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반 부닌의 세계관*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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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부닌(Ivan Bunin)이 창작에 종사한 것은 거의 한 인간의 일생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이었다 II 그의 창작활동은 혁명 이전과 혁명 후의 망명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망명 전 그의 창작활동에서 1910년에 발표된 “마을”이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비평가들에게서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작품은 그에게 또한 작가로서 

의 명성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었다. 종전 그의 명성은 주로 시인으로서 그리고 시 

번역가로서의 업적에 바탕하고 있었다. “마을”을 발표한 후， 그는 특히 산문에 힘 

을 쏟았다. 이 당시 그는 내변에서 끝없이 솟아 오르는 창작의 열정을 경험하고 

있다. 부년 자신은 이때 경험한 내적 자극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 B 3TH rO.llbl, ji t.JyBcTBOBaJl, ICaIC C ICa*.llbIM LIH강M BCe 60Jlee ICpenHeM 

MOji pyICa, ICaIC rOpji t.Jo H yBepeHHO Tpe6yeT HCXoLIa HaICOnHBillHeCji BO M 
,,1) 

He CHJIbI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엄. 
1) 최초로 출판된 그의 작품은 "Derevenskij niscij"로서， 1887년 "Rodina" 5월호 
에 실렸다. 그 때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1953) 그는 자신의 손에서 거의 

펜을 놓지 않았다. 
2) "1z predislovija k francuskomu izdaniju ‘Gospodin iz San Francisko‘," I. A. 

Bunin, Sobranie soCinenii v 9 tomach, M. 1965-67, t. 1X, p. 268. 앞으로 로 
마 숫자는 본 선집의 권수를 아라비아 숫자는 변수를 표시하며， 본문 속에서 
는 이를 괄호 속에 표기함. 인용이 본문의 일부를 구성할 경우 번역함을 원칙 
으로 하였음. 번역은 펼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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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닌의 산문 중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 즉 1910년부터 혁명 전까지 

생산되며，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가 부년의 창작활동에 있어 가장 창조 

적인 시기로 간주된다. 

이전의 작품에서 그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그것들을 어떤 일정 

한 사상과 접목시켜 특별히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작품에는 인 

간 존재에 대한 그의 탐구가 점점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또한 

독창성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탐구로 말미암아 어떤 비평가는 부년에 대해， “10월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학에서，L. 툴스토이와 F. 도스토예프스키를 제외하고 인간 

의 존재와 운명의 의미를 치열하게 탐구한 작가가 부닌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ll 부년은 인간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분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유기적인 우주의 생성， 소멸의 한 과정 

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 그는 현대인의 비극적 운명을 관찰 

하고 있다. 그는 이 비극적 운명의 원인을， 인간이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우러름에 따라， 인간 상호간에 거리가 생기 

고， 자연과 격리되며， 그에 비례하여 더욱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오만에서 기인한 

다고 보았다. 이 격리와 집착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며 종국에는 

파멸을 부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인간존재의 나약 

함과 불안함，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사이의 불협화(不協和)이다.이 

이러한 견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은 “형제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 “창의 꿈들 “오토 슈테인”등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외국이 

그 배경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부년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 

을 탐구하는지 조명해 보려 한다. 

2. 1910-1916년 간의 창작적 특징 

이 시기는 앞에 말한 바처럼， 부닌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시기였 

다. 그가 다루고 있는 테마는 여러 문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완연히 철 

3) I.P. Vantenkov, Bunin. povestovatel', Minsk 1974, p. L4. 
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을 혹은 “농민 이야기 혹은 “귀족 이야기 
혹은 “사랑 이야기”둥으로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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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성격을 띤 것들이다. 부닌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1913년 5월 18일에 S. 

Klestov에게 보낸 편지에서 ‘철학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1 이 문제들은 부 

년이 이전에 다루던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부년이 토구 

(討究)하는 삶이 러시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며， 부닌의 

인식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 

는 점 가운데 하나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더 이상 러시아인에 국한되 

지 아니하며， 작품의 무대가 러시아라는 공간을 벗어나 세계의 이곳 저곳으로 확 

장된다고 하는 점이다 6) 이는 부년이 자신의 관찰에 대해 보편성을 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견 그의 작품에서 사회의 상대성， 즉 

부조리， 모순 등이 지적되고， 빈번히 불의， 잔인함， 역겨움 등이 비판받는 듯 하지 

만， 이것은 그에 의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조리 등은 

유럽인과 비유럽인， 그리고 유럽인들 상호간에서 우열의 문제로 나타난다. 부년이 

찾고 있던 것은 이 우열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근본원인을 찾음에 

있어 유럽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절실한 것처럼 부각된 듯 보이는데， 그 까 

닭은， 이를 통해 유럽 문명의 불길한 미래가 형상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부넌은 동시대인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해외여행을 하였다 7) 여행으로부터 얻은 

5) 1. O. Sterlina, 1. A. Bunin , Lipeck 1960, p. 16 
6) 이 확장의 요구가 이전부터 부닌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에 쓰여진 시 "Sobaka" <>ll 는， “나는 인간: 신처럼， 나는 운명지어 
졌다/ 전세계， 전(全)시대의 우수를 인식하도록이라는 귀절이 둥장하는데， 이 
는 바로 이러한 내부의 울림의 표현인 것으로 사료된다. 

