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장하지 않는 언불’에 대한 연구 

- 뿌쉬낀， 뚜르게네프， 도스또예프스끼를 중섬으로 

이 병 훈. 

우리는 문학작품， 특히 소설과 희곡에서 행위， 사건， 발화(BblCKa3 b1BaHlle)의 

주체를 주인공(repoìí) 이 나 등장인물(neìícTBYIOUlee )]111.\0) 혹은 인물(nepCOHalK) 

등으로 지칭한다1) 이들은 예술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문학작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다. 예술적 세계의 주체가 없다면 예술작품 

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의 세계는 예술적 세계의 주체들이 벌 

이는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은 인간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의 주인공(主A公)이나 둥장인물(登場A物) 혹 

은 인물(A.物)을 언급할 때，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형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예술적 세계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화나 동화와 같은 장르에서는 동물이나 그밖의 형상들이 

예술적 세계의 주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우화적인 형상들도 인간에 대 

한 일종의 비유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상들을 주인공(主A公) 등과 같 

은 용어로 지칭할 수 있다. 

예술적 세계의 주체를 지칭하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은 특정한 맥락에서 동 

의어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체홉의 희곡 『벚꽃동산』에 나오는 로빠힌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무대에 등장하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러시아어 nepCOHall<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극장에서 썼던 마스크， 신분이 높 

은 사람， 얼굴 등을 지칭하는 라틴어 persona에서 유래된 불어 personnage(중요한 

인물)에서 온 것이며， rep。꺼는 반신(半神) 혹은 신격화된 인간을 의미하는 그리스 

어 끼pωQ에서 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BBepeHHe B ßHTepaTypoBepeHHe -- ßHTepa

TypHoe npOHJBe,aeHHe: OCHOBHble nOHJ/ THJ/ H TepMHHbl, M., 1999, c. 24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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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둥장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희곡의 여러 인물들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우 

리는 로빠힌을 인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등 

장인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구 

별되는데， 그것은 이 개념들의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등장인물이라는 개념은 설제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특화되어 

희곡에서 주로 쓰이고， 주인공은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 

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등장인물이 존재하게 된다. 즉， 모든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틀의 등가성 법 

칙 (3aKOH 3KBHBaneHTa)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문학작품 

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인공틀과 부차적 인물들(BTopOCTeneHHble nepCOHalKH) 

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생긴다. 이렇게 주인공과 등장인물이라는 개 

념이 서로 구별된다면， 인물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더 중립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개념과 구분된다. 즉， 인물은 주인공과 등장인물 

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불 > 등장인물 > 주인공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개념의 상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 

할 수 있다.1) 인물이 등장인물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면 인물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존재하는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존재한다면 서술자와 화자와 

는 어먼 관계가 있는가? 2) 주인공이 등장인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무 
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가? 

먼저，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의 주인공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주장에 위배되는 듯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사무엘 베 

케트(Samuel Beckett, 1906-1989)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o!l 

에서 고도의 존재가 위의 주장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고도는 이 작품에서 전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고도가 구체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상인지 논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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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없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베케트 자신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려했 

다. 즉， 어떤 사람이 베케트에게 고도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안다면 

누구라고 작품에서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2). 그리고 가령 고도가 구 

체적인 인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작품의 주인공은 펼자가 보기에는 고도 

가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는 두 등장인물인 블라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공(고 

고)이 되어야 마땅하다. 고도는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발전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주인공은 반드시 작품 안에서 내용과 형식을 주도 

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도는 주인공이 

아니며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인물은 등장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에서 예시한 도식에 의 

하면 인물은 등장인물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역으로 인물이라는 

개념 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BHecueHHQeCKHA nepCOHa*)’3)이 존재한다는 것 

을 펼연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학작품의 세계에 동장인물이 아니 

라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존재하는가? 그들이 존재한다면 작품 안에서 등 

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들의 예술적 기능은 

무엇인가? 물론， 문학작품 속에서 일정한 예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만나기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펼요하다. 먼저， 본 논문에서 다루 

고 있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작품 안에서 일정한 미학적 기능을 담당하 

2) 이에 관해서는 김소임사무엘 베케트~， 건국대 출판부， 59쪽과 이원기사무엘 베 

케트 연구J，사무엘 베케트 희콕전집 1~ ， 예니출판사， 212쪽을 참고할 것. 

3) BHecueHH~eCKI깨 nepCOHall<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무대밖에 존재하는 인물’， 즉 무 

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러시아어의 조어(造語) 용례상 

cueHH~eCK때 nepCOHall<라는 또 다른 용어를 파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대 위의 

인물 혹은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cueHH~eCKHR nepCOHall<는 lIeRCTB]'IOm.ee 

n때0와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용어 사용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BHecueHH~eCK때 nepCOHall<를 연극 등 주로 공연예술에서 사용되는 cueHa(무대)라는 

용어 때문에 공연예술에 한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용어를 보다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cueHa라는 용어는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문학에서 일정한 시공간이 존재 

하는 장소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BHecueHH

~ecK때 nepCOHall<를 ‘무대 밖의 인물’이 아니라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 번역한 것은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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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해둘 펼요가 있다. 즉， 이 인물들은 전혀 불 

펼요하거나 예술적으로 무의미한 인물들이 아니다. 예컨대， 뚜르게네프의 장 

편소설 『루진』에서 언급되는 무펠리 남작이나 가아린 공작과 같은 인물은 논 

의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기는 하지 

만 또한 작품 안에서 별다른 미학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인물들은 굳이 규정하자면 장식 적 인 인물들(.oel<OpaTHBHble nepCOHall<H)이 라 

고 할 수 있다~루진』의 첫 장면은 다리야 미하일로브나 라순스까야의 집에 

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라순스까야가 빼쩨르부르그의 가아린 공작의 집에서 

사권 무펠리라는 박식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무펠리 남 

작은 사정이 생겨 나타나지 않고 그대신 소설의 주인공인 루진이 등장한다. 

