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또예프스끼 소절의 상징성과 대화성
-

바흐첸의 도스또예프스끼론을 중섬으로

이

1.

장 욱.

져13의 목소리

다음의 두 인용문은 도스또예프스끼 (φ. lloCToeBcKHtt) 의

r 죄와 벌 (ilpeCTY

rrneHHe H HaKa3aHHe)~ 에 서 발춰1 한 것 이 다.

CD

BCeM '1 eJlOBeKaM Haßo6HO B03껴yxχ B03껴yxy， B03.ayXY-C! ... Ope ll<lle BCerO! l)
모든 인간에겐 공기， 공 71， 공 71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CZl -

(...) BaM Tenepb TO Jl bKO

B03ßYXy HaßO , B03 .ayXy, B03 .ayXy!

PaCKO Jl bHHKOB llall< e B311porHyJl.
lla Bbl-TO KTO TaKOn?

(435)

(…) 지금 당신에겐 공71， 공 71， 공기가 필요합니다!
라스꼴리니꼬프는 흠칫 몸을 떨기까지 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인용문 @은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이며，(2)의 첫 지문은 뽀르피리의

말이

다. 라스꼴리니꼬프에게 ‘신선한 공기’를 권하는 이 목소리는 각각 다른 인물

들의 입을 빌어 표현되지만， 어휘는 물론 통사 구문까지 유사한 형태로 반복
된다. 이 ‘목소리’는 스비드리가일로프나 뽀르피리 등 ‘독립성을 지닌 인물들’

의 개별화된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용문 @에 나오는 라
스꼴리니꼬프의 기이한 전율을 염두에 두고 질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인물
들의

*
1)

입을 벌어

반복되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은

성균관대학교 강사
φ.

nocToeBcKHR(1989) flpecTynßeHHe H HaKa3aHHξ 11.: HaYKa, c. 416. 이하 이 책은

인용문 뒤의 괄호 안에 변수만 표기함. 이하 인용문의 이탤릭체 강조는 모두 인용
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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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젠 (M ， 5aXTHH) 과 도스또예프스끼를 둘러싼 이 글의 문제의식에

일종의 출

발점이 된다.

2.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와 바흐팬

『도스또예프스끼

시학의

제문제(f1p06J1eMbI n03THKH llocToeBcKoro )~2) 에

대한

바흐씬의 구상은 191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흐씬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던 네벨 그룹의 멤버들은 도스또예프스끼를 주제로 토론을 벌
이고 있었으며，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한 이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가
되었던 것은 바체슬라프 이바노프 (Bjil.j， I1BaHoB) 의 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3)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와 바흐젠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바흐씬적 문제 의식의
중요한 기원 가운데 하나가 이바노프의

이론이라는 점이나， 바흐젠이 활용한

다양한 음악의 은유들이 주로 이바노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은 잘 알
려져

2)

있다，4) 바흐씬이 『시학』에서 직접 거론하고 있는 「도스또예프스끼와 소
잘 알려져 있듯이， 1963년에 발간된 이 책은 『도스또예프스끼 창작의 제문제~ (1 929) 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두 저작의 차이에

대해서는 O. OCOBC 째(1 990) "M , M, 5aX TllH: OT
<np06JIeM TBop4ecTBa> K <np06JIeMaM n0 3T IIKII l1ocToeBcKoro> ," EaxTHHCKHI1 C60PHHK
1, M,: Mf rIY, CC , 47-59 참조 이하 이 두 저작은 각각 『창작(nTl1)~과 「시학 (nnl1)~으로

약칭하되， 둘의 차이가 중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학』을 기준으로 인용함.

3)

바흐씬과 네벨 학파에 대해서는

H, HIIKOJIaeB(2004) "M , M, 5axTIIH , HeBeJIbCKa51 mKOJIa
11 KyJIbTypHa51 IICTOpll51 1920-x rO IlOB ," EaXTHHcKHI1 c60pHHK 5, M,: ~3 b1 KII
CJIaB 5I HCKOn KyJIbTypbl 와 B, Max깨 H(2001) "HeBeJIbCKa51 mKOJIa , Kpyr 5axTIIHa ," M. M.

iþllJIOC 。빼 11

EaXTHH:

4)

Pro

et Contra

1, cn ,:

PXnI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가령 ‘너는 있다( Tb/-ec lI)’라는 이바노프적 명제는 바흐첸의 도스또예프스끼 독해에

출발점이 되었다. 이 명제는， “너는 나에 의해 인식 (n03HaHlle)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
라， 나에 의해 체험 (nepe:l<뼈 aHlle) 되어지는 존재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때 ‘너의 존재’는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이바노프
의 타자론은 바호씬의 대화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B5I 4, I1 BaHoB(1994) "l1ocToeBcKIIA

11 pOMaH-Tpare Il1l5l," PODHoe H Bce，πeHCKO티 M,: Pecrry6J1HKa , c , 295 참조. 또한 이 바
노프는 근대 개인주의의 위기를 종교철학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면서， 개별자로서의
폐쇄적 자아를 넘어설 것을 강조한다. 이 경우 음악과 엑스터시는 개별자의 존재
론적 경계를 초월하는 계기로 기능하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이바노프의 타자론과

비극론은 니체와 바흐젠의 ‘탈근대적’ 문제 의식에 대해 상동성을 지닌다. ‘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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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극 (nOCToeBCKHH H pOMaH-TparenH~)J 이외에도，5) 「현대 상징주의의 두 가

지 본성 (nBe CTHXHH B cOBpeMeHHoM cHMBOnH3Me)J 둥 여 러 글에 나타난 이 바노
프의 미학관은 다양한 부면에서 바흐씬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바흐씬

은 20년대 중후반 비웹스끄 등지에서

행한 강의

가운데 이바노프의

미학을

자세히 거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바흐씬의 설명에는 바흐젠적 패러다임의
맹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해
대한 바흐첸의

개인적

애정까지

있다.6) 이바노프의

더해진다면，7) 확실히

문학과 사상에

이바노프라는

이름은

바흐씬적 사유의 주요한 원천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바흐첸의 미학이 이바노프의 상징주의적 사유가 지닌 형
이상학과 일정하게 대립항을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현대 상징주의의 두 가지 본성 J 에서 이바노프는 보들레르를 전거로 활
용하면서 ‘리얼리즘적 상징주의 (PeanHCTH'1eCK때 CHMBonH3M) ’와 ‘관념적 상징주
의 (HneanHCTH '1 eCKHH cHMBonH3M) ’의 이 분법 을 제 시 한다. 이 바노프는 이 두 가지

상징주의 가운데 이른바 ‘리얼리즘적 상징주의’를 자신의 이론적 지반으로 삼
는데， 이는 사물 자체에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을 투시하는 ‘주술사’이자 사물
의 본질에 ‘형상’을 부여하는 미학적 ‘산파 (npHBHBanbHa~ 6a6Ka) ’로서의 예술가
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애초에 지상의 사물성을 벗어나 주관적 투사
에 경도된 ‘관념적 상정주의’와 변별된다.8)
대 한 이 바노프의

인식 은 특히 Bjf t.j. HsaHos(1994) "T뻐 -ECH ，" POßHoe H Bce.πeHcKoe，

CC. 91-95 등에 잘 나타나 있다
5)

6)

M. 5aXTHH (1979) rm껴 M.: COSeTCKajf POCCHjf , C. 1 1.
가령， 이바노프가 설정하고 있는 세 가지 ‘예술가의 길’， 즉 ‘상승’과 ‘하강’， 그리고

‘카오스 디오니소스’적인 길에 대한 바흐젠의 설명에는， 창작 과정에서의 ‘탈개성적
변모’와 인물들에 대한 저자성의 분산 등이 강조되어 있다. M. 5axTHH(2000) "Bjf t.j ec Jl as
HsaHOs ," μ M. 5aXTHH Co 6. CO 'l. B ceMH TOMax, T.
7)

2.

M.: PyccKHe CJlOSapH , CC. 319-320.

바흐젠은 70년대에 이루어진 두바낀과의 대화에서 이바노프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
여 러 차례 애정을 표하고 있다. M. 5aXTHH H B. lly6aKHH(2002) 서 셔 5aXTHH: 5eceßbI

c B. 11. lJyBaKHH.뼈í M.: COr Jl aCHe , C.

8)

88,

c. 120 등.

이바노프의 ‘리얼리즘적’ 상징론은 ‘중세적-르네상스적’ 상징론에

해당한다. 이는

‘관념적 상징주의’가 고대적인 상정론인 것에 대비된다 여기서 ‘고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상정주의， 즉 개별자인 ‘나’의 투사에
그래서 ‘관념적 리얼리즘’은 대체로 세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학을 뜻한다.

