 불러 일으키려는 이러 

한 화자 개입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된 「내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 

은 내기가 성사되는 순간의 어이없음과 함께 그러한 내기가 현실적으로 가능 

하다는 것을 통시에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화자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H 3TO 마IKoe ， 6eCCM~CneHHOe rrapH COCTO~nOCb!~) 

그러자 이 야만적인， 말도 안되는 내기가 성립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사실상 뒤에 숨어서 구술을 하고 있는 감성적인 1인칭의 이야기꾼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 작품의 CKa3Ka적 개연성을 제고하는 부분이다. 대 

체로 이러한 식의 화자 개입을 문학 외적 서술， 즉 CKa3라 하므로， 결국 CKa3Ka 

와 CKa3는 밀접히 연관된 개념임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영)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체홉의 두 작품이 가지는 CKa3Ka와의 기법적 측면의 

유사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체홉이 두 개의 새로운 현대판 CKa3Ka를 

창조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의 작품이 갖는 깊은 의미는 항상 작품의 세부에 대한 세밀한 관 

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필자는 이제 이 두 작품들이 기존의 CKa3Ka와 구 

별되는 정밀한 구조적 변형을 통해 CKa3Ka적 교훈성을 당대 삶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연결시키는 체홉의 문학적 완성도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체홉이 굳이 CKa3Ka라는 장르를 원용하여 당대인에게 주고자 하는 삶 

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이기도 하다 

32) A. n. lJexos, T. 6, c. 278. 
33) TaM :l<e, C. 251. 
34) 이와 관련해 바실리예바(A. BacHnbesa)는 CKa3가 CKa3Ka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A. BacHnbesa, XYlloxæcTBeHHdJl petfb(MoCKsa: PyCCK때 513μK ， 1983) , c. 118. 
그러나 CKa3의 발현 양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의 주장을 CKa3와 CKa3Ka 

의 1대 1식의 개념 대웅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고골리의 경우 

그의 「지깐까 근처 야화」는 구전 CKa3Ka들을 이용하여 소설의 CKa3를 양식화한 대표 

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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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변형과 주채성 
체홉의 두 작품이 기폰의 CKa3Ka에 어떠한 구조적 변형을 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Ka3Ka의 구조가 어떻께 짜여져 있는가를 아는 것 

이 선결 과제이다. 이 점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고 자세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 

은 프롭(BJJa.lIH빼p nponn)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민담 

의 형태론』에서 수 많은 민담을 이전과 같은 모티프 위주가 아니라 기능 위주 

로 분석하여 분류하는 연구에 성공했다.35) 즉 왕자가 용을 만나 싸우는 것과 

처녀가 마귀를 만나 곤란올 당하는 것은 모티프 상으로 보면 당연히 별개의 

것이지만 프롭은 이것들을 ‘주인공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라는 동일한 기능 

적인 차원의 문제로 통합한다. 이 경우 민담의 분류는 훨씬 더 간편하고 체계 

적이 될 수 있으며 그 의미 구조가 더 심충적으로 밝혀지는 이점이 있다. 이제 

필자는 프롭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내기」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내기’의 주제 

를 가진 CKa3Ka들(r정직한 이와 거짓말장이」，r맞바꾸기」，r볼가강과 바주자강 

J )36)의 기능적 서사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았다. 이 때 주인공은 대개 

정직한 이， 어리석은 이둥이며 적은 욕심많은 이， 거짓말장이， 비겁자둥이다. 

@ 주인공이 적과 내기를 한다. 

@ 그 내기의 내용은 후자에게 한결 유리하다. 

@ 후자는 속임수를 써서 그 내기에 이기거나 거의 이길뻔한다. 

@ 그러나 승자는 최종적으로 전자로 판명되고 그는 승리를 얻으며 행복해 

진다. 

이 서사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은 CKa3Ka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의 시대 이념 

이다. 즉 그 시대는 권선정악의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물론 문학적으로도 당연 

히 입증되어야 하는 시기였다. 때문에 당연히 모든 민담은 happy ending을 가 

져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기」에서는 위의 구조가 @에 와서 변화를 일으킨 

다. 법학도는 현실적인 모든 가치， 즉 자유， 사랑， 건강， 금전， 지식 동둥이 가지 

는 무상함을 설파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일반 군상들을 신랄히 비판한다. 그 

는 은행가의 집착 대상인 돈에 대해서도 경멸을 표시하기 위해 약속 시간 전 

35) Vladimir Propp, Mor，며010밍I of the Folk띠le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68), 
p.8. 