여기서 가아린 공작이나 무펠리 남작은 오직 루진을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 

동원된 장식적인 인물들일 뿐이다. 둘째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과 서술자， 화 

자와의 관계이다. 서술자(nOBeCTBOBaTeJl b)는 작품 안에 등장할 수도 있고 등 

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술자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인물들간의 사건과 행위를 전달하는 자이다. 그는 문학작 

품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고 등장인물의 외형을 묘사하며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분석하기도 한다. 서술자는 사건의 주체인 인물이나 등장인물， 주 

인공과는 탈리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며 묘사된 현실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다4) 그것은 서술자가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술자는 사건의 주체인 ‘객체화된’ 인물(등장인물과 등장하지 않는 인물)과는 

다르다. 서술자와는 탈리 화자(paCC l< a3 '-1HI<)는 묘사된 현실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화된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을 묘사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묘사의 대상 

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체화된 인물이 될 수 없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다루 

고 있는 인물(등장인물과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묘사된 

4) 우리는 여기서 등장인물로서의 서술자와 순수한 서술자를 구별해야만 한다. 서술자 

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것은 그가 이미 등장인물이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등장 

인물이 서술자라는 사실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술자 

라는 규정은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뿌쉬낀의 『대위의 딸』에서 그리뇨프는 

등장인물이기도 하고 서술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뇨프가 등장인물(주인공)로서 

역할하는 동안에 서술자라는 그의 또 다른 위치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즉， 

서술자로서의 그리뇨프와 등장인물로서의 그리뇨프는 상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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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안에서 존재하면서 객체화된 인물을 의미한다. 셋째， 여기서 다루고 있 

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주인공들이 아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작품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절대적이거나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부차적인 인물들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도 부차적인 역할일 뿐이 

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등장인물’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완결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즉， 그들은 주인공의 삶과 성격을 보조하기도 

하고， 작품의 시공간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가에게 부여하기 

도 하며， 사건의 전개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구성에 개입하기도 한 

다.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뿌쉬낀의 소비극 「모짜르트와 살리에리 J ， 

뚜르게네프의 장편소설 『루진~， 도스또예프스끼의 장편소설 『죄와 별』에서 발 

견할 수 있다. 

2 

뿌쉬낀의 소비극 「모짜프트와 살리에리 J (1830)에는 모짜르트와 살리에리라 

는 상반된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지년 자유 

로운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인간적인 고민과 심오한 사상적 깊이가 부족하며 

또 다른 사람은 천재성의 부재로 인해 존재론적인 고통에 휩싸이고， 결국 질 

투의 화신이 되고 만다. 모짜르트와 살리에리는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서 이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이 소비극의 모든 내용과 형식은 바로 이러한 대조적 

인 인물들의 갈등과 파국 위에 기초해 있다. 

모짜르트는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話頭)를 살리에리에게 던 

진다(‘천재와 죄행은 양립할 수 없는 것’). 이 화두는 2막에서 살리에리가 모 

짜르트의 술잔에 독약을 넣기 직전에 모짜르트가 하는 대사이다. 살리에리는 

이 대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죄행을 실행에 옮긴다. 이것을 보면 살리에리가 

모짜르트와 대립되는 화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사람들은 

지상에 정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상에도 정의는 없다’). 살리에리의 

이 말은 1막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즉， 이 작품은 살리에리 

의 화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의 대립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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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천재와 죄행은 양립할 수 없다는 모짜르트의 주장은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펼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뿌쉬낀의 미학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고전적인 미 

학적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던 명저l 였다. 그러나 여기서 뿌쉬낀의 의도는 

단순히 이러한 고전적 명제를 확인하려는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의도는 다 

른 데 있다. 바로 살리에리가 그의 숨겨진 의도를 실현하는 인물이다5). 살리 

에리는 모짜르트의 재능을 흠모하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천재가 아니라는 사 

실에 분노하고 절망한다. 그리고 살리에리의 존재론적 고민은 자신의 죄행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살 

리에리가 모짜르트를 독살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살리에리는 모짜르 

트에게 독약을 먹이고 마지막 독백을 남긴다(‘그대/ 영원히 잠들리라， 모짜르 

트여! 그는 과연 정당하고/ 난 천재가 아니란 말인가? 천재와 죄행은/ 양립할 

수 없는 것. 당치도 않은 말./ 그러면 부오나로티6)는? 그의 죄행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의 전설이란 말인가. 바티칸의 설계자였던/ 그도 살해자가 

아니었던가?’). 이 독백은 관객들에게 묘한 여운을 전달하는데， 그것은 살리에 

리가 스스로 자신의 화두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도 살해자가 아니 

었던가?’라는 살리에리의 마지막 대사는 자기변명조의 파토스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갈등을 극 안에서 해소하지 않고 관객들의 몫으로 남기고 

있으며 뿌쉬낀은 이를 통해서 ‘천재’ 모짜르트가 아니라 ‘인간’ 살리에리의 고 

뇌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짜르트와 살리에리 그리고 선술집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노인으로 단 세 명뿐이다. 모짜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등장인물은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며 노인은 부차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세 명의 등장인 

물들 이외에 이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두 명 더 있다. 그것은 바 

로 살리에리의 옛 애인인 이조라와 모짜르트의 아내이다. 뿌쉬낀은 등장하지 

않는 이 두 인물들을 주인공들의 삶과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 

5) 이것은 극중에서 살리에리가 모짜르트보다 훨씬 살아있는 인간적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6) 미켈란첼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를 말한다. 그는 죽어 
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모텔을 십자가에 못박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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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조라와 모짜르트의 아내는 살리에리와 모짜르트의 상반되는 성 

격에 상응하여 서로 대립항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의 두 장면을 보도록 하자. 