대해 ‘주도적’이며， 따라서 ‘남성적’이다.

이와 반대로， 이바노프의 ‘리얼리즘적 상정주의’는 중세적 세계관의 계승을 표방한
다. 이는 주관적 개인이 주재하는 상정론과 달리 ‘나’라는 일인칭을 초월하여 ‘객관
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 종교적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이다. 그것은 세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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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비주의적

이바노프가 사용하는 ‘리열리즘’이라는 어휘는 궁극적으로 ‘신

리얼리즘 (MHCTH'1 eCKHH peaJIH3M) ’9) 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가변적

현상 세계의 이변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 세계에 대한 직관을 전제로 이루어
진다. 이 경우 음악과 상정의 원리는 폐쇄적이며 이성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
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데

이는 상정주의 미학의 핵심적 테제를 이루

는 ‘음악성’의 기원이기도 하다. 이 때 이바노프의 ‘음악적’ 사유는 무엇보다도
정교적 맥락에서 ‘신의 절대적 현실성 (aÕCOJI~THa~ peaJIbHOCTb óora) ’ 10)으로 귀

환할 운명을 지닌다. 이바노프의 상징주의를 형용하는 ‘리얼리즘적’이라는 수

식어는， 개인의 주관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본질적인 는 ‘현실적인’ -

이바노프의 맥락에서

세계를 전제로 한다. ‘타자의 나’에 대한 통찰 (npOHHKHOBeHHe) ,

‘타자의 나’에 대한 체험 (nepell<H BaHHe) , 그리고 ‘타자의 나’가 소유한 독립성의
인정 역시 그러하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개별자로서의 이성적인 ‘나’를 넘어
서

있는 ‘현실적이며

절대적인

타자에 대한 ‘사랑’이며

세계’를 지향한다. 그것이

이바노프적

의미의

또한 그가 도스또예프스끼와 공유하는 ‘고차원적 리

얼리즘’이기도 하다11) 이러한 관점은 확실히， 자아와 세계， 나와 타자，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탈근대적

관점의

한 부면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바노프적 직관의 현상학이 친연성을 지니는 것은 ‘신성’
과 ‘절대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종교적 상징성의 세계이다.1 2 )

바흐첸의 관점은 이바노프의 이러한 상징주의적-종교철학적 예술론에서 그

외형을 빌려오되， 이를 현실의 원리 자체에 귀속시킨다. 바흐젠의 도스또예프
스끼론은， 부분적으로는， 이바노프를 포항한 상징주의 그룹의 도스또예프스끼

해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상 191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문
학사의

핵섬적

화두 중 하나는 상징주의의

극복이었거니와， 바흐첸의

대화주

‘여성적’이며 ‘포용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바노프가 ‘개인주의 (HB뻐뻐llYaJIH3M)’를
비판하고 특유의 타자론을 주창한 것도 이러한 탈주관적이며 탈이성적 관점의 산
물이 다. B~'1. I1 BaHoB(200 1)

"llBe CTHXHH B COBpeMeHHOM CHMBOJIH3Me ," 지'HTepa TypHb/e
M.: ArPAφ ， CC. 76-98 참조.
9) B~ '1. HBaHoB(1994) "llOCToeBCKHR H pOMaH-TparellH~ ，" C. 304.
10) 같은 책， c. 299.
11) 같은 책， CC. 294-296 참조.
12) 이바노프는 ‘진정한 상정적 예술’이 ‘종교적 영역’과 맞닿아 있어야 함을 반복적으
로 강조한다. B~ '1. HBaHoB(2001) 띠Be CTHXHH B COBpeMeHHOM CHMBOJIH3Me ," C. 77 등
MaHHrþecTbI,

참조

도스또뼈프스끼 소설의 상징성과 대화성

의

역시

이러한 반상징론의

벨학파의

맥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바흐젠을 비롯한 네

테제는 일차적으로 도스또예프스끼에

복’을 핵심적

185

대한 상징주의적 독해의

‘극

과제로 삼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보차로프 (c. DOqapOB) 의

간명한 정리를 빌어 말하자면， 1919 년에

이미 네벨학파는 상징주의의

경계를

넘어서 있었으며， 이 경우 바흐씬의 『시학』은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한 ‘포스트
상징주의적’ 이해의 기념비적인 저작이 되는 것이다 13)

그렇다면， 바흐젠의 도스토예프스끼론이 이바노프를 비롯한 상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펼연적이다.1 4 ) 이바노프에서 바흐젠으로
의 이행은 ‘소설-비극’에서 ‘소설-다성악’으로의 이행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우리의

관섬은 이바노프와 바흐젠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별하는

데 있지 않다. 이 글은 바흐씬의 대화주의가 지닌 반(反)상징론적 특성에 대
한 검토이면서， 동시에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이 지난 미학적

이중성에

대한

검토이기도 하다. 상징성과 대화성의 길항 및 갈등이 도스또예프스끼의

텍스

트에 대한 이중적 해석의 기원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3.

‘저자의 형상’과 바흐팬의 도스또예프스끼론

바흐씬의 도스또예프스끼론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저자의 문제가 놓여
있다 15) 저자， 혹은 저자성 (aBTopCTBO) 은 바흐첸의 도스또예프스끼론을 이해하

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흐젠이 29년판 이후 제기된

비판들을 염두에 두고 가장 섬혈을 기울여 보완한 것 역시 저자의 위상에 대

13) C. 5o 'l apos(2oo4) "KHHra

0

llocToescKoM Ha nyTH 5axTHHa ," EaXTHHCKHi1 C60PHHK

5,

c. 284.

14) 실제로 바흐젠이 「시학』의 앞부분에서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한 독백적 해석의 사례
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상정주의자들이다. “철학적 독백화의 길은 도스또예프스끼
에

대한 비평 문학의 주요한 결이다. 이 갤을 갔던 사람들은 로자노프， 볼르인스

끼， 메레쥐꼽스끼， 셰스또프 등이다 (J1f1ll， c. 10)." 이어서 바흐씬은 이바노프의 도스

또예프스끼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J1J111，

15)

바흐젠의
바흐씬에

CC.

11-12).

이론틀을 둘러싼 논란은 저자성 외에도 다양한 부변에
대한 이질적 해석

및 논란과 그 원인에

걸쳐 나타난다.

대해서는 이문영 (2000) r 바흐젠

이론과 사상의 체계적 · 통일적 전유를 위한 시론 J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8집，
한국러시아문학회， 158-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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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였다.1 6 )

바흐첸의

『창작』이 출간된 당시에는

루나차르스끼 (A. flYHaqapCKHH) 를 제외

한다면 좌파 진영의 반응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논자들만
이，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은 사실 저자의 사상

저자의 의미에 의해 극도로

통일되어

판결은 최초의

있다. (...) 파불라의

따라 얻어진다”는 등의

끝 무렵에

비판적

저자의

재판 심급에

리뷰를 제시했다 17) 이러한 비판은 바흐씬의

문제 의식을 파불라 차원으로 축소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인

용문에 나오는 ‘저자의 사상

저자의 의미’는

바흐씬이 『창작」에서 배제하고

자 했던 ‘사상가로서의 도스또예프스끼’를 염두에 둔 결과이다. 이후 르네 웰
렉(R. Wellek) 등의 반복적인 언급 18) 역시

이러한 단순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파불라’ 차원의 ‘독백성’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하고 전형적인

사례로 『죄와 별 (ITpecTyrrneHHe H HaKa3aHHe)~ 을 떠올릴 수 있다. 바흐씬 역시
『죄와 별」의

파불라와 에펼로그에

있다 19)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대해서는 여러 번 그 ‘독백성’을 지적하고

바흐젠의

문제

의식이

지닌 ‘미학적’ 의의를

‘파불라 차원의 독백성’으로 축소 기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흐씬 스스로 주

16)

예컨대

2 장의

제목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주인공”에서

“도스또예프스끼의

창작에

나타난 주인공과， 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입지“로 바뀌어져 있다. 실상 바흐젠 자신

도 도스또예프스끼론 전반의 타당성이 저자의 문제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
다

1961 년 7월 30 일에 꼬쥐노프 (6. K。빼HOB) 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성적 소설 속에

서 저자의 입지를 특별히 더 깊이 분석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저자의
문제가) 반대와 몰이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적고 있다. C. ABepHHueB , C. 504apoB

(1 979) "npHMe4aHHJI ,"

3CTeTHKa

c.π'OBeCHoro

TBOp 'l eCTBa ,

M.:

I1 cKyCCTBO ,

C. 404에 서

재인용. 이하 이 책은 3CT 로 약칭함.