36)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민화집』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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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스로 도주함으로써 내기를 통해 벌 수 있었던 돈 200만 루블을 아무렇지 

도 않게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법학도의 이러한 말에 은행가는 큰 감동을 느낌 

과 동시에 그를 죽이려던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낀채 그의 잠자는 모습을 

뒤로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 온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에서 법학도는 내기 

의 최종 승자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기폰 CKa3Ka의 승자→행복의 내기 구조는 역전되고 있다.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주제가 바로 세속적 가치에 대한 경멸과 함께 도덕적 

삶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똘스또이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은 체홉이 CKa3Ka적 구조 

를 변경함으로써 노리는 것은 위와 같은 엄숙주의적 똘스또이즘을 ‘주장하는데’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물론 법학도의 메시지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넘어 보편적으로 정당한 삶의 기준이 

라고 인정되어지는 자유， 건강둥까지도 부정함으로써 그는 인간 일반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잃게 된다. 이 점은 그가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51 He XOqy nOHHMaTb BaC). 

"38)라고 시니컬하게 외치는 장변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은행 

가의 경우에도 상당히 존재한다. 법학도의 펀지가 그에게 준 감동의 요소 속에 

는 자신을 경제적인 곤궁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준 자에 대한 세속적인 감사 

의 마음이 내 재 해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이 것은 ‘필요없는 소문()]때HHe TO)]

KH)’을 피하기 위해 그가 편지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기 

존 CKa3Ka에서 주인공의 행복과 도덕적 우월성의 달성이 독자 일반에게 교훈 

을 주는 반면 이 작품의 은행가는 면지를 공표하지 않고 비밀로 함으로써 자 

신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그 도덕적 교훈이 알려질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법학도나 은행가의 생각과 행동에서는 모두 이른바 ‘소통 불가능의 

37) 이 점과 관련해서는 쉬끌롭스끼 (B. WKJJOBCKH꺼)의 지적에 대한 로뜨만의 비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쉬끌롭스끼는 CKa3Ka에 대해 논하면서 “CKa3Ka, HOBeJJJJa, pOldaH의 슈제 
뜨는 모두 모티프의 조합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B. WKJJOBC때꺼， TeOpHß npoJN{ MOCKB 

a: COBeTCKH꺼 nHCaTeJJb, 1970), c. 50. 그러나 로뜨만은 CKa3Ka와 HOBe ]J]Ja , pOldaH의 슈 
제뜨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고 말하며 이렇게 볼 때 세 장르의 슈제뜨는 모티프의 

조합 보다는 방식(혹은 기법， np뼈ld)의 조합이라고 규정할 때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프롭이 개별 모티프를 유형화하여 도출한 민담의 구조로부터 체홉 

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차원에서 종결부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38) A. n. 4exoB, T. 6, c.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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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드러남으로써 이념화된 도덕적 교훈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것이 
다.39)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통해， 체홉은 이 작품에서 CKa3Ka적 구조를 변경함으로 

써 CKa3Ka의 교훈성이 당대의 상황에서 받아들여지는 왜곡된 과정을 그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체홉은 ‘똘스또이즘 보여주기’를 통해， 삶을 포용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태도로만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톨스또이즘의 부정적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때) 민담이 

여러 교훈을 설파하는데 있어 적절한 형태라면 체홉은 똘스또이나 꼬롤렌꼬， 

살뜨이꼬프-셰드련과 같이 그것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주제를 담기 위한 도 

구로 쓰는 작가들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알렉산드로프의 지적 역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41)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상적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민담적 

교훈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찌 이에 비해 체홉은 그들의 과열된 이데올로기 

화의 교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43) 따라서 이 작품의 의미는 오벨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똘스또이즘에 

39) 이와 관련해 체홉이 처음에 구상했던 종결부의 모습은 매우 시사적이다. 거기서 은행 
가는 자신의 정직함과 편지의 도덕적 교훈을 알리기 위해 다시 파티를 열어 그 사실 