〈장면 A> 

살리에리 

여보게， 우리 황금 사자라는 

선술집에서 점심을 먹세나. 

모찌르트 

그러세， 

난 좋지 집에 들러， 

아내에게 점심을 먹고 들어온다고 

말이나 전해야겠군 

(나간다) 

CanbepH. 

nocnymaA: oTo6el1aeM Mμ BMeCTe 

B TpaKTHpe 3onoToro 끼b6a. 

NauapT. 

nOll<anyA’ 

~ pal1. Ho l1ail, cxoll<y 110Molí, CKa3aTb 

*eHe, QTo6w MeH~ OHa K o6el1Y 
He 110ll<Hl1anaCb. 

(Yxo뻐T) 

〈장면 B> 

살리에라 

여기 이조라의 마지막 선볼인 독약이 있다 

나는 이것을 십 팔 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지. 

그때부터 종종 삶은 내게 참을 수 없는 번뇌였네 

무사태평한 적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나는 단 한 번도 유혹의 속삭임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네 비록 겁쟁이가 아니었으며， 

심한 모욕을 느꼈고， 생에 대한 집착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망설였었지.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는 생각했다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은 

나에게 뜻하지 않은 재능을 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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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와 창조의 밤， 영감이 나를 찾아올 것이며， 

새로운 하이든71이 위대한 작품윤 창조했을 때，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증오스러운 손님을 맞아 술자리플 같이 했을 때 

나는 생각했었네 언젠가는 사악한 적을 만날 것이며， 

악의에 찬 모욕감이 오만한 나룹 자극할 것이고， 

그때， 바로 너， 이조라의 선묻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나는 옳았네 1 마침내 나익 적을 발견했다네 

새로운 하이든은 나룹 환희에 젖게 했다네! 

이제 때가 되었노라 1 사람이 준 맹약의 선물이여， 

오늘， 우정의 술잔 속으로 자리플 옮기라. 

CaJIbepH 

BOT 51,ll, nOCJJe ,llHHi’ ,llap Moeií l-13oPbl 

OCbMHa，ll~aTb JJeT HOWy ero C c060~--

11 4aCTO :l<H3Hb Ka 3aJJaCb MHe C TeX nop 

HeCHOCHoií paHoií , H CH,lleJJ 51 1.J aCTO 

C BparOM 6eCne4HblM 3a O,llHoií Tpane30ií 

11 HHKOr,lla Ha WenOT HCKyweHb51 

He npeKJJOHHJJC 5I 51 , XOTb 꺼 He TpyC , 

XOT5I 06κay 4yBCTB~ rJJy60K。’

XOTb MaJJO :l<H3Hb JJ~6JJ~. Bcë Me ,llJJHJJ 51. 

KaK :l<a :l<,lla CMepTH My4HJJa MeH5I, 

니TO yMHpaTb? 꺼 MHH끼 Õb’Tb MO:l<eT , :l<H3Hb 

MHe npHHeceT He3anHble ,llapbl; 

5b1Tb MO:l<eT , noceTHT MeH5I BOCTopr 

11 TBOp1.JeCKa51 H0 1.J b H B,llOxHOBeHbe; 

E비Tb MO:l<eT , HOBblií ra꺼，lleH COTBOpHT 

BeJJHKOe -- H HaCJJa:l<yc쩌 HM" 

KaK nHpOBaJJ 꺼 C rOCTeM HeHaBHcTHblM, 

5b1Tb MO :l<eT , MHHJJ 51 , 3JJeiíwero Bpara 

Ha까，lly; 6b1Tb MO :l<eT , 3JJe꺼띠 a51 06H,lla 

B MeH5I C Ha ,llMeHHOií rp5! HeT B비COTbI--

Tor,lla He npona，ll e띠 b T비， ,llap 113opbl. 

” 껴 6b1JJ npaBI H HaKOHe~ HaWeJJ 

íI Moero Bpara , H HOBblií raií,lleH 

MeH5! BOCToprOM llHBHO ynOHJJ! 

Tenepb-nopa l 3aBeTHblií llap JJ~6BH ， 

7) 여기서 ‘새로운 하이든’은 천재룹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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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eXOllH CerollH5I B Yamy llPy:l<6blSl 

이조라는 살리에리의 옛 애인이다. 관객들은 오직 이조라라는 등장하지 않 

는 인물을 통해서만 살리에리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녀는 살리에리 

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으며 그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 

는 유일한 단서인 것이다. 그녀는 작별의 증표로써 살리에리에게 독약을 전해 

주는 사악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뿌쉬낀은 이러한 디테일을 통해서 살리에리 

가 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관객들 

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짜르트가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는 장변 

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관객들은 이 작품에서 모짜르트의 아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다만 모짜르트가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자신의 아내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추측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인용한 〈장면 A>와 <장면 B>는 1막의 마지막 

장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뿌쉬낀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서 두 주인공의 인간관계까지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짜 

르트/아내 •• 살리에리/이조라’라는 대칭적 구도는 전자가 윤리적 순결성을 

담보하고 후자가 윤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극중에서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의 성격을 더욱 대비시키는 효과를 내며， 2막에 