17) r , 5eJla Jl(1 990) "Yrpoll< ama Jl pea Jl bHOCTb ," COCT. E. lloõpeHKo ,
CO lJpeaJ1H3M CerOI/HJ1, M. , CC. 28-48 참조.
18) 웰렉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세계에서는 마지막 말이 없다’는
한 거짓 결론’으로 치부한다

르네

H36aB J1eHHe OT MHpa :t<e il.

바흐젠의 생각을 ‘명백

웰렉 (1987) ， r 도스또예프스끼

비평사 J ， 박종철

역도스또예프스끼 연구~， 열린책들， 11-34쪽 참조

19)

가령 「시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도스또예프스끼의 거의 모든 소설들이 조건

적으로 문학적인， 조건적으로 독백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자(특히
F 죄와 별』의 결말은 이런 점에서 특정적이다) (m7ll, c. 48)." 이 글 외에도， “그의 몇
몇 소설들을 완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변(~죄와 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건

파불라 차원에서

예외적인

(1995) "6 ÕO Jl bmOM BpeMeHH ,"

것일 뿐이다”는 등의
BaxTHHo.π'OrHJ1，

구절을 볼 수 있다. M, 5aXTHH

c.n.: AJleTell Jl, CC.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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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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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들은 ‘사상가로서의 도스또예프스끼’가 아니

도스또예프스끼’때)에 주목할 때 그 본령을 드러낸다. 이는

파불라가 텍스트에 ‘예술적으로 구성되는 방식’21) 자체에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에펼로그는 그것이 독백적이기
치가 펌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설의

구조 전체가 독백적이기

관심을

때문에 가

때문이다 "22)

라는 존슨(L. Johnson) 의 주장이 오히 려 주목받을 가치 가 있다. 하지 만 존슨
은 도스또예프스끼 소설의 ‘구조’가 어떤 측면에서 독백적인지에 대해서는 자
세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바흐씬의 도스또예프스끼론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비판은 바흐씬 연구자
들에 의해
50He l.\ Ka Jl)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꼬르만 (5. KopMaH) , 보네쪼까야 (H.
등이 제기하는 바흐젠 비판의

핵심에는 저자의 문제가 전경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꼬르만은 바흐젠이 ‘컨셉의 담지자로서의
저자’와 ‘저자의 형상’을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B OCHOBe

napa,110 l< Ca Jl bHOrO B3r JlJl,11a , 1< I< OTOpO M)' npHme Jl M. M. EaxTHH ,

Ha Ham B3r JlJl,11, CMeweHHe aBTopa l< aK HOCHTe JlJl I< OH l.\ en l.\ HH ,

Jl BJlJl eTCJI

poR
-

Bce npOH3Be ,11 eHHe , C

nOBecTBOBaTe JleM ,

paCC I< a3 tJ짜<O M ，

O ，11 H。꺼

H3

~OPM

Jlo ,

J1 ell< a

B 비 pall< eHHeM

I< OTO-

aBTopCKoro C03HaHHJI

paCC l< a3 tJ HI< OM-rOpoeM, XpOHH l< epOM H T. n.

OHa ,

ee H,11 eO Jl OrH tJ eC l< a Jl H pe tJ eBa꺼

30Ha -

,11 eRCTBHTe Jl bHO , paBHonpaBHa C repO Jl MH;
J1 HWb O,11 Ha H3 MHorHX. H OHa OTH~，11b
a caMa , Hap Jl.ny C HHMH , Jl B JlJl eTCκ 06be l< TOM
aHa JlH3a. ABTOP lI< e I< a l< HOCHTe Jl b I< OH l.\ en l.\ HH

He rOCnO ,11 CTByeT Ha ,11 repO Jl MH ,
BocnpOH3Be ,11 eHHJI H npe t1M eTOM
Bcero npOH3Be ,11 eHHJI B pOMaHax

nOCTOeBC I< OrO BeCbMa a I< THBeH.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흐젠이 도달한 역설적인 결론의 근저에는， 컨셉

의 담지자로서의 저자， 즉 그 표현이 작품 전체인 저자와， 저자적 인식의 형

태들 중 하나， 즉 서술자， 화자， 화자-주인공， 연대기 기록자 등등에 대한 혼
동이 놓여 있다

이것은(저자적 인식의 형태들 중 하나

-

인용자)， 실제로，

주인공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데올로기적인 영역과 말의
영역은， 단지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주인공들을 결코 지배하지

않으며

스스로 그들의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곁에서

재현의 객체이자

분석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의 컨셉의 담지자로서의 저자

20) mza, cc. 9-10.
21) m71l, c. 10.
22) L. Johnson (1 984) The Experience
Ohio: Slavica Publishers , p. 157.

0/

Time in Crime and Punishment.

Colum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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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 속에서 항상 능동적이다 23)

꼬르만이

말하는 ‘컨셉의

담지자로서의

저자’는 실제

저자가 아니며， 또한

소설 속의 화자가 아니다. 이 저자는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매개’의 형식으로만 작품에 관계한다. 꼬르만의 관점에서 보면， 도스또예프스
끼의 소설에 나타나는 대화성은 ‘저자적 인식의

형태’， 즉 서술자， 화자， 혹은

연대기 기록자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컨셉의 담지자로서의 저자’ 차원
에서

나타나는 저자는 대화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능동적’이다. 꼬르만에게，

바흐젠의 오류는 이 두 저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한다.

실상 꼬르만이 말하는 ‘저자적 인식의 형태’는， 바흐젠의 맥락에서는 ‘저자
의 형상 (oõpa3 aBTOpa)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온 것이다. 논자에 따라 ‘저자
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독자가 상상하는 저자’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지

만， 바흐씬은 이를 미학 외적인 요소로 보고， 텍스트 내부에 구체적 흐로노또
프를 점유하는 존재로 한정하여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갱) 이는 꼬르만이

말하는 ‘저자적 인식의 형태’와 일치한다.
일차적으로 바흐씬은 30 년대의

저작들에서 ‘저자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25) 하지만 59-60년에 쓰여진 「언어학， 철학， 그리
고 기타 인문학에서

“

텍스트의 문저제11 (rr
매
pOÕJJe
뻐
Ma Te
밍KC뎌Ta B JJH
뻐
f

매pyr깨R없
a
X ry.‘‘Ma
’d‘laaH
바HIπTap
뻐 뻐
뻐H‘뻐떠
b꾀IX
없， 뻐
HmyKax
서)J 에 서 는 이

개 념 을 ‘형 용 모순 kontradictio in

’

23) B. O. KopMaH (1 992) "HTon H nepcneKTHBhl H3yQeH때 npoõJl e뻐 aBTopa ," H36paHHble
TPYllbl no TeopHH H HCTOpHH J1HTepaTypbl,

lt!<eBcK , Y/lMY PCKHß roc. yHHB. , C. 60. 꼬르

만의 이 러 한 비 판은 같은 책 에 설 린 또 다른 논문 "npOÕJl eMa aBTopa B XYllo :t< eCTBeH-

HOß np03e iþ. M. nOCToeBCKoro" 에서도 반복된다.
24) 바흐젠은 「소설 속의 시간과 흐로노또프의 형식」에서， 청중이나 독자가 ‘저자의 형

상’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이 형상은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가 아
니 라고 못박고 있다. M. Bax깨H(2000) "φOpMhl BpeMeHH H XpOHOTona B pOMaHe ," 3noc
H

pOMaκ cn. , A3õyKa , C. 191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형상’ 개념을 바흐젠적 맥락으

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반해 보네쓰까야는 ‘저자의 형상’에 독자의 독
서 과정을 개입시키고 있다. H. BOHeUKa Jl(1 985) "<Oõpa3 aBTopa> KaK 3CTeTHQeCKaJl
KaTerOpHJI ," KOHTeKCT 1985, M.: HayKa , c. 245.
25) 바흐젠은 재현 주체로서의

저자와 재현된 저자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저자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부적당하다고 지적한다. ‘저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자-창조자
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말 자체가 형용 모순 (contradictio in adjecto) 인 것이다. M.
BaXTHH(2000) "φ。pMbl BpeMeHH H XpOHOTona B pOMaHe ," C. 191.

도스또예프스끼 소설의 상징성과 대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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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으로 변용하여

활용하

고 있다. 여기서 ‘저자의 형상’은 곧 작품 안에서 구체적인 ‘말’을 지닌 자， 즉
발화자이다.