7) 부닌은 여행을 일종의 생활의 형태로 수용하였다. 1912년 "Golos moskvy"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1, KaK CKa3 aJ1 CaaIDI, CTpe싸νlC~ 0603peTb AHQO MHpa H OCTaBHTb B HeM qeK 
aH Il)'IlIH cBoell, MeH~ 3aHHMaAH Bonpocμ nCIIXOJlOrHqeCKHe, peAHrH03H되e ， HCT。

pHqeCKHe." (IX. 541) 

그는 여행으로부터의 인상들과 경험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도입한다. 그래 
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이국적 무대가 인상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이 

런 까닭에，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 러시아의 “콘라드 [joseph Konrad] 또 
는 서머세트 모옴”이라 불렀다. A. G. Colin, "Ivan Bunin in Retrospect,"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ω ， Vol. 34 (974) , pp. 514-532 
부닌의 여행에 대한 견해와 그의 삶속에서 여행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 
음을 참조하라. D. Richards, "Comprehending the Beauty of the World: 
Bunin ’s Philosophy of Travel ,"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52 (Okt. 1974), pp. 514-532. 



92 러시아연구 제4권 

인상이 이러한 견해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그가 실론을 여행하며8) 얻은 경험， 무엇보다 불교를 지근(至近)의 거리 

에서 접하며 받은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 부난은 그의 기본 

적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부터 인간행위의 동언을 관찰하며 - 곧 집착으로 표현되는 욕망 그것 

의 치명적 귀결 그리고 욕망의 집단적 성격을 관찰한다. 불교는 그러나 절대적 가 

치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토대만을 제공한다. 

지금 논의중인 부닌의 창작시기의 대부분은 제 l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이 격동의 시기에 그가 전쟁을 주제로 하였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묘사한 작품은 없다. 전쟁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건에 대해 부닌은 작품에서 다 

루지 않고 있다 9) 부닌은 전쟁을 단지 밖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본 듯하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러한 외적 현상을 낳게 한 내적 문제였다고 여겨진다. 많은 사람 

에게 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관계 또한 부닌에게 있어 큰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적 원인이 있어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참화가 작가의 심 

적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다음 술회에서 엿볼 수 있다. “8월 14 

8) 부닌은 실론을 1911년 3월에 여행했다. 이 여행시 그는 본래 일본까지 갈 계획 
이었다. 그들 부처(夫훌)는 1910년 12월에 오데사를 떠나 에집트를 거쳐 실론 
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2주동안 머무른 후，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1911년 
4월에 오데사로 돌아왔다. 

9) 전쟁에 대해 부닌이 직접 견해를 표명한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속 
에서이다. 

"51-nIlCaTeJlb, a KaKOe 3Ha"leHlle llMeeT Moll rOJloc? COBepmeHHO HIlKaKOrO ... 
MllJIJIllOHbI HapOna OHIl rO IUlT Ha y6011 , a MbI MO*eM TOJlbKO B03MYmaTbC.lI, He 60Jl 

bme. DpeBHee pa6CTBO? Cell"lac pa6CTBO TaKOe, no CpaBHeHIl~ C KOTOpbIM npeB 
Hee pa6CTBO-CY매R꺼 nyc T..SII<. " 

Pusesnikov의 일 기 , A. Baboreko, 1. A. Bunin-materialy dlja biografii 
(s 1870-1917), M. 1967, p. 206에서 재인용 
전쟁과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살인의 주제를 다룬 "Petlistye usi"를 들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잔인함이 다루어지고 있 
으며， 유럽이 곧 살인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비극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은 전쟁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작품은 어둡고 비극적인 색조로 채색되어 있 
다. 부닌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격변으로 일노전쟁， 1905년의 혁명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을 들 수 있다 그 중 1905년의 혁명만이 작품에 
서 가볍게라도 언급된다. V. ]a. Grecnev , "Proza Ivana Bunina," Russkaja 
literatura, Vol. 13, no. 4 (970) ,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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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19일에 ·샌프란사스코에서 온 신사’를 썼다. 마지막을 쓰면서 울었다，，10) 작 

가가 운 것은 왜일까? 우리는 그가 운 이유를 그의 다른 술회로부터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슬프도다. 바빌론 위대한 도시여. 이 아포칼립스의 무서운 말이 

내가 ‘형제들’을 쓰고， 전쟁 몇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를 구상할 때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나는 우리의 오늘날의 문명에서 노골적으로 드 

러나는 나락을 예감했다，，111 이 술회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부넌은 서양문명이 