서 설행되는 살리에리의 음모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서 이조라와 모짜르트의 아내는 무 

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보조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 두 여인은 등장인물의 하나인 선술집의 노인보다도 훨씬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은 비록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극 

중에서 별다른 미학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라 

와 모짜르트의 아내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두 주인공의 

그림자같이 분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작품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8) A. c. nymKIIH, nOJTH. co6p. CO 'l., M. , 1957, T. 5, c. 362-363. 번역본은 뿌쉬낀모짜르 
트와 살리에리 J ， 이병훈 옮김(뿌쉬낀예브게니 오네긴~ , 허승철， 이병훈 옮김， 솔， 

1999 에 수록)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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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뚜르게네프의 장편소설 『루진』에는 뽀꼬르스끼라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소설은 127ß 의 장(章)과 에펼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뽀 

꼬르스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장은 6장과 에펼로그이다. 그런데 에펼로그에 

나오는 뽀꼬프스끼에 대한 언급은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레쥐네프가 루진과 다시 만나 술잔을 부딪치는 자리에서 단순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1" 레쥐네프는 몸을 일으켜 루진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자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뽀꼬르스끼를 생각하며 . 그 친구도 역시 
가난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까” 

‘ 3a TBOe 311opoBbe, npOM01lBM1I 끼e*HeB" ， npMnOllHJl1ICJI M nOl.\e1l0Ba1l PYllMHa 

B 1106. “3a TBoe 311opOBbe M B naMJl Tb nO l<opc l<oro ... OH To*e yMe1l OCTaTbC쩌 

HMU\MM"9) ‘ 

그러나 6장에서 언급되는 뽀꼬르스끼는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뽀꼬르스끼는 미하일로 미할일로비치 레쥐네프가 알렉산드라 빠 

블로브나 리삐나의 성화에 못 이겨 루진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야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 학생이 루진씨였나요?"하고 알렉산드라 빠블로브나가 물었다. 

“아니오. 루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 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뽀꼬르스끼라고 불렀죠” 

“ 3TO 6μ11 PYllMH?" CnpOCM1Ia A1Ie l< CaHllpa naB1I0BHa. 

“HeT, 3TO He 6b111 PYllMH ... , 3T0 6b111 '1e1l0Be l<... OH y*e Tenepb yMep... 3TO 

6b111 '1e1l0Be l< He06b1I< HOBeHHblA. 3Ba1l“ ero nOKOpCKMM" !OJ. 

그리고 레쥐네프는 이어서 학장시절에 써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뽀꼬르 

스끼의 인간적인 진실성과 병석한 두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를 

루진과 비교한다. 

9) 11. C. TypreHeB, nOAHoe co6paHHe CO f{μHeHHi1 H nHceM B IJBalJuaTH BOCbMH TOMax, T. 6, 

M-JJ. , 1963, c. 359. 
10) 11. C. TypreHeB, ncc!l., T. 6, c. 296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연구 

“뽀꼬르스끼와 루진은 서로 닮은 데가 없었습니다. 루진 쪽이 훨씬 더 화 

려하고， 떠들썩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더 열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진이 뽀꼬르스끼보다 훨씬 재능이 많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루진은 뽀꼬 

르스끼에 비하변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루진은 모든 사상을 탁월하게 

발전시켰으며 논쟁을 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자기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머리에서， 특히 뽀 

꼬르스끼에게서 벌어온 것이었습니다. 뽀꼬르스끼는 곁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허약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매우 여자를 좋아했고 술을 

마시고 잘 떠들었으며 모욕을 받으면 상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루진은 

열정과 용기와 생명으로 충만해 보이면서도 영혼은 싸늘하였고 자존심이 발 

동하지 않으면 소심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nOKOpCKHA H PynHH He rrOXOnHnH npyr Ha npyra. B PynHHe 6wno rOpa3nO 

60nbwe 6necKy H TpeCKy, 60nbwe iþpa3 H, rro:l<anyA, 60nbwe 3HTy3Ha3Ma. OH 

Ka3anc꺼 ropa3tlO napOBHTee nOKOpCKOrO, a Ha CaMOM nene OH 6b1n 6etlHjlK B 

cpaBHeHHH C H뻐 PynHH rrpeBOCXOnHO pa3BHBan nlO6yl。 뻐cnb ， CrrOpHn MaCTep

CKH; HO 뻐cnH ero pO:l<nanHCb He B ero rOnOBe: OH 6pan HX y tlPyrHx, oco-

6eHHO y nOKOpCKOrO. nOKOpCKI써 6ψI Ha B때 깨X H MjlrOK, na:l<e cna6 H ßI06Hn 

:l<eHII\HH nO 6e3YMHjI, nlO6Hn rroKyTHTb H He nanc jI 6b1 HHKOMy B 06Htly. PynHH 

Ka3anC jI rrOnHblM OrHjI, CMenOCTH, :l<H3HH, a B nywe 6wn XOnOneH H '1yTb nH He 

P060K, rrOKa He 3aneBanOCb ero CaMOnI06He" !l). 

83 

레쥐네프의 설명에 의하면 뽀꼬트스끼는 루진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그는 

‘명석하고 해박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럽고 익살스 

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루진과는 달리 ‘시와 진리’를 동시에 가슴과 머리에 

품고 사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뚜르게네프는 뽀꼬르스끼를 통해서 루진의 성 

격을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루진의 성격이 가장 잘 묘사되 

어 있는 장은 바로 뽀꼬르스끼 가 등장하는 6장이 다. 즉， 등장하지 않는 인물 

인 뽀꼬르스끼는 주인공인 루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인 것이다. 