이는 ‘순수한 저자(，mC TbI낀 aBTOp) ’와 구분된다 .26) 이러한 관점은

70 년대의 메모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np06 J1 eMa 06pa3 a aBTOpa. nepB Il뻐 bIl'! (He C03 .Q aHHbl l'!)

Il

BTOpll 'l HbI꺼 aBTOp

(o6pa3 aBTOpa , C03 .Q aHHbl l'! nepB Il'lHblM aBTOpOM). nepB Il'lHbll'! aBTOp non creata quae creat;
repo~

BTOpll'l H뼈

aBTOp -

natura

natura creata quae crea t. 06pa3

natura creata quae non creat. nepBIl'l Hbl l'! aBTOp He MO)((eT 6b1 Tb

-

06pa30M: OH yCKo Jlb3aeT 113

BC~KOrO

npenCTaB JleH Il~.

06pa3HOrO

저자의 형상이라는 문제. 일차적(창조되지 않는) 저자와 이차적 저자(일차

적 저자에 의해 창조된 저자의 형상). 일차적 저자는 ‘창조될 수 없으며 장
조하는 존재’이며， 이차적 저자는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하는 존재’이다. 주인
공의 형상은 ‘창조되었으면서 창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일차적 저자는 형상

이 될 수 없다. 그는 형상을 지닌 모든 표상들을 회피한다 .27)

위의 인용문에서 ‘일차적 저자’는 ‘순수한 저자’에 해당하며， 작품 안에서 구

체적인 흐로노또프를 점유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이차적 저자’는 ‘저자의 형
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소설 내부에서 구체적인 발화 주체로 기능하는 존
재이다. 바흐젠은 위의 인용문에 뒤이어 ‘일차적 저자’는 ‘독자적인 말’을 지니

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자적인 말’을 갖는 순간 그는 ‘이차적
저자’로 기각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말’ 바깥의

미학적 ‘침묵 (MOJl'l aHlle) ’을

통해서만 현현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흐씬이 『시학』에서 ‘대화’의 주체로 설정한 것이 ‘이

차적 저자’가 아니라 ‘일차적 저자’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
저자’는 꼬르만의 용어로는 ‘컨셉의 답지자로서의 저자’에 해당하는데， 도스또

예프스끼에
자’에

대한 바흐젠의 관심은 명백히 ‘이차적 저자’가 아니라 ‘일차적 저

주어져

있다.

“주인공의

자유는

예술적

구상의

영역

속에서

존재한

다 "28) 거나， “주인공의 자유 또한 저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29) 라고 말할 때，

26) M. 5axT Il H(1979) "np06J1 eMa TeKCTa B
HaYKax,"

x r,

JlIlHrB Il CT Il Ke

,

iþll JloJlorll 1l

CC. 287-288.

27) M. 5axT Il H(1979) ’께 3 3anllce l'! 1970-1971 ronoB ," XT, c. 353.

28) flflll,

CC. 75-76.

29) flflll, c. 76.

Il

npyrllx ryMaH Il TapHb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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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인공의 자유는 저자의 구상의 계기이다 "30) 고 지적할 때， 이 ‘저자’는 ‘이

차적 저자’로 기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요컨대

바흐씬의

맥락에서 주인공들

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꼬르만의 규정처럼 ‘저자적 인식의 형태

중 하나’， 즉 ‘이차적

저자’가 아니다. 바흐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

저자’의 ‘다성악적 구상’ 자체이기 때문이다. 저자와 주인공이 지니게 되는 ‘동

등한 권한’은， 인물들의 흐로노또프 안에 존재하는 ‘말’들의 형식적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 저자’의 미학적 구상 자체를 지시하는 표현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만
자’는 능동적이다. “작품 전체의

도스또예프스끼의

컨셉의 담지자로서의

‘일차적

저

저자는 도스또예프스끼

의 소설 속에서 항상 능동적이다”라는 꼬르만의 표현은， ‘대화적 자세라는 컨

셉’이라는 의미에서라면

정확하게 바흐젠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흐젠은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의 ‘능동성’을 거론하고 있다.

3t1 eCb

yMecTHo

eme

pa3

n0 t1 4ep l< HyTb

nOJIO:i<HTeπ'bHylO

8KTHBHOCTb

HOB 。까

aBTOpC l< oR n03HUHH B nOnH~OHH4eC I< OM pOMaHe. Bwno 6w HenenO t1 yMaTb

,

4T 。

B pOMaHaX ~OCTOeBC I< OrO aBTOpC I< Oe C03HaHHe HH l< a l< He BWpa*eHO. C03HaHHe
TBopua nOnH~OHH4eC I< OrO pOMaHa nOCTO~HHO H nOBCIO t1 y

npHcyTcTByeT B 3TOM

pOMaHe H B B퍼cmeR CTeneHH 8KTHBHO B HeM.

여기서， 다성악 소설에서 새로운 저자의

입장이 지년 긍정적인 능동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들에서

저자의 인식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것이다. 다
성악 소설에서 창조자의

인식은 소설의 도처에

그 안에서 고도로 능동적이다 r 이탤릭

여기서

‘창조주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인용자)，30

지닌 ‘능동성’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의미의 독백적 능동성이 아니라

대화성이라는 미학적 자세

자체에 대한 능동성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바흐젠이 『시학』에서 주인

공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저자’가 ‘저자의 형상’이 아니라 ‘일
차적 저자’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기
역시 주목을 요한다.

30) nf1ll, c. 76
31) nf1ll, c. 79.

‘일차적 저자’만이 ‘대화적 구상’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보네쓰까야의

비판

도스또때프스끼 소설의 상징성과 대화성

3aBepmeHHH 3CTeTH 'I eCKOrO Onb!T a , npH nepeXOlle

Ho npH
Bhlcmy~

cTyneHb

OmymeHHe

CB060llhl

repOeB

npOnall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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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npH5I TH5I Ha
H

3TOrO

He

y 'lHThlBaeT EaXTHH. 3aBepma~ma51 npOH3BelleHHe Hlle51 B에pa*aeTC 5I B 3arnaBHH H
3nHrpaiþax;

H no

repoeB

pOMaHax

B

CYllHTb 06 06pe 'l eHHOCTH , iþaTanbHocTH

HHM MO*HO

TaK ,

llocToeBcKoro.

HaKa3aHH 5I> Mo*eT Ka3aTbC 5I,

'1 TO

npH

'1 TeH짜

6hlTH 5I

<npecTynneHH5I

H

PaCKonbHHKOB cB06011eH B CBoeM Bhl60pe -

y6HTb H끼H He y6HBaTb; Me*llY TeM H3Ha 'l anbHO , C caMoro 3arnaBH꺼 pOMaHa , OH
06pe 'l eH

aBTopOM

llOCToeBCKoro

Ha

COBepmeHHe

06pe 'l eHhl

eme

Ha

y6H l1: cTBa.

cTallHH

npecTynneHHe H nOKa 5l HHe , CTaBporHH 3nHrpaiþoM) , MhlmKHH
npOH3BelleHI쩌

npellonpelleneHO ,
MOMeHT CBoero

-

Ha

CypOB찌꺼

r lle

repo l1:

l.l eHTpanbHhle

PacKonbHHKoB

repOH
Ha

Ha caMoy6H꺼 CTBO (B COOTBeTCTBHH C

OKOH 'I aTenbHoe

3TO

Bce

3aMμcna:

6e3yMHe.

MHp

xYllo*ecTBeHHoro

aBrycTHHoBCKH l1: MHP , rlle Ha caMOM llene Bce
nHmeH

cB060llhI

<po*lleHH5I>, 06pe 'l eH , B

H H3Ha'l anbHO , y*e

'1 aCTHOCTH ,

B

caMbI l1:

H Ha npecTynneHHe B。

HM5I OCYmeCTBneHI쩌 aBTopCKoro 3a Mhl Cna. KOHe 'l HO , iþaKT HecB06011에 repoeB OT
aBTopa 1l0CTaTO 'l HO npocTo l1: H cOBepmeHHo O'l eBHllHhll1: llfl51 EaxTHHa.

그러나 미학적 경험이 완결될 때， 지각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전할 때， 주

인공들의 자유라는 감각은 사라진다

바흐젠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작품

을 완결하는 관념은 제목과 에피그라프에서 표현된다. 이에 따라 도스또예프
스끼의 소설들 속에서 주인공들의 존재의 운명과 숙명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래서죄와 별』을 읽을 때， 라스꼴리니꼬프는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
인가의 선택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애초부터， 소설의 제목에
서부터， 그는 살인을 수행할 것이 저자에 의해 운명지어져 있다. 도스또예프
스끼의 모든 주요 주인공들은 고안의 단계에서 이미 운명지어져 있다. 라스
꼴리니꼬프는 죄와 참회를， 스따브로긴은 자살을 (에피그라프와의 관련 속에

서)， 뷔쉬낀은 결국 광기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세계는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세계이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이 미리 정해
져 있으며， 주인공은 애초부터， 그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저자에

대해 주인공이 부자유스럽다는 사실은 바흐젠에게

단순하고 확설히 명백한 것이다 .32)

저자의 ‘전능한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보네쪼까야는

저자와 주인공의 ‘대화적 관계’가 독자들의 ‘독서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H. EOHe l.lKa5l (1985) "<06pa3 aBTopa>
M.: HayKa , CC.