을 공표하려 하는데 이 순간 법학도가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 

체홉은 이러한 종결부가 지나치게 거칠고 냉소적인 느낌을 준다 하여 채택하지 않았 

으나 그의 기본 의도가 법학도의 도덕적 교훈의 절대적 지지에 있지 않았음은 여기서 

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A. n. 4eXOB, T. 10, c. 497. 
40) 체홉이 이 소설에서 고닥 소설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존슨(R. L. Johnson)의 지 

적 역시 이러한 결론과 관계가 있다 R. L. Johnson, Anton Chekhov : A Study 01 the 
Short Fic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p. 13. 고닥 적 효과는 기존 민 
담의 낭만적 배경을 잠식하여 어두운 색채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은행가가 법학도에게 접근하는 어둡고도 추운 밤에 나타나는 어두운 복도의 

통과， 녹슨 자물쇠의 삐걱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법학도의 모습이 그 대표적 예이 

다. 은행가가 자신만이 열 수 있는 금고 속에 편지를 넣어 버림으로써 편지의 교훈성 
은 고닥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41) A.neKCaH.11pOB (1964) , c. 164 
42) 일례로 똘스또이는 “전설이나 우화， 민담동은 그 속에 신의 왕국의 진리가 있을 때에 
야만 진실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J1. H. TOJICTOlt, Co6paHHe cormeHHn (MOCKB 

a: XY.110:l<eCTBeHHa~ JIHTepaTypa, 1974), T. 15, c. 39. 
43) 이런 점에서 체홉과 똘스또이는 관념이나 이념이 삶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에 대한 관 

점이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똘스또이가 자신의 CKa3Ka 를 통해 당대인들이 잃 

어버린 종교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체홉은 삶의 관념은 삶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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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삶을 철학적 공식화하여 타인을 설득하려는 지식인들의 

습관에 대한 경고라고 해야 할 것이다.얘) 

「지루한 이야기」의 경우 주제성을 부각시키는 구조적 변형은 이 작품이 1인 

칭 주인공-화자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 

CJ<a3 J< a의 경우 이야기꾼 화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로서 이야기를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끌어가는 1인칭 화자이다. 때문에 그의 목적은 자신의 삶 

이 아닌 타인의 삶으로부터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작품의 화자인 노교수는 스스로가 주인공으로서 작품의 내용 또한 그의 일상 

과 심리에 대한 것이다.쟁) 이렇게 시점을 주인공의 자기 분석과 심리에 집중시 

킴으로써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인공-화자의 인식은 기존 C J<a3 J< a가 추구하 

는， ‘평범한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교훈’과는 자못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다. 즉 삶에 대한 인식을 대단히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노교수의 정 

체성 자체가 그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교수의 자기 중심적 인식 습관은 몇가지 예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그의 까 

짜(Kau)에 대한 태도는 보호자로서의 적극적인 애정을 결핍하고 있다.얘) 그녀 

가 집을 나가 있는 4년동안 그녀의 상황이 악화되어 자살 기도에까지 이르렀 

어도 그가 하는 것이라곤 스스로의 말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거나 

“깊은 사념에 잠겨 길고 지루한 편지를 쓰는 것” 뿐이다.47) 까짜의 유일한 집 

착 대상인 연극에 대해서도 그는 “희곡이 좋으면 배우들의 노력 여하에 관계 

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만함이 제거될 때 비로소 싹틀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B. J1aKI뻐H ， TOJICTOff H l.{exoB (MoCKBa: COBeTcKHIl n 

HCaTeJlb, 1975), CC. 278-318 과 B. 11. XaJll13 eB, “XYAo*eCTBeHHoe MHpOC03epuaHHe 4eXOB 

a H TpaAHUH~ TOJlCTOrO," B AKaAeMH~ HaYK CCCP, I1HCTHTYT MHpOB。꺼 J1HTepaTYPbl HM. A. 

M. rOpbKoro , l.{exoB H 지'eB TOJICTOff (MoCKBa: HaYKa, 1980), CC. 26-57을 참조하라， 

44) 0 ’Bell (1981), p. 35 
45) 미르스끼 (D. S. Mirsky)는 주인공 노교수의 1인칭 서술을 체홉의 새로운 시도로서 

‘체홉적인 마음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어 준다고 말하고 있다， 

D. S. Mirsky, A Histoη of Ru.ssian Literature (New York: Knopf, 1969), pp. 

59-60. 스페어즈(L. Speirs)또한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인해 체홉의 어떤 다른 작품보 

다도 주인공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L. Speirs, Tolstoy and 
Chekhov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1), p. 149. 