안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예감하고 그로 인해 울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해서 부년에게 역사적 의식이 결핍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숙명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12) 그들 

은 주로 구 쏘련의 비평가들이다 13) 그들은 부년이 혁명적으로 성장한 인민들을 보 

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한 비평가는 부닌이 1890년대와 1900년대에 민주적이고도 인본주의적 입장을 견 

지했으나 1910년대에 과거 세계의 몰락을 보며，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다고 지적 

한다 14) 이러한 정치적 평가는 부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 

다.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정치적 입장은 무한하고 변함없는 존재의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계 

급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부년이 사회적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와 인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즉 그는 인간 개체의 자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부닌은 주의깊게 인류의 고대 역사와 서구 문명의 기원을 탐구하며， 그를 

통해 시대적 사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원인을 찾았고， 도대체 변함 없는 인간 

10) A.Baboreko, 앞의 책， 204쪽. 부난은 이 작품에 다시 손을 대 작품을 축소하여 
10월말에 끝맺었다. 

11) 1. Bunin , "The Village끼 N.Y. , 1923, pp. 11-2. S. L. Gross, "Nature, Man and 
God in Russia' s ’The Gentleman from San Fransisco"’, M odern Fiction 
Studies , Vol. 6, No.2 (960) , p. 154에서 재인용. 

12) 예 를 들 면 , L. Nikulin , Cekhov, Bunin, Kuprin. literaturnye portrety, M. 
1960, p. 223 

13) 구쏘련의 비평가들 중 다른 견해를 피력한 사람으로 끄루찌꼬바 (L. 
Krutikova)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부년이 관심을 기울이는 철학적 문제에 자신 
의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L. K. Krutikova, "ProCitan li Bunin?" 
Russkaja literatura, no. 4, 1968, pp. 182-192 참조. 

14) N. 1. Volynskaja, "Vzgljady 1. A. Bunina na khudozestvennoe masterstvo ," 
in Ucenye zapiski vladimirskogo gosudarstvennogo pedagogiceskogo 
institu따 im. P. L. Lebedera-Poljanskogo: Serija "russkaja zarubeinaja 
literatura," No. 1, Vladimir 1966, p. 54 



94 러시아연구 제4권 

행위의 동기를 이해하려 했다. 이처럼 제고된 그의 이야기의 철학적 성격은 한 비 

평가에게서， 부년이“삶의 관찰자”로부터“삶에 대한 사상가”가 되었다는 견해를 이 
끌어 낸다 Ei) 

이 시기에 부딘은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구한다. 여기서 그의 문제를 다루는 

깊이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결정적 발전은 형이상학적 요소들의 수용에서 나타난 

다.삐 부닌 자신 이에 대해， “작가에게 있어 형식은 내용과 멜 수 없는 관계에 있으 

며， 내용으로부터 탄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171 부닌의 이전 작품에서 가장 현저한 

미학적 특정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작가의 개입이었다 뻐) 그는 자신이 느낀 것을 

단순히 썼기에 줄거리는 부차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재료의 선택과 그것을 

다룸에 있어 그는 일정한 정조(情調)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그 

의 운문에 깊이 영향을 끼친 인상(印象)의 반영 그 기조를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 

나 시간과 더불어 작가는 직접 개입을 자제한다. 이제 부넌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 

과 감정을 억제하고， 테마를 전면에 내놓는다. 테마의 구체화와 더불어 줄거리와 

상황이 창조되고， 작가의 경험이 위치하던 자리에 주인공들의 창조된 경험이 자리 

한다. 서정적이고 고양된 어조가 이제는 서사적이고 조용한 어조로 바뀐다. 그럼 

으로써 그의 작품의 종래의 약점이 제거되고， 이야기는 객관성과 긴장을 획득한다. 

그러나 작가의 통제와 입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등장인물 

들의 입장으로 전치(轉置)되었고， 전체로서의 작품의 성격에 유지된다. 이것들은 

이전 시대의 그의 주관주의만큼이나 적극적이다. 억제된 작가의 감정과 정서는 대 

상들의 묘사에서 출구를 찾아， 풍부하고 다양한 음향， 뉴앙스， 대비 등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무엇보다 자연의 묘사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보이는 소리， 색， 빛， 냄새 

등이 존재， 아름다움， 고독， 잔인함 등의 순간성에 대한 부년의 사고의 특징을 보 

여 준다. 

"[ ... ] H CMOTpeJJ llaJJeKO 3a MOpe, Ha 3aKaT, He:l<HO 3eJJeHeBmH잉 B pa3 
HO~BeTHhlX H pa3HOo6pa3HhlX Ty4Kax, Ha BHHHOKpaCHOe, JJHmeHHOe JJY4e 

15) F. Batjuskov, "I. A. Bunin," in S. A. Vengerov, ed. , Russ찌ja literatura 
XXv. εast' 1, t. 2, kn. 7, M. 1915, p. 364. ]. B. Woodward, "The Evolution 
of Bunin ’s Narrative Technique," Scando-Slavica , Vol. 16 (970) , p. 12에서 
재인용. 