246-247.

이루어진다

경우 바흐씬이 말하는 ‘대화자 (coõeCe ，llHHK) 로서의

저자’는 독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32)

경험’ 차원에서

Ka K

예술적 ‘환상 (HJlJlIO 3 H.l!)’의 산물로 기

3CTeTH 'I eC Ka 51 KaTerOpH5I," KOHTeKCT 1~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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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궁극적으로 보네쓰까야는 바흐씬이 “저자-창조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지

않는다 "33) 고 적고 있는데， 이는 예술 작품이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

적 세계’라는 인식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보네쓰까야가 말하는 ‘아우구스티
누스적 세계’로서의

예술 작품은， 바흐씬이

「미학적 활동에서의

공 (ABTOp H repOH B 3CTeTHQeCKOH ae~TenbHOCTH)J 에서

저자와 주인

탐구했던 인식틀의

연

장선상에 있으되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형태이다.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세

계에서는 주인공의 바깥에 존재하는 저자의 권능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은
‘저자의 형상’이라는 문제를 작품의 생산 과정이 아니라， 독서 경험이라는 수
용미학적 맥락으로 이전하여 이해하려는 보네쪼까야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이
다.34 )

확실히， 보네쪼까야의 논리처럼，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부자유는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다. 제목과 에피그라프， 혹은 장과 장의 구분， 파불라의 시작과 끝
등을 저자가 창조했으며， 여기에 주인공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당연한 것이다. 주인공을 소묘하는 언어 자체가 주인공의 것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바흐젠의 논의에 이미 전제로 깔려

당연하게도， 도스또예프스끼의 주인공들이

며， 이에

있는 것이다.35 )

향유하는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

대해서는 이미 바흐젠 스스로 「시학』에서 반복적으로 전제한 것이

다.

3tleCb M빼 tlO n% HM npeaynpetlHTb OtlHO B03MO*HOe HetlOpa3yMeHHe. MO*eT no
Ka3aTbC~ ，

qTO

CaMOCTO~TenbHOCTb

repo~

“

npOTHBOpeq T TOMY , qTO OH

BCeuen。

33) 같은 쪽.

34)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베뜰롭스까야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베뜰롭스까야는 “도
스또예프스끼의 작품에 다성성은 없다”고 단정한 후， 다성악 개념은 ‘저자’가 아니

라 바흐젠 자신이 주인공의 수준으로 하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e TnOBCKa~ ， B.(2002) "TeOpH~ <non때OHHqeCKOrO pOMaHa> M. M. BaXTHHa H 3THqeCKOe

yqeHHe φ. M. nOCTOeBCKOrO ,"
'l eCTBa

,

XXI

BeK r .na3aMH /!OCTOeBCKOrO: nepCneKTHBbI 'l e .nOBe

M.: rpaanb , CC. 22-37.

35) 이러한 ‘창조자로서의

저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바흐젠이 「소설 속의 말 (CnOBO B

pOMaHe)J 이나 「소설 속의 시간과 흐로노또프의 형식」 같은 곳에서 이미 반복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저자를(즉 저자의 능동성을) 무엇보다도 작품의 구성

속에서 본다. 저자는 작품을 부분들(장과 절)로 나눈다. 부분들은 물론 모종의 외

적 표현을 얻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묘샤된 흐로노또프 속에 냐타냐지는 않는다
(M. BaxTHH(2000) "φ。p뻐 BpeMeHH H XpOHOTona B pOMaHe ," C.

189).

도스또빼프스끼 소설의 상징성과 대화성

~aH

nHmb KaK MOMeHT

C Ha4ana H
HeT.

~O

CBOÕO~a

KOHua

repOeB

xy~O*eCTBeHHOrO

C03~aH

yTBep*~aeTC~

H B 3TOM CMhlCne OHa TaK *e

npOH3Be~eHH~

aBTOpOM. TaKOrO

여기서 우리는 오해의 가능성이

Cne~OBaTenbHO ，

npOTHBOpe4H~

Ha CaMOM

BeCb
~ene

npe~enax xy~O*eCTBeHHOrO 3aM퍼cna ，

HaMH B

C03~aHa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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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 H

HeCBOÕO~a

있는 한 가지

OÕbeKTHOrO

점을 미리

repo~.

말해두어야 한

다. 주인공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예술 작품의 계기로서만 주어
진 존재이며，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 그러한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신
하는 주인공들의 자유는 예술적 구상의 영역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 자
유는， 대상화된 주인공의 부자유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것이다 36)

제목이나 에피그라프， 혹은 파불라의 처음과 끝 같은 요소들은 일차적 창조

성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저자-창조자’의 직접적 영역이 인물들의 흐로
노또프 바깥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흐씬적

의미의

다성악적

세계를 훼손하

는 것은 아니다. 다성악은 이러한 기초적 요소들 위의 ‘상대적 자유’에
진행되는 논의인 것이어서

사실을 부정하지

대해

바흐첸은 작품이 ‘창작의 영역’에 속한다는 당연한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

경우 작품 내부의

흐로노또프는

야훼에 의해 창조된 구약적 세계에 비견될 수 있다. 확실히 그것은 보네쪼까

야의 표현을 빌려 ‘아우구스티누스적 세계’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무의식적
이라고 해야 할 도스또예프스끼의 미학적 자세는

이 창조된 세계 내부의 주

인공들에게 최대한의 ‘자유 의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창조자로서의 저자가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미학적 은총’이며， 바흐젠이 『시학」

에서 추구한 기본 주제는 바로 이러한 ‘미학적
수 있다. 이

경우저자와 주인공」의

『시학』의 세계는 신약적
수 있다

w 시학』에서

은총’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세계가 구약적 세계와 등가 관계라면，

그리스도적인 세계와 등가 관계를 이룬다고 표현할

바흐젠의 관심은 작품 내부의

세계， 즉 지상의 흐로노또

프에 ‘강림’한 신(저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현존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한 우리의 문제 의식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창조자

로서의 저자’는 바흐씬적 의미의 대화적 자세를 지닌 채 작품 내부의 흐로노
또프에 ‘관여 (npHKOCHOBeHHe) ’한다. 중요한 것은
-창조자가 부여하는 ‘미학적 은총’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36)

nfll1,

c. 75.

이 때 도스또예프스끼의 저자

저자-창조자의 의지를 온전히

말해서

이

창조자의

배제하는

의지， 즉 저자-창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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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미학적 은총’에 의해 구현된 작품 내부의 모든 요소들에

의해 간접

적이며 미완결의 상태로 재현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작품 내부의
흐로노또프의 ‘경계’에 ‘관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저자의

의 흐로노또프에 ‘관여’한다는 것은

의지가 작품 내부

그것이 작품 내부의 흐로노또프 속에

일

정한 ‘형상 (o6pa3 )’을 벌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신성(외재성)과 인

간성(형상)을 더불어

지닌 저자 창조자의

‘미학적

강림’이

실현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글의 출발점이었던 상징성과 대화성의 길항 및 갈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도스또예프스끼와 상징의 존쩨론

바흐씬이 ‘일차적
저자의

저자’와 ‘이차적

저자’를 구분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흐로노또프이다. 즉， 저자가 ‘창조된 세계’ 내부의

흐로노또프에

일정

한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구분 기준이 된다. 바흐씬적 의미의 ‘일차
적 저자’는 확실히 ‘형상’도 ‘말’도 지닐 수 없다. 상정과 상징 체계의 존재론

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그것은 ‘창조된 세계’ 내부의 흐로
노또프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이나 에피그라프 등이
한다면， 상징과 상징
는 것이기

이

이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의미’를 획득한다. 제목

인물들의 흐로노또프를 온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존재
체계는 인물들의

흐로노또프를 ‘포월’(뼈越)하여

존재하

때문이다. 다음은 『죄와 벌」의 4부 5 장에서 발훼한 것으로， 바흐씬

작품에서 가장 뛰어난 다성악적

대화의 사례로 꼽은 부분 중 일부이

다，37)

He n03BO

JllO,

He n03BOJIIO!