46) 까짜는 그의 친구인 안과 의사의 딸로서 그 친구가 죽자 그는 7만 루블의 돈과 함께 

일곱살난 까짜의 후견인이 된다 
47) A. n. 니eXOB ， T. 6, c.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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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연극은 성공을 거둔다”라고 무심하게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반웅은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괴롭게 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주 보인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신과는 달리 

계속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그에게 비춰지는 아내와 딸에 대해 그 

가 어떤 생각올 하는지 보자. 

〈…>BHyTpeHH~~ *H3Hb oðeHx ~aBHO y*e yCKOAb3HyAa OT MOerO Hað~~eHH~. 

y Me~ TaKOe qyBCTBO, KaK ðy~TO KOr~a-TO ~ *HA ~OMa C HaCTO~meR CeMbëR, a 

Tenepb oðe~a~ B rOCT~X y HeHaCTO~meR *eHY H BH*y HeHaCTO~m~ RH3y. npoH-

30mAa B oðeHX pe3KU nepeMeHa,<…> OTqerO npOH30mna nepeMeHa? He 3Ha~. 

E버Tb MO*eT, BC~ ðe~a B TOM, qTO *eHe H IlOqepH oor He llaA TaKOR *e CHAY, 
KaK MHe.48l 

〈…〉이 두 사랍의 내적인 삶은 이미 오래전에 나의 관찰올 벗어났다. 마치 
전에 언젠가는 진짜 가족과 집에 살았었지만 지금은 가짜 아내의 집에 손님 
으로 와서 식사를 하며 가짜 리자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두 사랍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걸까? 모르겠다. 아 

마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가 가진 그러한 힘이 아내나 딸에게는 없다는데 있 

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그의 심리는 모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죽음이 

닥침으로 인해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그들의 변화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으며 그 원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은 인내 

력이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술은 가족에 

대해 이미 평소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로서의 의무 망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타인에 대해 그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반증해주는 

중거이기도 하다쩌)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딸 리자가 발작을 일 

으켰을 때이다. 그는 리자의 방으로 뛰어 올라가며 그녀의 안위보다는 자신에 

게 닥쳐오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 먼저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리자를 마주 대 

48) TaM *e, c. 299. 
49) 이러한 점은 체홉 자신이 문우(文友) 뿔레셰예프(A. H. nAemeeB)에게 보낸 편지(1889년 

9월 30일)의 내용에서도 암시되어진다. 체홉은 이 편지에서 “내 주인공의 주요 성격 

특정 중 하나는 그가 자신올 둘러싼 사람들의 내부 세계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 

는 점이다. 그들이 울고 실수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 그는 태연하게 극장이 

나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변 리자나 까짜는 슬 

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A. n. lIexoB, T. 12, 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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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의 그의 반응을 보자. 

-na nOMOrH :l<e el!, nOMOrH!- YMOJUleT :l<eHa.- ClleJJal! '1TO-HHÕYllb! 

4TO :l<e ~ Mory ClleJJaTb? HH'IerO He Mory. Ha Ilyme y lleSO 'lKH KaKa~-TO T~

:l<eCTb, HO ~ HH'IerO He nOHHMal。’ He 3Ha~ H Mory TOJJbKO ÕOpMOTaTb: 

HH 'Iero, HH 'IerO ... 3TO npo l!llëT ... CnH, cnH ... 50) 

-제발 이 애를 좀 도와줘요， 도와달라니까요!-아내가 애원한다.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을 뿐이다. 

-괜찮아， 괜찮아 ... 이제 나아질 거다 .. 자거라， 자 . 

77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은 딸의 심리 상태에 대해 무지한 채 그녀를 도울 

방도조차 강구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한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이다. 단지 자 

라는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는 삶의 고뇌에 대해 한번도 진실하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의 타성적 일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기 전 

과 후에 모두 그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 근본적으로 인텔리겐차인 화자에게 1 

인칭의 시점을 전담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이렇듯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에 

는 너무나 자아에 집착된 그의 정신 상태이다페 

이 작품의 주제적 특정을 창출하는 CKa3Ka적 구조의 변형은 ‘시간’의 문제와 

50) A. n. 나exos ， T. 6, cc. 324-325. 
51) 이와 관련해 한(8. Hahn)은 똘스또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CMepTb HsaHa κ뻐'1a)J과 