16) ]. B. W oodward, 앞의 글， p. 12 
17) I. A. Bunin , "Kak ja pisu ," IX. p. 374 
18) 1. D. Gazer, "0 svoe obrazii lirizma v novellakh Bunina," Voprosy 

literaturγ， 、T01.1 6， No. 2 (97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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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OJlHue , ICOTOpOe , ICOCHyB IIlHCb M)'THOrO rOpH30HTa, Bllpyr BblTjfHyJlOCb 

H CTaJlO nOXO)!(e Ha TeMHO-OrHeHHYJO MHTpy ... [ ... ] BOlljfHble rop6뻐， OTJlHB 

a~IIlHe CHHeJlOJlOBOH lIl arpeHb~ ， HO COJlHue cne띠HJlO ， CneIllHJlO, - MOpe T。

'lHO BT껴까maJlO ero , - H BCe yMeHblllaJlOCb lla yMeHblllaJlOCb CTaJlO llJlHH 

HblM paC lC aJleHHb~ yrJleM, 3allpO)!(aJlO H nOTyXJlO, cpa3y naJla Ha BeCb MH 

p TeHb lC aICOH-TO ne 'laJlH, H CHJlbHeH 3aBaJlHOBaJlCjf BCe ICpen'laBIIlH낀 K 

HO'lH BeTep" (Sny canga, IV. 380) 

이 인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강렬한 색이다. 여기에서 쓰인 형용사는 생생하 

고 회화적이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의 찰나성이다 19) 

3. 인간 비극의 기원: 옥망 

부년은 인간 비극이， 인간이 끝없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 

다고 보았다. 부닌이 이 테마를 비러시아적 배경아래 투사한 최초의 작품이 “형제 

들”이다. 이 작품은 실론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1부와 깊은 바다 한가운데가 - 인 

도양 - 배경이 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실론으로의 여행은 다른 여행들과 마찬가 

지로 부년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불교와의 만남은 그를 적지 않이 홍분시 

키는 것이었다. 이 것은 열반경(뽑般經)에서 인용한， “형제들”에 붙인 에피그라프 

와20) 작품 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경의 인용을 통해 드러난다. 부닌이 1921 

년에 이 작품의 탄생에 대해 회상할 때 그는 불교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Korna jf 6b1Jl B KOJlOM6o, MeHjf paBHO nopa3HπH CBeT COJlHUa, COBeplll 

eHHO HenepenaBae빠lH H CJlenjfIllHH , H y'leHHe oYllllbl, B ICOTOpOM MHoro 。
T 3Toro coenjflllero O'lH H nyllly COJlHua ... nOcJle, B Ollecce, jf BblIIleJl Ha 

19) 부년의 형용사는 매우 독특하다. 그것들은 호화롭고， 색상에 있어 현란하며， 
일정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부닌의 형용사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라. L. M. Granovskaja, "Iz nabljudenij nad jazykom 1. A. Bunina," in 
Azerbajdzanskij pedagogiceskij institut, Uεénye zapiski , vyp. IX. (serija 
filologiceskaja) , Baku 1961 , pp. 253-265. 

20) “서로 죽고 죽이는 형제를 보라. 나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형제들” 
의 에피그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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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per KaK rrb~H~A. H xMypHnc~ ， ~ He MOr r~neTb Ha neMnW OCBe~eHHy 

~ COnHueM: MHe BCe qynHnc~ OrHeHHhl낀 CBeT KonoM6o H XOTen rrepenaT 
11 '2 1) 

b 3TOT CBeT B 5paTb~X-

이 회상으로부터 분명히 드러나듯， 불교가 이 작품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불 

교적 관점으로부터 부년은 인간 행위의 동인과 • 욕망 • 그의 파멸적 결과 그리 

고 이 욕망의 집단적 성격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하나의 종교로 

서 자리하지 않고， 철학적 윤리적 토대로서 기능한다. 부넌은 여기서 자신의 사고， 

즉 삶에 대한 비극적 견해에 대한 일종의 확인을 얻는다. 