『루진』에서 뽀꼬르스끼라는 존재는 단지 주인공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존재는 이 소설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뽀꼬르스끼가 등장하는 

6장이 작품의 전체 구성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6장은 이 소설의 구성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는 분수령의 역할을 

11) TaM :t:e. , c.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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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점에서 6장의 첫 문장(‘두 달 남짓이 흘렀다’， OpOWJ10 IlBa MeC~ua C 

깨WKOM)이 시간적 흐름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다. 즉， 1장에서 5장까지는 루진이 다리야 미하일로브나 라순스까야의 집에 

등장하여 소설의 주요 인물이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되 

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 그리고 에펼로그에서 작가는 

소설의 전반부에서 형성되었던 루진과 주변인물， 특히 나딸리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파국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결국 6장은 소설의 후반부를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뚜르게네프는 루진의 성격을 뽀꼬 

르스끼와 대비하면서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루진이 나딸리아 

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장은 이 소섣의 크로노토프(XpOHOTon)12l가 단층적인 것에서 다층적인 것으 

로 전환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장에서 5장까 

지 소설의 크로노토프는 어느 여름날이라는 시간적 지표와 어느 시골의 조그 

마한 마을이라는 공간적 지표의 상호연관(B3aHMOCB~3b)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선적으로 전개되던 소설의 크로노토 

프가 뽀꼬르스끼라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레쥐네프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크로노토프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6장에서 기존의 소 

설적 크로노토프가 뽀꼬르스끼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크로노토프와 공존하 

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단층적인 구성이 다 

층적으로 중층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에 능동적으 

로 개입하고 과거의 인물이 현존하는 인물의 기억을 통해서 심연(深淵)에서 

수면(水뼈)위로 떠오른다. 바로 이 렇게 뽀꼬르스끼라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소설의 구성이 전개되는 과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12) 바흐젠의 정의에 의하면 크로노토프는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구현된 시간적， 
공간적 관계들의 상호연판， 즉 문학작품의 시공간(BpeM~npOCTpaHCTBO)이다. “문학 

적， 예술적인 크로노토프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된 전 

체 안에서 융합된 것이 다 (B .IlHTepaTypHo-xynO:l<eCTBeHHOM XpOHOTOne HMeeT MeCTO 

C .IlH~HHe npOCTpaHCTBeHHbJX H BpeMeHHbJX npmfeT B OCMbJC.IleHHOM H I<OH l<peTHOM ue.llOM.) 

(M. BaXTHH, BonpocbI JIHTepa Typbl ν 3CTeTHKμ， M. , 1975, c.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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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스또예프스끼의 장편소설 『죄와 별』은 6개의 부분과 에펼로그로 이루어 

져 있다모짜르트와 살리에리」나 『루진』의 경우와는 달리 이 소설에서 ‘등 

장하지 않는 인물’(마르파 빼뜨로브나)은 작품의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한다’. 

『루진』에서 뽀꼬르스끼라는 인물이 6장과 에펄로그에서만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죄와 별』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라는 이름은 1부의 3장과 4장， 3부의 2 

장과 3장， 4부의 1 장， 2장， 3장， 6부의 3장， 4장， 5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등장 

한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모든 곳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라는 인물이 예술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부의 4장， 4부의 3장 등에 나 

오는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아래의 예는 4부 

의 3장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도스또예 

프스끼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게 특별한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 

다. 

조금 전에 그가 두냐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결심했다고 모욕적으로 딸한 것은 뾰뜨르 빼뜨로비치의 진심이 

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비열한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김은 분노마저 느끼 

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두냐에게 청혼을 했을 때는 사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방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난 뒤였다. 마 

르파 빼뜨로브나 스스로가 그 소문을 공개적으로 번복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건을 잊고 두냐를 따뜻하게 감싸 준 지가 이미 오래된 터였다. 

HanOMHHall Tenepb C rOpe4btO DyHe 0 TOM, 4TO OH pemHJlClI B311Tb ee, He

CMOTpll Ha XYlly tO 0 HeH MOJlBy, neTp neTpOBH4 rOBOpHJI BnOJlHe HCKpeHHO H 

Ila*e 4yBcTBoBaJl r Jly6oKoe HerOIlOBaHHe npOTHB TaKO꺼 ((4epHOA He6J1arOllap

HOCTH>>. A Me*IlY TeM , CBaTallCb Torlla 3a DYHtO, OH COBepmeHHO y*e 6b1J1 y6e* 

lleH B HeJlenOCTH BCeX 3THX CnJleTeH, OnpoBeprHyTblx BceHapollHo CaM。에 Map

~OH neTpOBHOH H llaBHO y*e OCTaBJleHHblX BCeM rOpOIlHmKOM, rOp1l40 onpaBllbl

BaBmHM DYHt0 13J . 

독자들이 마르파 빼뜨로브나의 존재를 처음 알게되는 것은 1부의 3장에서 

라스꼴리니꼬프에게 보낸 뿔리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펀지를 통해서이다. 

13) φM. DOCTOeBCKI째 ， rTOJIHOe COÕpJHHe CO 'fHHeHH.η B TPHlIIJJTH TOMJX, T. 6, J1., AHCC., 
1973, c.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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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지에서 뿔리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라스꼴리니꼬프의 여동생인 두냐 

와 스비드리가일로프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한다. 즉，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부인으로 가정교사로 들 

어와 살던 두냐와 남편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되고 두냐를 집에서 쫓아낸다. 

그후 그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두냐를 비방하고 험답한다. 그러나 스비드 

리가일로프가 두냐의 결백을 밝히자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진정으로 후회하면 

서 두냐에게 용서를 빈다 독자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라스꼴리니꼬프의 가 

족， 특히 두냐의 처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마르파 빼뜨 

로브나라는 존재는 두냐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한 

다’. 