-

MaI뼈 HaJIbHO nOBTOpHJI PaCKOJIbH싸(OB ， HO

To*e Bnpyr COBepmeHHWM menOTOM ,
r10p1þHpH꺼 5WCTPO oTBepHyJIC~ H n05e*aJI OTBOpHTb OKHO ,

B03 ßYXY nponycTHTb , CBe*erO!

na

BOOHUU 5뻐 BaM , rOJIy5 '1 HK , HcnHTb ,

Benb 3TO npHnanoK-c! (325)

-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스꼴리니꼬프는 기계적으로 반
복했지만 그것도 문득 완전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

37)

“라스꼴리니꼬프와 뽀르피리의 세 번의 만남은 모두， 진정한， 뛰어난， 다성악적 대
화이 다 (l1flll， c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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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르피리는 빠르게 몸을 돌려 창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공 71를 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선한 공71로! 그리고 친구， 당신

-

은 울을 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이건 무슨 발작이니까요!

이 대화는 라스꼴리니꼬프와 뽀르피리의 치열한 논쟁 끝에 나오는 것이다.
라스꼴리니꼬프의 초인론을 둘러싼 두 주인공의 기묘한 논쟁은 라스꼴리니꼬

프의 신경질적인 발작과 그를 진정시키려는 뽀르피리의 노력으로 끝난다. 주
지하다시피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죄와 벌』 전체의 논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뽀르피리와 라스꼴리니꼬프의 이 ‘다성악적 대화’는
두 인물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있다. 이 ‘제 3의

말’은 소설 속의

아니다. 여기에는 ‘제 3 의

말’이 참여하고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의 ‘형상’

으로 명백하게 그들의 대화에 개입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대화에 의미론의
차원에서

속의

개입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물’과 ‘신선한 공기’는 소설

인물들과 동일한 흐로노또프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적 ‘형상’을 입고

있다. 라스꼴리니꼬프의 관점에서 ‘물’과 ‘공기’는 그 물질성에 의해 ‘말’의 주

체가 되지 못하지만， 주인공의 흐로노또프 안에서 반복적으로 주지되면서 일
정한 상징적 의미론을 획득한다. 이 때 이 상징적 ‘형상’들은 주인공의 흐로노
또프 안에서 흐로노또프의 밖으로 이동하는 순간 제 의미를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38 )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글의 첫 머리에 제시한 인용문을 포함하여
몇몇 부분을 다시 읽어볼 펼요가 있다.

CD

BCeM '1 eJ\OBeKaM Ha,ao6HO BOJ져yxχ BOJ짜%χ BOJ짜αY-C! ... npe l!<LIe Bcero!(416)

모든 인간에겐 공기， 공기， 공기자 팔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2) -(...J

BaM Tenepb TO J\ bKO B03,ayXy Ha ,aO, B03，ayXχ B03 ,ayxy!

PaCKO J\ bHHKOB LIa l!< e B3LIPorHyJ\.

-

lla BbI- TO KTO TaKoit?( 435)

-(…) 지금 당신에겐 공가， 공기， 공기가 필요합니다!

38)

소설 속의 ‘형상’과 흐로노또프 안에 결박된 상태에서는， 상정이 제 의미론을 수행
할 수 없다. 만일 소설 속의 상정이나 상정 기제가 주인공에게 지각된다면， 그 순
간 그것은 이미 상정으로서의 속성을 (잃는다

가령

나자로의 ‘부활’이

라스꼴리니

꼬프와 소냐에게 하나의 구원의 ‘상정’으로 지각될 때， 이 ‘상정’의 상정성은 이미
두 인물의 ‘말’ 속으로 사라져 버 리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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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꼴리니꼬프는 흠칫 봄을 떨기까지 했다.

-

대체 당씬은 누구요 7

@ HHKOrila

B :l<H3Hb MOIO He

J1IOÕHJI

JI BOilbl , ila :l< e B neli3a:l< ax.(478)

나는 평생 한 번도 물을 좋아한 적이 없어， 심지어는 풍경화 속에 나오는
물도.

@ A,

CHrHa Jl! BOila npHÕbIBaer ,

-

nOilyMa Jl OH ,

nOHH:I< e MeCrO , Ha yJlHl.1비， 3a Jlber nOilBa Jlbl
KpblCbI , H CpeilH ilO :l< ilJI H Berpa

J1lO illl

Il
HatlH yT ,

-

K yrpy XJlμHer ， raM , rile

norpeõa , BcnJlbIByr nOilBa Jl bHble
pyra Jl Cb , MOKpble , nepeTaCK Il BaTb

CBoli cop B BepXHHe 3 Ta:l< H... A KOTOpblli-ro Tenepb '1 ac?(48 1)

아， 경보군! 물이 넙치고 있어
저기，

저지대의

쥐새끼들이

거리에는

떠오르고，

물이

비바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넘치겠지，

속에서

지하실도

사람들은，

광도

욕지거리를

아침 무렵이변，
장기고，

지하의

하면서，

젖은

채로， 쓸데없는 것들을 윗층으로 옮기기 시작하겠지 ... 그나저나 지금은 몇시일

까?

(5)

Hey:l< e JlIl y :l< CTO Jl bKO MO :l< eT il JlJI HIl X 3Ha t깨 Tb OilllH KaKO꺼 -H Il ÕYilb

CO JlHua , ilpeMY'IH꺼

J1 ec

,

J1y 'l

rile-HHÕYilb B HeBeiloMOli rJly뻐 XO JlOilHblli KJlIO 'I. (514)

그들에게는 이제 한 줄기 햇빛， 울울한 숲， 어딘가 얄 수 없는 깊은 곳의
차가운 샘불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 되지 않았는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위의 인용문 @은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이며，(2)는 뽀

르피리의

말이다. 서로 다른 인물들의

업을 벌어 ‘신선한 공기’를 권하는 이

목소리는 확실히 소설 속의 흐로노또프 바깥에서 인물들의 흐로노또프 내부로

스며들어온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바깥’의 목소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에 나오는 라스꼴리니꼬프의 기이한 전율을 다시 이해할 수 있다.
『죄와 별』 전체에서 ‘신선한 공기’는 뽀르피리와 라스꼴리니꼬프， 그리고 스
비드리가일로프 등의

마찬가지다. 이

인물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물’ 역시

때 ‘물’은 궁극적으로 성서적인 물의 상징성， 즉 정벌의 상징

인 홍수와 구원의 상징인 성수(聖水)의 이원론으로 귀환하면서 제 의미를 획
득한다. ‘한 번도 물을 좋아한 적이

없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자살 전야

에 내리는 비(@)는 정벌의 상징성을 지니며， 라스꼴리니꼬프가 시베리아에서

만나는 ‘차가운 샘물’((5))은 구원의 상징성에 근접한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
의 상징성이 나자로의 ‘돌’ 무덤과 빼쩨르부르그라는 ‘돌’의 도시에 대해 대비

적인 의미론을 형성하면서 『죄와 별」 전체에 결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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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과 ‘공기’는 라스꼴리니꼬프나 뽀므피리의 ‘시선 (Kpyro30p) ’ 안에 하나의
‘형상’으로 존속하지만， 이들의 상징적 의미 체계는 그 ‘시선’의 바깥에서 형성
된다. 즉， 이 상징과 상징 기제들은 인물들의 흐로노또프를 ‘포월’하는 순간에

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인물의 흐로노또프에 속하되

그 흐로노또프를 벗어나는 지점， 즉 ‘형상 (oõpa3 )’을 지니되 ‘형상’을 벗어나는

지점에 존재한다는 모순어법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이 상
징과 상정 기제들은 일정한 관념의 ‘체계’를 이루면서， 이른바 도스또예프스끼

적 ‘구원의 플롯’에 기여한다. 인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형상’들은 이곳 현
재에

존재하지만， 그 형상들의

이곳 현재는 지속적으로 그곳-영원의

관점에

서 해석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바흐젠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인물들을 규
율하는 시간으로 ‘현재’를 배타적으로 강조하지만 39) 그 현재의 내부에는 이미

영원의 상정 체계들이 구체적 ‘형상’을 이루어 개입해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해석은 ‘물’과 ‘공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실상

『죄와 별』에는 수많은 상징적 사물들이 주인공의 흐로노또프에서 지각 가능
한 ‘형상’을 지닌 채 관념의 ‘체계’를 이루어 존재한다. 강철과 청동의 상징 체
계， 돌의 상징

체계， 색채의 상징

체계， 유로자브이와 관련된 ‘말’의 상징

체

계， 수의 상징 체계 등 수많은 상징적 기제들이 고리를 이루어 「죄와 벌』 전
체의 흐로노또프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40) 라스꼴리니꼬프와 스비드리가일로

프， 소냐 등 잘 알려진 캐릭토념 (charactonym) 틀 역시 이러한 상징 체계의 일

부라고 말할 수 있다.
『죄와 별』이

‘말에

보여

주는 구원의

드라마는 이러한 상징

대한 말’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계들이

주인공의

전개된다. 인물들의 ‘시선

(Kpyro30p) ’을 감싸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주변 환경’ (OKpYll<eHHe) 이 아니라 저자

의 말， 혹은 저자의 관념이 ‘형상’을 입은 형태들이다. 이를 우리는 ‘상징적 환
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상징적 ‘환경’은 작품 전체를 통과하면서

일종

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획득하고， 알레고리적인 상징 기제들은 궁극적으로 도

39) nf1ll, C. 34.
40) 이러한 상정 체계들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지틀을 참고할 수 있다.
Jl. KapacëB(2001) "0 CHMBO Jl aX lloCToeBCKoro ," BemeCTBO

B5! HCKotl KyJlbTypbl, cc. 77-126; C. 5e JloB(1984)

, 1.1.: TIpoCBe ll(eHHe.