작품은 일견 상호 관련이 없는 듯한 2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변， 두 부분이 두 

주인공 사이의 대조(對照)와 관련되어 있는 상이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두 부분은 두 개 상이한 방법으로 서술된다. 1부에서의 이야기의 흐름은 불 

경으로부터의 부조화적인 인용에 의해 끊임없이 중단된다. 그럼으로써， 작가의 개 

업이 분명해지고 알레고리의 개연성이 잠식된다 22) 그러나 이 인용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고토록 고무하는 기능을 지난다. 작품의 중심 개념은 1부의 적극적 인물， 

즉 인력거꾼의 삶속에 극화되어 있다. 다른 한 인물， 곧 인력거꾼의 서비스를 구매 

한깅) 영국인은 1부에서는 수동적 인물로 머물러서 1부에서 일어난 사건들로부터 

격리되나， 2부에서는 능동적 인물로 화하여 작품의 중심개념을 해석하고 그 바탕 

위에 서구문명의 본질을 분석한다. 여기서 영국인은 작가의 언어통로 구실을 한 

다. 실제로 영국인의 동양과 불교에 대한 견해는 무롬쩨바 부니나 

(Muromceva-Bunina)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부분 작가의 자전적(自傳的) 성격을 

띤다.깅)2부는 영국인과 그가 가까스로 얻어 탄 배의 선장과의 대화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영국인은 자 

신의 말에 대한 대답을 구하지 않으며， 그의 말은 거의 일방적인 독백이다. 선장은 

그의 변설에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이따금 그가 던지는 말은 아무런 의미 

21) 이 회상은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Die Zeit" 1921년 8월 22일자에 실렸다. 
Baboreko, 앞의 책 , p. 196에 서 재 인 용. 

22)]. B. W oodward, "Structure and Subjectivity in the Early ’Philosophical' 
Tales of Ivan Bunin," Canadian Slavonic Studies , Vol. 4 (1971), p. 514 

23) 이 사회적 상대성은 많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이 작품을 식민주의와 서구 제국 
주의에 대한 고발로 해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반(反)제국주의적 정조는 철학적 
주장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이다. 부닌의 이해로는 식민주의는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욕망의 결과일 따름이다. 

24) Baboreko, 앞의 책， p. 169. Baboreko는 Muromceva - Bunina가 자신에 게 보낸 
서신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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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부넌은 등장인물의 정신상태를 직접적으로 천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들 

의 외관과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력을 통해 그들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다. 그는 

영국인이 나 이외의 것에 대해 견지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통해， 그가 자연에 대한 

감각력을 상실했음을 나타낸다. 그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실론의 자연을 도대체 느끼지 못한다.2부에서 그가 자연에 대해 반웅하는 데， 이 

것은 그가 존재의 의미를 어 렴풋이 느끼는 데서 온 당연한 변화이다. 

1부는 부처가 설한 사성체(四聖論) 즉 고(苦)， 집(執)， 멸(滅)， 도(道) 중 첫 

째， 둘째， 세째 진리에 대한 우화이다. 이 우화는 젊은 인력거꾼의 삶을 통해 보여 

진다. 부넌은 두번째 진리인 집착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용하며， 이 욕망이 

모든 생명체를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인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본래 에댄이다. 욕망의 주제를 l부 초엽에서 도입하며 부 

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Ka3aJIOCb 6b1, 3a'leM HM, 3THM JIeCHbIM JIIO.1lSIM, rrpjfM퍼M HaCJIemiHKaM 3 

eMJIH rrpapOllHTeJIe때， KaK Terrepb e띠e Ha3 b1BaeT UeHJIOH , 3a'leM HM rop。

lIa , CeHTbI, pyrrHH?" (IV. 256) 

이 아이들은 그러나 성장하고， 행운을 추구하려는 바람에 지배된다， 즉 그들은 

욕망의 한 형태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낙원은 어느새 욕망의 각 

축장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부년은 이 이야기를 위하여 인력거꾼 부자(父子)를 

등장시킨다. 늙은 인력거꾼에게서 우리는 그의 동인(動因)이 세속적 사랑임을 알 

게 된다. 이 사랑은 “옛날부터 모든 생명체를 현존재(現存在)로 불러내온 힘”이었 

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구한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도 따라서 성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의 죽음은 이숭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옹 것이며 그는 지은 엽(業)으로 인해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인력거 등을 넘겨 받 

는다. 인력거는 그들의 소박한 바램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그들을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흙죄는 틀이다. 아들도 일찌기 사랑에 눈을 뜸으로 

써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인생역정은 그의 약혼녀 

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개된다. 약혼녀의 배신을 확인한 

젊은 인력거꾼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잉) 배신을 확인하 

25) 그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아름다움과 무서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연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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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려가는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의에 의해잃) 달리는 피동적 인간이 아니고 자신 

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한다. 이 때 그는 이 짧은 이승에서의 꿈에서 깨어 나라 

는 자신의 내부에서 울려오는 외침을 듣는다. 그가 이제까지 얻기 위해 자신의 모 

든 힘을 다했던 금조각과 그것의 획득수단인 인력거를 내팽개치는 것은 분명 그의 

이제까지의 행동의 틀을 초월함을 보여 주는 행위이다. 여기서 부년이 고통을 멸 

하는 한 방편으로 자살을 상정하지 않았는가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본질상 그다지 중요치 않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으로만， 즉 종교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젊은 인력거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죽음에서 평온을 구하려 

는 이기적 노력일 뿐더러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범한 것이다. 뿐더러 불교의 교리 