3부의 2장과 3장에서는 미-르파 빼뜨로므나의 죽음에 대한 언굽이 나온다. 1 

부의 3장과 마찬가지로 마르파 빼뜨로브나의 죽음을 전하는 인물은 뿔리헤리 

야 알렉산드로브나이다 그녀는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라주미 

힌과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 라스꼴리니꼬프에게 전달한다. 여기서 마르파 빼 

뜨로브나가 죽었다는 사실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노파를 살인한 후 

극심한 정신적 절병을 앓고 있던 라스꼴리니꼬프와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즉， 

그녀의 죽음은 라스꼴리니꼬프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한층 긴장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부의 1 장에서 라스꼴리니꼬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처음으로 대면한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꼴리니꼬프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 

르파 빼뜨로브나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6부의 4 

장에서도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꼴리니꼬프에게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어떤 

여자였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지 

고， 그것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히게 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구해준다. 그리 

고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한다.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시골에서 스비드리가일로 

프와 7년 동안이나 결혼생활을 하고는 끝내 그의 손에 죽고 만다. 이 대목에 

서 독자들은 마르파 빼뜨로브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과거 

를 알게 된다. 즉， 그녀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과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인물 

인 것이다. 이렇게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두냐 

와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마므파 빼뜨로브나라는 인물은 이조라나 뽀꼬르스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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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독자들은 그녀가 마치 등장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이조라나 뽀꼬르스끼보다 훨 

씬 살아있는 인물로서 작품 속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조라와 뽀꼬르스끼가 

작품의 슈제뜨(c!O)((eT)와 직 접 적 인 관련이 없는데 반해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소설의 슈제뜨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조라와 뽀꼬르스끼는 

과거의 인물이다. 그들은 작품의 슈제뜨가 전개되어가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즉， 그들이 슈제뜨와 연결되는 것은 오직 슈제뜨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소설의 슈제뜨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 

로 현재적인 크로노토프 속에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유 

령의 모습으로 등장인물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 

은 그녀의 존재가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언급 

이 나오는 대목은 3부의 2장과 4부의 1장， 6부의 3장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 

도록 하자. 

<3부의 2장〉 

“얘， 두냐야， 나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꿈에 죽 

은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나타났지 뭐니 ... 온통 새하얀 옷을 입고 내게 다가 

와서는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보면서 고개를 가로젓더구나，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한 모습이 마치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았단다 ... 이게 길몽일까? 오오， 
하느님 맙소사 드미뜨리 쁘로꼬피치， 당신은 아직 모르시지요. 마르파 빼뜨 

로브나가 죽었다오” 

“3Haemb, nyHe'1Ka , KaK TOJJbKO 1I K yTpy HeMHOrO 3acHyJJa, MHe Bllpyr npH

CHHJJaCb nOKolíHHua Maplþa neTpOBHa ... H BClI B ÕeJJOM ... nOllOmJJa KO MHe, B3 J1JJa 

3a pyKy, a CaMa rOJJoBolí Ka'1aeT Ha MeHlI, H TaK CTpOrO, CTpOrO, KaK ÕYllTO 

。cy:l<llaeT ... K 1l0ÕPY JJH 3T0? Ax, õO:l<e MO꺼， nMHTpHIl npOKOlþbH'1, BhI em.e He 

3HaeTe: Mapiþa neTpOBHa YMepJla l "141 

<4부의 l장〉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찾아왔소이다 그는 야릇한 미소로 입술을 일그러 

14) φ M. nOCTOeBCKl깨 ， ncc., T. 6, c.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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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며 말했다. 

“어 떻 게 찾아왔다는 딸이 지 요?" 

“별써 세 번씩이나 왔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바로 장례식 

날， 무덤에서 돌아온 지 한 시간이 지났을 때였소. 그건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날 밤이었지요. 두 번째로 본 것은 이곳으로 오려고 결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말라야 비쉐라 역에서였고， 세 번째는 두 시간 전에 내가 지 

금 묵고 있는 방이었지요 그때 나는 땅에 혼자 있었지요” 

“깨어 있을 때였나요?" 

“확실해요 세 번 다 깨어 있을 때였지요. 찾아와서는 1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으로 나갔어요 언제나 문으로 나가더군요. 발소리까지 들리는 

것만 같아요” 

“MaP$a neTpOBHa nOCemaTb H3B。깨T" ， npOrOBOpHJJ OH, CKpHBJI POT B KaKylO-

TO cTpaHHylO yJJMÕKy. 

“KaK 3TO nOCemaTb H3BOJJHT?" 

“na y* TpH pa3a npHXOLlHJJa. BnepBO꺼 JI eë yBHLlaJJ B CaMMß LleHb nOXOpOH, 

4ac CTyCT껴 nOCJJe KJJaLl ÕHma. 3TO ÕblJJO HaKaHyHe MOerO OTbe3Lla c lOLla. BTOPOß 

pa3 TpeTberO LlHJI, B LlOpOre , Ha paCCBeTe, Ha CTaHl1HH MaJJoß BHWepe; a B 

TpeTHß pa3 , LlBa 4aCa TOMy Ha3aLl, Ha KBapTHpe , r Lle JI CTOIO, B KOMHaTe; JI 

ÕMJJ OLlHH" 

“HaJlBY?" 