H HBKB3BHHe'

POMBH φ

M.

J1HTepBTypu,

1.1.: R3 b1 KH cJl a-

ßOCTOeBCKoro 'npecTyrlJleHHe

러시아연구 채 14권 채 2 호

198

스또예프스끼의 소설을 하나의 신화적 자장 안에서 읽도록 만든다. 신화와 리

열리즘의 긴장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세계를 미학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바흐씬의 표현에 의하면

저자 창조자는 재현된 흐로노또프들의 외부에 있

다기보다 그 흐로노또프에 ‘접해 있다’ .41l 우리의 맥락으로 전용하여 이해한다

면， ‘저자의 말’은 작품 속의 흐로노또프에 ‘형상’을 얻어 존재함으로써 구체적

‘인접성’을 획득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작품 속의 흐로노
또프로 ‘강림’한 이 상징 기제들이 인물들에 대해 상호 주관성의 매개로 기능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둘 펼요가 있다. 요컨대 상징들에 의해 구현되는
‘말’은 인물들의

말에

대해

외재적인 층위에

층위’는 주인공에 대해 다분히 ‘권위적’인데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외재적

이 때 권위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이거나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미학적 맥락의 표현이다. 상징은 인물들에 대해
인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며 외재적이다.

따라서

이

상징

기제들은 소설 속의 흐로노또프에

‘친숙화’의 관계를 맺지

‘세계’라는 배타적

대해 바흐씬적

의미의

않는다. ‘친숙화 (iþaMHJIb.ll pH3aUH.lI)’는 근원적으로 ‘나’와

이분법이 제거된 상태를 지칭한다. 주체로서의 ‘나’와 대상

으로서의 ‘세계’라는 배타적 이분법이 19 세기까지 서구 철학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할 때， ‘친숙화’는 이러한 관념적 이분법을 근원에서 부정하는 행동 철
학적

개념이다. ‘접촉’에

의한 ‘친숙화’ 과정이

우리는， 앞서 언급한 ‘성서적’ 상정 체계들이

바로 카니발이다. 이

지점에서

r 시학~ 4장의 주요 주제인 ‘카니

발적 상징 체계 (KapHaBaJIbHa.ll CHMBOJIHKa) ’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지
적해 둘 필요가 있다. 문턱， 계단 등 카니발적 상정 기제들은 체계적 의미론，

혹은 폐쇄적 세계관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물의 고정적 존재론을 부
정하면서 플롯의 자기 지시적 특성을 반영하고

나아가 카니발적인 상호 모순

성 자체를 지시하는 ‘형상’으로 존재한다. 요컨대 이 상징 체계는 성서적 세계
관으로 대표되는 폐쇄적이며 체계적인 의미론을 속성으로 지니지 않는다. 성
서적 상징성들이 인물들의 흐로노또프에 대해 ‘외재적’이며， 동시에 작품의 바

깥에 이미 완결되어 있는 문화론의 영향 아래 존재하는 데 반해， 카니발적 상
징성은 텍스트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바깥에 대해 열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세계를 ‘성서적 상징성’과 ‘카니발적 상징성’이 경쟁

41) M.

BaxTHH(200이 ”φ。 pM에

BpeMeHH H XpOHOTona B pOMaHe ," C.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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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흐젠 스스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그의 도스또예프스끼론은 근본적으
로 ‘사상가로서의 도스또예프스끼’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도스또예프스끼’에

주목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 때 ‘예술가로서의 도스또예프스끼’와 ‘사상가로서
의 도스또예프스끼’는 상호 배제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두 양상은 상호 침투
한다

w 작가의

일기 (nHeBHHK nHCaTen~)~ 를 쓴 사상가 도스또예프스끼와 『죄와

별」의 저자 도스또예프스끼는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것이다. 성서적 상징
기제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호 침투의 미학적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스꼴리니꼬프에게 부여된 ‘자유’는 일종의 ‘미학적 은총’
이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저자 창조자에 의해 ‘형상’을 얻고 있는 신화적 상
징 기제들과 공존하는 것이다.
바흐젠이

「행동 철학에 대하여 (K 빼nOCO~HH nocTynKa)J 에서 언급했던 ‘문화

(KynbTypa) ’의 세계와 ‘삶(:I<H3Hb) ’의 세계는 각각 저자의 세계와 주인공의 세계
에 상응한다. 주인공의

세계는 삶의 세계이며， 저자의 세계는 삶의

직접성을

객관화하는 문화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것이 저자의 외재성이지만， 바흐씬의

판단처럼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 속에서 이 객관화의 인력， 혹은 저자의 외재
적 입지는 지극히 약화된다. 바흐젠이 주목한 것은 바로 ‘삶의 세계’를 전경화
시키는 도스또예프스끼

특유의

미학적 자세이며， 이것을 우리는 바흐씬적

의

미의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리얼리즘’은 이바노프의 ‘신비주의적
리열리즘’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바흐씬적인 ‘삶의 세계’에는 ‘문화의 세계’， 즉 저자의 세계가 틈입해

있는데， 이러한 틈입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양식이 바로 상징 기제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정 기제들은 보이지 않는 ‘일차적 저자’로부터 인물들
의 흐로노또프로 ‘강림’한 ‘저자의

말’에

귀속된다. 도스또예프스끼적 상징

기

제는 인물들의 세계 안에서 구체적 ‘형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형상’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이중적 존재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5.

도스또예프스끼， 혹은 대화성과 상징성의 길항

상징성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대화성에서 멀어진다는 점에서， 바흐씬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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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근본적으로 반상징론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대화성은 언제나 산문적
으로 분열된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바흐젠의 대화주의는 궁극
적으로 타인의

의식을 ‘리얼리즘적으로’42) 인식한 결과이다. 반대로 상징성은

무한 분열을 속성으로 하는 리얼리티에서

일탈하여 궁극적으로 저자의

체계

적인 의미론， 혹은 일정하게 폐쇄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바흐젠이 이바노프
의 도스또예프스끼 독해를 비판하면서 언급했던 ‘이미 알려진 예술적 의지 (YlI<e
3HaKOMa~ xY~Oll<eCTBeHHa~ BO~) ’43) 에 의 한 해 석 이 란， 곧 텍 스트 바깥에 완결 되

어

있는 독백적

독해는 ‘추상적

체계로서의
세계관의

세계관과 밀접히

윤리적， 종교적

OTBneqeHHOrO MHPOB033peHH~) ’44) 의

관련된다. 이

경우 이바노프의

원칙(3 THKO-peJmrH03H뻐 npHHUHn

산물이

된다. 이바노프의

도스또예프스끼

독해가 작품의 존재 방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사상’의 직접적 대면이라면，
그 ‘사상’은 보이는 것의 이변에 항수로 존재하는 보편적， 본질적 세계를 지향

하는 것이다. 이는 이바노프의 상징주의

이론을 요약하는 ‘현실에서 현실 너

머로 (a realibus ad realiora) ’45) 라는 구호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바노프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주인공들을 비극으로 이끄는 이 총체적 세계
관을 일컬어 ‘시적인 구상 (n03THQeCKHη 3aMbIcen) ’뼈)이라고 표현한다. 이바노프

의

관점에서

‘시적인

도스또예프스끼의

구상’에서

관점을 대입하여

소설이

보여

주는 ‘교향악’은， 궁극적으로 이

비롯되는 ‘통일성 (e~HHCTBO) ’47) 에

말하자면， 도스또예프스끼

종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소설이 ‘비극’일 수 있는 이유는，

상징 기제들이 대변하는 작가의 신화적 세계관과， 작가의 대화적 자세에서 발

원하는 주인공들의 독자적 존재론이 궁극적으로 불일치한다는 데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도스또예프스끼

소설의

상징성과 대화성은 서로 길항하면서

대

립하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작가 도스또예프스끼의 미학적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징성과 대화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미학적

이중성은，

상정주의의 형이상학과 바흐씬적 리얼리즘이라는 두 이질적인 거울에 반영되
42) m711, c. 10.
43) f1l711, C. 12.