이 작품을 비교하면서， 똘스또이가 삶의 의미 탐구라는 주제를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반면 달리 이 작품에서는 같은 주제를 1인칭 주인 

공 시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체홉이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즉 일차적 

으로는 이반 일리치의 정신 상태에 대한 똘스또이의 객관적 서술처럼 노교수 역시 유 

연하고도 차분한 내러티브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일상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포 

와 절망， 회의， 불안둥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노교수의 서술은 그 본질과 원 

인이 무엇인지 독자가 분명하게 느낄수 없을만큼 혼란스러운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 

다고 한은 지 적 한다. Beverly Hahn, Chekhov: A Study of the Major Stories and 
Play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pp. 167-168. 필자가 본문에서 노 
교수의 이전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가며 관찰을 시도한 것 역시 그의 심리속의 변하 

지 않는 속성을 처음부터 밝혀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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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밀히 연관된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일반적 이념을 찾는 과 

정에서 노교수가 오히려 더욱 지루하고 짜증나는 삶을 경험하는 이유는 시간 

이 그에게 인식되는 양상을 통해 원인분석할 수 있다. 기존 민담의 경우 시간 

은， II 장에서 보았듯이， 평면적으로 흘러간다. ‘의미 있는 이전의 삶’은 특정 사 

건에 의해 위기를 맞는데 이때 제시되는 것이 구체적 시간이다. 얼마의 과도기 

가 지나 사건이 해결되면 동장 인물들은 다시 이전의 평화를 찾고 삶은 프롭 

이 말하는 바의 ‘평형 상태’로 돌아간다. 이 작품에서 노교수가 ‘의미 있었던 

삶’이라고 여겼던 이전의 삶 역시 평면적으로 흘러 왔음은 노교수 자신의 서술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자신의 명성과 가족이 주는 행복에 취해 지내온 30 

년은 어떠한 변화 없이도 만족스럽게 흘러 왔다. 그런데 이 평면적 시간에 변 

화를 주는 사건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노교수가 다가오는 죽음에 대 

해 알고난 후에 남은 시 간은 바로 프로스트(E. A. Frost)가 말하는 바의 ‘인간 

의 존재를 위협하는 시간이다.52) 시간이 영원하다면 삶은 물론 계속 만족스러 

울 수 있겠지만， 죽음이 이미 시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상황에서는 남은 시간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자신보다 오 

래 살아 남을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이 초라하게 지워지는 모습을 남기 

고 싶지 않은 인간 공통의 욕구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그에게 결코 의 

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 타인과의 소통 불가능성 속에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영위했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죽음에 대한 앓’이 

라는 하나의 사건이 어떠한 해결로도 연결되지 못하고 따라서 시간은 무기력 

하게 흘러갈 뿐인 것이다. 삶의 의미를 기대한 그에게 이러한 시간은 오히려 

더욱 지루하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뿐이다.잃) 노교수의 시간 경험의 본질과 

52) E. A. Frost, Concepts 01 Time in the Works 01 Anton Chekhov (Urbana: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Press, 1973), p. 23. 

53) 프로스트는 체홉의 작품에서 유한한 시간에 의해 촉발되어지는 삶의 무상함은 다읍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즉 남은 시간은 인물들을 다가오는 궁극적 죽음 

으로써 위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이 과정에서 탈진하도록 만든다. 메마른 일상성 속 

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한계있는 시간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투쟁이 

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노교수처럼 불쾌함과 짜증 

을 분출하게 된다. Frost (1973), p. 22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메이예르호프(H. 
Meyerhoff)가 “소설속의 인물들은 일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어떠한 권 

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할 수 었다. 일방향 시간과 소설 인물 

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Hans Meyerhoff, Tíme in Literature (Berkeley: 

Univ ‘ of Califomia Press, 1955), p. 2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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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이러하기에 체홉은 이 이야기를 ‘지루하다’라고 명명한 것이다.딩)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체홉은 이 작품에서 삶에 대한 수동적 자세와 타인 

에 대한 소극적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시간의 문제를 정 

교하게 이용하고 있다. 기존 민담에서 질서 있는 삶의 구조이기도 한 평면적 

시간이 당대 현실에서의 배타적 자의식 속에서는 참된 삶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일 수 있음을 체홉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111. 결 론 