로 보면 집착을 끊는 길을 사성체의 네번째 가르침이 밝히고 있으므로 그의 선택 

은 잘못된 것이다. 부년이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은 인간의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 

는가하는 철학적 물음일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부넌은 다시 불교의 교의를 도입 

하고 있다 즉 인간을 이루고 있는 다섯개의 요소는， 소위 오온(五溫)， 본래 무상 

(無常)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을 인식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 

람들은 이 요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그러나 죽음과 더불 

어 이 다섯개의 요소는 구분할 수 없는 전체 속으로 환원된다. 결국 사람들이 허 

상을 쫓으며， 허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다 

1부와 2부는 일견 단순하게 병렬되어 있다. 그래서 두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킨) 두 부분을 이어 주는 것은 근저에 놓인 작가의 사고 

경으로 묘사된다. 이 상대성은 낳고 죽음과 삶 자체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슬리비쪼까야는 이 자살이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 Slivickaja, 앞의 글， 127 쪽 참조 그러나 이 평가가 정 
당함을 얻으려면， 인력거꾼의 자살은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깨달음과 그 굴 
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의 표시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거 
꾼의 자살은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애인의 배선에서 연유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26) 그는 이 제까지 삶과 죽음의 선으로서 사람들을 끊임 없이 유혹하는 마라 
(Mara)의 지배하에 있었다. 지금까지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 자신이 아니고 
유혹자 마라였다. 마라는 사람들을 펌으로써 그들을 윤회로부터 영원히 벗어 
나지 못하게 한다. 

27) 포지올리 (Poggioli)는 두 부분이 “오로지 우연과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징후에 
의해， 즉 고통을 받는 두 사람이 상호 냉담한 것”에 의해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 다 R. Poggioli, "The Art of Ivan Bunin," Harvard Slavic Studies, Camb. 
(Mass.) 1953, p. 260. Kryzytski는 이 의견에 동의를 표시한다. S. Kryzytski , 
The Works of Ivan Bunin , Mouton 1971 , pp. 130-1 참조. 그러나 이 냉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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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덧없는 것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 집착 

하며， 이 집착으로 인해 모든 불행이 결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부에서 원용되어 

유럽문명의 비판의 전거로 사용된다. 부년이 볼 때 유럽 문명의 원동력은 바로 이 

집착이었다. 

영국인이 2부에서 토로하는 깨달음은 그가 실론에서 경험한 바가 바탕을 이룬 

다.갱) 영국인은 많은 다른 여행객들처럼 오직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까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가지려고 하지 

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주위세계에 대해서도， 주변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 

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인력거꾼에게 무관심한 것이나， 실론의 자연에 대해 아 

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그 표현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전쟁 (1899-1902) 
에서 야무런 의식없이 수많은 원주민을 무참히 살육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사람 

을 사고 마구 부리기도 했다. 결국 그는 다른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각력을 상실 

한 인물이며， 삶을 단지 기계적으로 영위해 온 사람이다. 그는 어디에서도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그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 어 

떤 충격적 경험이 작용했으리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가 경험했을 

충격적 사건이란 오직 인력거꾼의 자살이었을 것이다. 비록 영국인이 인력거꾼의 

죽음을 들었는지에 대해 부년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충 

분한 충격적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그가 인력거꾼의 죽음에 들었으리란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제 이 충격은 영국인이 2부에서 하는 독백의 바탕이 

된다. 이 독백의 요체는 유럽문명이 멸망의 도상에 서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문 

명의 창조의 힘을 집착 물욕과 일에 대한 욕섬이라고 보고 있다. (점점 불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인은 타국민을 노예화하는 데까지 이른다. ) 식민주의 

는 이렇게 볼 때 욕망의 집단적 성격의 표현이다 이 집착은 그러나 유럽 문명의 

몰락의 원인이 된다. 유럽의 힘은 식민지분할의 종료와 더불어 붕괴하고 말 것이 

다. 유럽인은 존재가 원래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단지 망상에 지나지 않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체적 인간의 힘을 맹신하고 있다. 그들은 탐욕스럽게 이 

인간의 힘에 매달리는데 그 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그들은 이성을 

절대화할 뿐， 그 한계는 인식하지 못하여 더욱 그에 종속되며， “나”에 종속되고 감 

은 우드워드가 적절하게 지적하듯 “욕망과 분리할 수 없는 자기중심주의의 부 
수현상”에 다름아니다. 우드워드는 두 부분이 “인력거꾼의 죽음을 통해 비유적 
으로 표현된， 개별 존재는 삶의 우주적 통일 속에 흡수된다는 아이디어”에 의 
해 연결지어 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J. B. W oodward, 앞의 글， p. 513. 