44) f1l711, c. 12.
45) B5I'l. I1 BaHoB(200 1) "l1 Be CTHXHH B COBpeMeHHOM CHMBOJJH3Me ," 지HTepa TypHhIe MaHHrþecThI,
C.

98.

46) B5I'l. I1BaHoB(1994) "l1ocToeBCKH꺼 H pOMaH-Tpare l1H5I," C. 288.

47)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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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바흐첸의 『시학」에는 근원적으로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한 상징주의적

번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흔히

바흐씬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형

식주의가 대변하는 ‘재료 미학’이나 로뜨만(에

}]on빠i) 이

그리고 소비에트의 권위주의적인 공식 문화에

대한 ‘반명제’로 해석되어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바흐젠의

대표하는 구조주의，

이론에 내재해 있는 반상징론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성성과 대화성을

속성으로 지닌 ‘삶’의 세계는， 낭만주의나 상정주의의 관점에서는 피상적 ‘현
상계’에

귀속된다. 이

이원론적 상징

경우 무한한 대화를 수행하는 ‘거대한 시간’은 단일한

체계로 환원된다. 상징적이며 알레고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있

는 이 미학적 범주들에 대해 바흐젠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얘) 그래
서 자연스럽다.

48)

낭만주의에

대한 바흐젠의

비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시학』의

바흐젠은 독백성을 낭만주의의 특성으로 연결하고 있다 (nIJJJ， c.
주의에 대한 비판적 언급들도 자주 발견된다. 5aX TllH, M.(1995)
llHB J1or, KBpHBBB J1, XpOHOTO Tl,

No. 2, 11 ,

BIl TeõcK , C.

11 1.

14

여러

곳에서

등). 또한 상징

"lleKQ IlJl 0

Ma자<OBC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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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 Kl Me

CHNBOAHQHOCTb H ~HaAOrHQHOCTb
8 pONaHaX nOCTOeBCKOrO

RH , J{ 3aH-YK

CJl O:l<HO onpelleJIIHb OTHOUJeHHe M. 5axTHHa K ßjj l.l. HBaHoBy. 51cHo ,

l.I TO

CO l.l HeHHjj

HBaHOBa OKa3aJl H Ba:l< HOe BJlHjjHHe Ha ’ llHa JlOrH3M ’ 5aXTHHa. HanpHMep , HBaHoBCKoe
06bjjCHeHHe 0 llPyrocTH DocToeBCKoro (’ Tbl-eCH') TeCHO CBjj3aHO C tþOpMHpoBaHHeM
5aXTHHCKoro MbIUJ JleHHjj. Ho , C llpyroη CTOpOHbl , ’ n03THKa DocToeBcKoro ’ 5aXTHHa
rrOjjB Jl jj JlaCb

l.I aCTH l.I HO

npoTHB

’”

HarrpHMep , B ero CO l.l HHem

HBaHOBcKo다

CHMBO Jl HCTH l.I eCKOH HHTeprrpeTaUHH ,

’DOCToeBcn써 H pOMaH-TparellHjj ’.

KOHe l.l HO , aHaJlH3 5axTHHa 0 DocToeBCKoM Bbl3blBa Jl pa3Hble KpHTHKH HCC JlellOBaTe Jl eH. 5. KopMaH H H. 50HeUKajj KpHTHKOBa Jl H 5axTHHa , oc06eHHo B KOHTeKCTe
aBTopCKOH n03HUHH DocToeBcKoro. nO MHeHHW KopMaHa , B OCHOBe
l.I eCKOrO'
'l.I HCTblH

B3r ](jj lla , K KOTOpOMY npHUJe Jl 5aXTHH ,

Jl e :l< a JlO

’ llHa Jl OrH

CMeUJeHHe nOHjjTHjj aBTopa:

HJl H rrepBH l.I Hbl꺼 aBTOp' H '06pa3 aBTopa HJl H BTOpH l.I HblH aBTop ’. Ho ,

HallO nOll l.l epKHyTb , rrOHjjTHjj aBTopa H aBTopcTBa y 5axTHHa HCnO Jl b3ywTCjj B
CMbIC Jle ’ nepBH l.I HOrO aBTopa ’, KOTOpbl때 HMeeT ’마laJlO 대l.I eCKOe OTHOUJeHHe K repow ’.
Kopo l.l e rOBOpjj , rro JlHtþoHH l.I eCKajj BO Jl jj B npHHUHne npHHallJle :l< HT K 3aMblcny nepBH l.I HOrO aBTopa , KOTOpblH HaXOllHTCjj BHe XpoHoTona repoeB. Me :l<llY TeM , 50HeUKajj
06bjjCHjjeT pOMaH nOCToeBcKoro KaK ’ CYPOBblH aBrycTHHoBCKHH MHp ’, rlle Ha
caMOM lle Jl e Bce npellOnpelle JleHo. Ha ee B3r Jl jjll, B MHpe DocToeBcKoro aBTopTBopeu Ol.l eHb aKTHBHO. Ho HaM nOlll.l epKHyTb , 3 J1 eMeHTapHajj aKTHBHOCTb aBTopa-

’

TBopua He npoTHBOpe l.l l T TOMY ,
HOCTb. nOToMy
:l< eCTBeHHoro

l.I TO

l.I TO

Y repoeB eCTb 3CTeTHl.I eCKajj caMOCTOjjTe Jl b-

cB06011a repoeB yTBep :l<llaeTCjj 5axTHHoM B npelle Jl aX ’ XYllO-

3 aMblC Jl a ’ aBTopa.

Ha HaUJ B3r Jl jjll, 3TH pa3Hble TO l.l KH 3peHHjj npOHCXOlljjT OT llBOHCTBeHHOCTH
caMoro TBOp l.l eCTBa nOCTOeBCKOrO. repOH DOCTOeBCKOrO HMeWT npaBa 3CT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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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ofi

CaMOCTO~TenbHOCTI’，

6aXTHHCKOfi TeOpHH. Ho

neno

H B 3TOM OTHOmeHHH HanO OTnaTb
B TOM

,

CnpaBennHBOCTb

~TO Y DOCTOeBCKOrO B paBHOnpaBHhlX nHanO-

rax repOeB y~acTByeT ronoc TpeT 싸t 3TOT ronoc nony~aeT
repo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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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nHOBpe~!e HHO OH nOJIy~aeT

’ 06pa3 ’

CMblCn BHe XpOHOTOna

B XpOHOTOne

repOeB.

3TO

-

CHMBonHKa KaK rOTOBa~ Hne꺼 Ha~ CHCTeMa BHe TeKCTa. 3neCb ronoc aBTOpa npo-

~Bn~eTC~ CHCTeMO인 CHMBOJIOB( ’ Bona ’,
H T. n

.l,

’ CBe)((Hfi

B03nyx ’,

’ KaMeHb ’,

HMeHa repOeB

KOTOpa~ CYll\ eCTByeT BHyTpH XpOHOTOna repOeB. EBaHreJIbCKa~ CHMBOnHKa

OTnH~aeTC~ OT 3arnaBHH H 3nHrpatþOB TeM

,

~TO OH CY ll\ eCTByeT Hap~ny C repO~MH ，

TO eCTb BHyTpH XpOHOTOna pOMaHa. OnHOBpeMeHHO 3Ta eBaHreJIbCKa~ CHMBOnHKa
OTnH~aeTC~

3aKpblTOCTb lO H 3aBepmeHHOCTb lO OT KapHaBanbHOH CHMBOnHKH.

’ n03TH~eCKHfi 3aMblCn ’ H aBTOpCKOe nOÆ째OHH~eCKoe OTHOmeHHe K repO~M COCYll\eCTByIOTC~ B

’ 3CTeTHKe ’

DOCToeBCKoro. n03TOMy Mbl MO)((eM CKa3aTb , ~TO y

DOCToeBCKoro nBoficTBeHHO CnneTalOTC~ Hne~

’ peJIHrH03HOro

THKa ’ nOJIHtþOHH~eCKoro peaJI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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