본고에서는 체홉의 두 작품 「내기 J，지루한 이야기」의 CKa3Ka적 특성과 그 

구조적 변형이 갖는 의미가 논의되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물들의 불확정 

성은 이 작품들이 갖는 근본적인 CKa3Ka적 특성이다. 또한 유사음군의 사용으 

로 인한 낭송체 효과의 도입은 음성적인 측면에서 CKa3Ka적 운문성을 느끼게 

해준다. 단일 행위들이 불특정 시간동안 계속되다가 구체적 시간에 의해 중요 

한 사건이 제시되는 것 역시 기법적 유사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적 유사성들은 체홉이 CKa3Ka의 형식을 벌어 왔다는 분명한 증 

거가 되는데， 반면에 그 구조적인 변형을 통해 체홉은 당대 현실에서 도출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결론이 기존의 CKa3Ka적 환경에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말하고 있다.또) 그 요체는 ‘삶의 의미의 논리화 철학화에 대한 경계’로 나 

54) 스뜨루베 (G. Struve)는 이 작품을 비롯한 여타 중펀들이 단편들에 비해 구성적 산만 

함이나 서술의 장황함을 보이는 것은 그가 단편들에서 즐겨 사용했던 인상주의적 기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체흡은 

이전의 러시아 작가들인 뚜르게네프， 도스또예프스끼， 그리고 나 자신과 비교될 수 없 

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만의 인상주의적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라는 똘스또이의 언급이 주로 단편에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중편으로 옮겨 가 

면서 체홉은 인상보다는 주제성의 심화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Gleb 
Struve, "On Chekhov’s Craftsmanship: The Anatomy of a Story," Slavic Review 20 
(1961), p. 472. 체홉의 인상주의적 기법에 대해서는 그와 인상파 화가 레비딴(11. 11. }]e 

BHTaH)의 관계를 연구한 모라브셰비치 (N. Moravcevich)의 “Chekhov and Naturalism ’ 

From Affinity to Divergence," Comparative Drama JV [Winter 1970-1971]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55) 이렇듯 창작되어진 민담이 해당 시대의 상황에 맞는 모습을 갖도록 변화되어지는 현 

상에 대해 권 택영은 “민담의 구조는 현대 소설에서 그 시대의 이념과 기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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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명면적 시간이 오히려 삶의 전일성과도 일치했던 CKa3Ka 

의 세계와는 달리 당대의 삶에 있어서의 평면적 시간이란 타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배타적인 자의식 속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삶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논리화하고 철학화하려는 노력 

자체는 커다란 한계를 가진 것일 수 밖에 없다. “체홉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닮)는 존슨의 언급이 지나치지 않은 것 역시 바 

로 이와 같은 체홉의 회의적 시각에 기인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힘을 극복할 

때에 현실적 행복은 회복 가능하다는 기존 CKa3Ka의 교훈성은 그 삶 자체가 

취약한 인식적 기반 위에 서 있는 현실속에서는 오히려 패러디화되고 아이러 

니컬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체홉의 두 작품속에서 우리는 CKa3Ka 시대 

의 낭만성이 파괴되어지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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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Чехов и сказка 

- значение элементов сказк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казочной КОМПОЗИЦИИ в ГПаРИJ и ГС кучной ИСТОРИИJ-

fiЭk Джун Хеи 

в даннои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ы [~азочные свойства произведений Чехов(\ 

Гf1аРИJ и гс кучная ИСТОрИЯJ и их значени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чеховской 

ПОЭТИК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времени,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героев являются самыми яркими 

признаками сказочности этих произведении. Звуковые []овторы дают 

B03MO;f(HOCTb читателю почувствовать поэтический рИН1. Сходство со скаЗКМI 

заключается еще и в развитии действия в непрерывном линейном времени.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дан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риеме, Чехов вносит в CBOl1 

произведения определенные композицион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ародной сказкой. В ГnаРИJ герой-юрист нарочно пронгрывает спор, и Te~·1 

самым структура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опрокидываете я. в ол:рытии 

незначительности С!Jетской ЖИЗНИ игнорируется даже ценности люОВ11. 

здоровья, художества и. т. д. Следовате.1ЬНО финальное убеждение героя но*'но 

назвать не истинным, а c~opee ради~аЛЬНЫ~.i и предрассудочным. ОЬраз 

банкира. скрывающего пись~to своего оппонента и пытающегое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бежать финансового сканда.1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kгчхе толстовства. 