“COBepweHHO. Bce TPH pa3a HaJl By. npHLleT , nOrOBOpHT C MHHyTy H YαLleT B 

LlBepb; BCerna B IlBepb. lla:l<e Ka l< ÕYIlTO CJJμ피HO."15J 

<6부의 3장〉 

“아! 마르파 빼뜨로브나의 유령들! 어떻게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맙시다. 빼쩨르부르그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기랄 것들 같으니라구 1"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다. 

“A! npH3pal< H Map빠I neTpOBHbI! l{TO *, npHXoLlHTb npOLlOJJ*aIOT?" 

“Hy HX, He nOMHHaßTe; B neTepõypre eme He ÕblJJO; Lla H 4epT C HHMH!" 

BC l< pH4aJJ OH C l< aKHM-TO pa3 Llpa*HTeJJbHblM BHLlOMI6). 

마르파 빼뜨로브나가 유령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비드리가일로프에 

대한 원한과 복수를 의미한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살하기 직전에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퍼붓는 빼쩨르부르그의 거리를 헤매며 톨아다니기도 하고 밤 

15) TaM :fæ. , C. 219. 
16) TaM :fæ. , 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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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이 능욕한 소녀의 꿈을 꾼 

다. 소녀는 겨우 열 네 살이었으며 자신이 능욕을 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결 

국 물에 빠져 죽고 만다. 그리고 소녀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꿈속에서 꽃에 

둘러싸인 채 관속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마르파 

빼뜨로브나의 유령을 보는 것도 꿈속에서 소녀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은 맥 

락 위에 있는 것이다.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저지른 범죄 

의 한 희생양이며 소녀논 그 희생양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르 

파 빼뜨로브나라는 존재는 죽어서도 유령으로 환생하여(물론， 작품에는 등장 

하지 않는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비극적 최후에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스또예프스끼가 마르파 빼뜨로브나라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소 

설의 슈제뜨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5 

문학작품에는 왜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예술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예학적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7) 

17) 우리는 문학작품의 등장인물과 주인공에 관한 이론들을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ApHCTOTeJlb, 06 HCKyccTBe Jl033HH, 1>1., 1957. 2) rereJlb, 3CTeTH

KB , 1>1., 1968, T. 1. 3) TOMameBcKHil, 5. B. , TeopHJI JlHTepBTypbl, 1>1., 1996. 4) 5axTHH, 1>1., 
‘ABTOp H repoil B 3CTeTHlleCKoil 2le~lT eJl bHOCTH' ， 3CTeTHKB CJlOBeCHOro TBoplfeCTBB, 

1-1" 1986, 5) nOCneJlOB, r H" TeopHJI JlHTeparypbl, 1>1" 1978. 6) rHH36ypr, J1, 51., 0 JlH

TepBTypHOM repoe, J1" 1979. 7) XaJlH3eB, B. E., lJpBMB KBK pOII π'HTepBTypbl， 1>1., 1986, 
8) BBelIeHHe B JlHTepB TypoBelIeHHe, M" 1999, 그러나 위의 어떤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내 학자가 시도한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HeBH21HMμe repoH)’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홍미롭고 소중한 가치가 있 

는 것이다(박현섭안톤 처1 홉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J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8, 제 8권， 제 1 호) 위의 논문에서 박현섭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 

들’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극의 책략’이라는 판점에서 접근하면서 연극의 고 

유한 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도의 예술적 책략이 연극뿐만 아니라 서사문학에서 

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창작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 

이 었다 물론， 박현섭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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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등장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까? 박현섭은 이 

문제를 nOKa3(보여주기)와 CKpbI깨e(감추기)라는 예술적 기법 (np뼈M)으로 설명 

하고 있다. 즉， 희곡에서 너무 적나라한 보여주기는 오히려 예술성을 손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 감추기라는 기법 

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펼요가 생긴다18) 필자의 견해로는 박현섭의 

설명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예술작품에서 일정한 시공간(크로노토프)이 중요 

한 미학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만일 

예술작품의 이러한 특성이 예술적 세계의 시공간을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한 

다면， 즉 예술가가 일정한 시공간 속에 공존하며， 그런 무대 위에 ‘등장하는’ 

존재만을 가지고 예술적 세계를 창조한다면 예술작품은 지극히 단조로운 것 

이 될 것이다. 예술작품은 무엇보다도 예술가의 창조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다. 

예술적 상상력의 세계에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예술작품의 세계에서는 

현재가 동시에 과거와 공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재에 미래를 접목시킬 

수도 있다. 요컨대， 예술가는 ‘보이는 것’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이는 것 

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등장하지 않는 인물과 등장인물의 관계도 이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자신의 예술적 구상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작품의 제한된 시공간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존재는 예술작품의 특성， 예술가의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펼자는 앞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인물과 더불어 nepCOHall<(인물)라는 

그는 이 문제를 연극이라는 제한된 장르에서만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박현섭이 

위의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존재들이 과연 그 작품의 주인공들인가하는 의문이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18) “ . Ho CJlHIU I< OM yCHJleHHbIH ‘nO l< a3 ’ 8 LIpaMe lfaCTO rYÕHT eë XYLIO :l<eCTBeHHOCTb. C 

LIpyro꺼 CTOpOH비 cylI(eCTByeT npHëM, I< OTOpblH HcnoJlb3yeT peBepCHIO CnOCOÕHOCTH 

‘nO l< a3a"’(박현섭안톤 체홉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J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8, 저'1 8권， 제 1 호， 41쪽의 pe310Me를 참고할 것. 인용자의 강조). 