28) 그가 자신의 사고를 피력할 때 선장이 “그 모든 것은 단지 설론으로부터의 영 
향일 따름이오”하고 언급한다. 그는 이 말에 즉각 동의한다 (IV.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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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력과 신，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앓어버렸다는 것이다 

"5ora, peJlHrHH B EBpOne lIaBHO y,l<e HeT , MbI, npH BCe꺼 CBoeH lIe JlOB 

HCTOCTH H l!<allHOCTH, I<a l< Jlell XOJlOllHbI H 1< l!<H3HH, H 1< CMepTH: eCJlH H 

60HMC .sI eë, TO paCCYlIl<OM HπH l!<e TOJlb l<O OCTaT l< aMH l!<HBOTHOrO HHCTHH 

l<Ta." (IV.276) 

이성은 그러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에 제한된다. 즉 지각할 수 있는 

세계만이 이 때 논의될 뿐이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이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의 경계너머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본능의 힘에 의해서라 

믿는다. 이 본능이 유럽언에게는 퇴화되어 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 

한 공포마저 잊고 말았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배는 인간이성의 거대한 산물로 이해된다 29) 그러나 이 인간의 오 

만의 상징인 배는 칠흑같은 어두움과 깊은 바다로 상징된， 측정할 수 없이 크고， 

깊으며， 넓고， 거칠 것이 없는 자연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30)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부닌은 이를 통해 한편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미세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고， 다른 편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유럽인들의 위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배로 표현된 인간의 이성이란 심원 

하고 가없는 자연 앞에서 보잘 것 없는 것이란 이야기이다. 

유럽인들에게서와는 달리 부딘은 식민지의 소위 미개한 인간들에게서 신성한 

것과， 삶과 죽음에 대한 감수성이 있음을 본다.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 감수성을 간 

직하고 있는 까닭에， 유럽인들처럼 인간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연에 대해 겸허하며， 

타인에 대해 유연하다. 부넌은 그가 동양에서 비로소 개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 

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이 무한한 우주 앞 

에서 무상한，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부처의 가르침과 유럽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대비시킨다. 그러면서 유럽인이 이야기하는 식민정책의 의무가 얼마나 헛 

된 것인지를 지적한다. 

29) 실제로 배는 당시 인간 기계 문명의 총화로 간주될 수 있다. 
30) 밤， 안개， 우뢰， 바다 둥으로 표현되는， 공포를 자아 낼 정도의 무시무시한 자 

연의 힘은 “샌프란시스표에서 온 신사”에서도 “창의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분 
명히 인식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공포는 근본적으로 유럽인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L ..J CpeLlH T.sI:I<e .JlhlX H 3bI6KHX MaCC 3TOrO llOSpeMeHHOrO, llJl.SI HaC )'lKe 

'!)'lKllOrO H spa:l<lle6HOrO eCTeCTSa, Ha3비saeMorOOKeaHOM ... " (IV.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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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Ylllla nOH~JI， qTO 3HaqHT :KH3Hb }]HqHOCTμ B 3TOM MHpe 6hlBaHH~ ， B 

3TOH BCeJIeHHOH, KOTOp。꺼 MbI He nOCTHraeM, -H y:KacHyJIC~ CB~IIleHHbIM y 

:KaCOM. MbI :Ke B03HOCHM Hawy 끼HqHOCTb npeBhl띠e He6ec, Mhl XOTHM cocpe 

llOTOqHTb B HeH BeCb MHP, qTO 6bI TaM HH rOBOpHJIH 0 rp~llYIIleM BCeMH 

pHOM 6paTCTBe H paBeHCTBe, -H BOT TOJIbKO B OKeaHe, nOll HOB뻐H H q 

Y;KllhlMH HaM 3Be311aMH , cpellH BeJIHqH~ TpOnHqeCKHX rp03 , HJIH B HHllHH, 
Ha UeHJIOHe, rlle B qepHhle 3HOHHhle HOqH, B rOp~qeHHOM MpaKe , qyBCTB 

ye띠b ， KaK TaeT, paCTBOp~eTC~ qeJIOBeK B 3TOH qepHOTe , B 3ByKax, 3an 

axax, B 3TOM CTpaWHOM Bce-EllHHOM, -T。πbKO TaM nOHHMaeM B CJIa60H M 

epe, qTO 3HaqHT 3Ta HaWa }]~꺼HOCTb ... " (IV. 278) 

유럽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기야 타국민을 노예화하는데까지 

이르고， 자연을 착취한다. 그럼으로써 우주질서에 거스르는 파멸적 행동을 저지르 

는 것이다. “형제들”의 에피그라프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식민지 

배분이 끝나면 그 욕망들은 서로 충돌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그 결과 욕망위에 

서있다 멸망한 과거의 제국들에서와 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말 것이다. 