В ГСкучной ИСТОРИИJ обычная форма повествования от г:ервого всезнающего 

лица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т лица героя Этим Чехов передает 

психологию старого профессора, изменившего свое згоистиче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до с~!ерти, несмотря иа то, что знает о скором наСТУПЛ€IIИИ 

ее. Казалось бы. известие о смеРЛJ дол*но стать соБЫlием, прерывающиы 

плавное течение его жизнн. но в душе эгоиста нет сил на пеrесмотр своего 

пассивного отношеНliЯ !; .lЮilЯМ. ПОJТО~!У У него непрерывное .1инеЙное вре~fЯ 

превращается в f'IJчего незначащий MOHOTOHHbili поток. в котором он ЧУR(тr;Уf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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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JJbKO CKyKy. 

BblIll eynoM.lI HyT삐e CBOßCTBa "IeXOBCKIfX npOlf3Be.lleHlfß IfMelOT Ba:l<HOe 3Ha"leHlfe 

nOTOMY, "ITO 4eXOB TaKIfM OÕpa30M nepe.llaëT CBoë MHeHlfe 0 CMblCJJe :l<1f3HIf JJlO.lleß 

ero BpeMeHIf, OTJJlf"la lOmeßC.lI OT :l<1f 3HIf CKa30"lHOη 3nOXIf. CyTb "IeXOBCKOr。

3aKJJIO"IeHIf.ll COCT아iT B npe.llOCTepe :l<eHI깨 。T iþlfJJOCOiþcTBoBaHlf.ll 0 CMblCJJe :l<1f 3HIf. 

B HapO.llHblX CKa3KaX Õe3COÕblTIf꺼Hoe Henpep삐BHoe JJIfHeßHOe BpeM.lI OÕ03Ha"laeT 

C"IaCTbe :l<1f 3HIf Õe3 nepeBOpOTOB, a B 4eXOBCKlfX CKa3KaX HenpepblBHOe JJIfHe때Hoe 

BpeM.lI - TycKJJOe If He3.ll0pOBOe Te"leHlfe :l<1f3HIf, r .lle TPY.llHO oÕHapy:l<lfTb eë 

IfCTIfHHOe 3Ha4eHlfe. 

nO CyTIf .lleJJa , 4exoB .llyMaJJ , 4TO HeB03MO:l<HO OCMblCJJμTb :l<1f3Hb B TOr.lla띠H IfX 

yCJJOBIf.llX , KOr.lla JJIO.llIf He CTpeMIfJJIfCb nOH.lI Tb :l<1f3HIf .llpyrlfx , a TOJJbKO naCCIfBHO 

OTHOCIfJJIfCb K .lle찌CTBI’TeJJbHOCT If If CT apaJJIfCb iþlfJJOCOiþCTBOBa Tb If OnpaB.lla Tb 

CB。η cyõbeKTIfBHblH B3rJJ.lI.ll Ha Heë. B 3TlfX yCJJOBlf.llX MblCJJIf nepCOHa:l<eH 

.lI BJJ.lI IOTC.lI TOJJbKO 때aHTa3 1f.llMIf 0 C뻐CJJe :l<1f3HIf, KOTOpble He MoryT nplfõ재3lfTbC .lI 

K IfCTIfHe. MOpaJJb CKa30K , 4TO C4aCTbe B peaJJbHOß :l<1f3HIf B03MO:l<HO , KOr.lla' 

npeO.llOJJeBalOT nO.llaBJJ.lIlOmylO 4eJJOBeKa CIfJJy, npHBO.llHT K HpOHH4eCKOMY H 

napO.llHpOBaHHoMy 3aKJJI04eH싸o B 4eXOBCKHX npOH3Be.lleHH.lIX , r .lle m이lH 

OCHOBblB a lOTC.lI Ha HeCTaÕIfJJbHOM If He3.ll0pOBOM OTHOIlleHHH K :l<H3HIf. 

B IfTOre MO :l<HO CKa3aTb , 4TO B .llBYX npOlf3Be.lleHIf.llX 4exoBa Mbl BIf.llHM T04Ky 

3peHH.lI nHCaTeJJ.lI Ha OTpHuaTeJJbHble CTOpOHbl peaJJbHOCTIf ero BpeMeHH , B 

KOTOpOM He MO:l<eT peaJJH30BaTbC.lI pOMaHTH3M 3nOXIf CKa3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