여기서 박현섭이 peBepCH.5I(역전 혹은 격세유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결국 

C l< pblTHe가 nO l< a3 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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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말 

그대로 독자들의 눈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존재 자체 

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외형이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 

은 항상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는 등장인물의 naMHb(기억)와 

BocnOMHHaHHe(회상)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 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등장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억 속의 존재인 것 

이다. 예컨대， 뚜르게네프의 『루진』에서 뽀꼬르스끼는 레쥐네프의 기억과 회 

상을 통해서 ‘등장하며’， 도스또예프스끼의 『죄와 별』에서 마르파 빼뜨로브나 

는 라스꼴리니꼬프의 어머니인 뿔리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편지에서 처음 

언급되지만 이것도 기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이다. 그러면 등장하지 않는 인 

물은 왜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억이나 회 

상이 인간을 다른 시간이나 공간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억이라는 사유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 

과 만날 수 있다. 예술작품의 세계가 심오하고 풍부해질 수 있는 이유중의 하 

나도 예술가가 기억이나 회상이라는 사유형식을 예술적 사유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적 세계는 기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무한해지며 예술 

가는 등장인물들의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 상상력을 간접적으로 설현 

한다. 이런 점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기억되는 인물(BcnOM배aeM뼈 nepco

Ha)j()’이라고 할 수도 있다19) 이제까지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기억되는 인물’은 기억하는 인물(등장인물)과 마찬가지로 작품 안에서 중요한 

예술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억되는 인물’의 역할은 기억하는 인물의 그 

것과 다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소설의 크로 

노토프로부터 일정하게 격리되어 있다. 예컨대， 이조라와 뽀꼬르스끼는 과거 

의 인물이며 모짜르트의 부인과 마르파 빼뜨로브나는 작품의 슈제뜨가 발전 

하는 시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그들은 기억하는 인물과 

는 달리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이 

19) 문학작품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불’은 대개가 ‘기억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반대로 
‘기억되는 인물’이 모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인 

칭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소설에서 화자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등장 

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화자의 기억에 의해 

재생되는 작품의 시공간이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화자에 의해 ‘기억되는 인물’은 

‘등장인물’이 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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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그들의 역할은 ‘간접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문학작품 안에 그 

들의 ‘존재’가 없다면 문학적 세계는 일면적이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들의 존재는 보이는 것의 보이지 않는 측면을 의미하며 현재와 과거의 

예술적 만남이고 또 다른 문학적 크노로토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다면 문학작품의 심오한 세계도 불가능할 것이 

다.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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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IJNe 

060 BHeCQeHHqeCKHX nepCOHa*ax 

B TBOpqeCTBe nY.KHHa, TypreHeBa H ßocToeBcKor’O 

1IH 6ëH XyH 

CTaTbjl nOCBjI띠eHa HCCJle.llOBaH에o np06J1eM피 BHecueHH4eCKHX nepCOHa*e꺼 B 

JIl’TepaTypHoM npOH3Be.lleHHH. He TOJlbKO B .llpaMaTH4eCKOM npOH3Be.lleHHH, a B 

3nH4eCKOM Ba*Ha pOJlb BHecueHH4eCKHX nepCOHa*eH. 

CHCTeMa nepCOHa*e꺼 - cnoco6 Bblpa*eHl쩌 H.lleHHOrO H xY.llo*eCTBeHHoro 3a-

MblC Jla aBTopa. Bo B3 a!iMo.aeHCTBHH nepCOHa:l<eH , B HX conOCTaBJleHHH , cpaBHeHHH, 

npOTHBonOCTaBJleHHH npOjlBJljleTC jI B3rJljl .ll nHCaTeJljl Ha C03 .llaHHbI꺼 HM xY.llo*eCT

BeHHblH MHP, Ha caMHX repoeB , HX CJlOBa H nocTynKH H, B KOHe4HOM C4eTe , Ha 

。Kpy:l<a~~y~ .lleHCTBHTeJlbHOCTb 

nepCOHa* MO :l<eT pa3 .lle JlHTbC jI Ha .llBe rpynnbi: cueHH4eCKHH H BHecueHH4eCKHH 

nepCOHa*. EyKBaJlbHO cueHH4eCKHH nepCOHa* eCTb .llpyroe HMjI .lleHcTBy~~ero 

J1Hua. 

BHecueHH4eCKH때 nepCOHa* He BblXO.ll씨 T Ha cueHy npOH3Be.lleHH jI, a HrpaeT Ba*

Hy~ xy.llo*eCTBeHHy~ po지b B CHCTeMe nepCOHa*e꺼. TaKHe nepCOHa*H , He BXO.lljl B 

cHcTeMy .lleHcTBy~~HX J1HU , To*e BCTyna~T B onpe.lle JleHHbie OTHOllleHH jI C HHMH. 

OHH , C O.llHOH CTOpOHbl, Hrpa~T pOJlb BTopOCTeneHHblX nepCOHa*eH KaK .lleHCTBylO

띠HX J1HU H, C .llpyro l1 CTOpOHbl, yr J1y6J1j1 IOT MHp .lleHcTBylO띠HX J1HU. CJle .llOBaTeJlbHO 

6e3 BHecueHH4eCKHX nepCOHa :l<eH He cy~ecTByeT rJly60KH찌 xY.llo*eCTBeHHbll1 MHp 

J1HTepaTypHoro npOH3Be .lleHH jI 

nO .l106Hble nepCOHa*H xapaKTepHbl H .llJljl pyCCKOH KJlaCCH4eCKOH J1HTepaTy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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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BeKa: H30pa H ~eHa MO~apTa B TpareaHH nyWKHHa ‘Mo~apT H CaRbepH’ nO

KOpCK싸t B pOMaHe TypreHeBa “PYllHH", Mapiþa neTpOBHa B pOMaHe llocToeBcKoro 

“npecTynReHHe H HaKa3aH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