"H Korlla 3TOT lleJIe:K npHlleT K KOHUY, Torlla B MHpe on~Tb BouapHT 

C~ BJIaCTb KaKoro-HH6Yllb HOBoro THpa, CHlloHa, HOBoro PHMa, aHrHßCK 

。ro HJIH HeMeUKoro , nOBTopHTC~ ， HenpeMeHHO nOBTopHTC~ H TO, qTO np 

ellpeKH CHlloHy, B030MHHBweMY ce6~ ， no CJIOBy 5H6JIHH, 6oroM, HYlleHcK 

He npopOKH, PI’MY-AnOKaJIHnCHC , a HHllHH, apHαCKHM nJIeMeHaM, nopa6oT 

HBWHM eë, -5Ylllla, rOBopHBWHH <<0 Bhl, KH~3b~ ， BJIaCTBylOI따ie ， 60raThle 

COKpOBHIIlaMH, o6paIlla lOIIlHe llpyr npOTHB llPyr’ a :KallHOCTb, CBOIO HeHaChlT 

HO nOTBopCTYlQIIlHe CBOHM noxoT~M!>>" (lV. 278) 

작품의 끝에서 부닌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기계적으로 

영위하는 삶이 귀착하는 바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불교우화를 소개하며， 유럽문 

명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종결부에서 부닌은 다시 별빛만이 비치는 어두운 밤， 일렁이는 파도 위에 떠있 

는 배를 그림으로써， 인간이 가없는 우주속에서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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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인의 비극: 자아 고립 

“형제들”의 제 2 부에서 영국인이 서구 문명이 올바르지 못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해서， 즉 인간의 자연과 타인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그의 파멸이 필 

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직접 들려 주고 있다면치 이러한 불안을 

형상화시킨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미국인 백 

만장자는 “형제들” 제 l부 속의 영국인과 유사하다. 그는 허영에 차 있고， 거만하 

며，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하고 냉담하다. 그는 지 

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봉 없이 기계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수천의 중국 

인 노동자들을 그의 부를 증식시켜 주는 도구로 간주할 뿐 인격체라는 생각은 가 

지지 않는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의 “고된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이 여행이 목적하는 바는 순전한 쾌락이었다. 곧 

여행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다양한 체험과 인식의 확장은 여기서 설 곳이 

없다. 그는 단지 공허했던 종전의 삶으로부터 다른 공허한 삶에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이며， 유럽을 여행하며 보이는 대상을 즉 

물적으로 접하며， 유럽인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아니한다 32) 그는 타 

인들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며， 이태리인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 

가 만나는 타인들은 단지 그를 위해 존재할 따름이다. 그가 타고 있는 배의 승객 

들 또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와 그의 길동무들은 잘 짜여친 여행계획을 따 

른다. 그들의 박물관과 교회방문은 관례에 따른 것이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치 않 

는다 그들의 비둘기사냥 등과 같은 묘사는 잘 준비된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보는 

듯 하다. 이것들은 이성적으로 검증된 것으로서 인공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여기에 상상력이 끼여들 공간은 추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넌은 이를 “탁월하게 

준비되었다”고 빈정대듯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에게 계획을 

따르도록 신호하는 것은 트럼멧， 징 또는 종이다. 이것들올 들으면 사람들은 무엇 

이 자신들을 기다리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 창조된 이 도구들이 종 

31) S. Gross, 앞의 글， 154 쪽. Slivickaja는 부닌이 “형제들”에서 끈본적인 문제를 
제시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에서는 그에 대한 숙고의 결과를 진술하 
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O. Slivickaja, "0 koncepcii celoveka i tvorcestve 1. 
A. Bunina," in N. M. Kucerovskij dr. ed. , Russkaja literatura XX v. 
dooktjabr'skij period, Kaluga 1970, p. 134. 

32) 이를 여행에 대한 부닌의 술회에 비추어 보면 그 피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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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굴레로 변화되어 버혔지만， 여행객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손님과 배의 승객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직 인간 이성에 의한 통제를 통해 검 

증된 것들 만을 수용한다. 그들은 비이성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며， 힘과 부(富)만 

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는 별세계를 건설한다 이 인공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 

이 마름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 이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고려의 대상에 

서 제외되거나 지능적인 대체물에 대립된다. 이런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지성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자아(自我)에 대한 믿음에 사로 

잡혀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자연현상에 대해 놀라지도 

않는다. 이 자연이 그들에게는 신비로운 외경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극복해야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 배의 선장이다. 바다를 헤 

치며 나아가는 배를 다스리는 선장의 힘은 정확한 계산， 곧 이성이다. 여기서 그들 

은 선장의 힘을 믿는다. 승객들의 선장에 대한 믿음이 가히 맹신적이다. 그는 일종 

의 신앙적 대상일 정도로 절대적 위치를 부여받는다. 

"OKeaH, X01lHBmHn 3a CTeHaMH, ÕbIJI CTpameH, HO 0 HeM He ll)'Ma JlH, TB 

ep1l0 Bep~ BO BJlaCTb Ha1l HHM KOMaHJlHpa, phl~erO qeJlOBeKa qY1l0BH~H。

η BeJlHqHHhl H rpy3HocTH, BCer1la KaK Õhl COHHOrO, noxo~ero B CBOeM M 

yH1lHpe C mHpOKHMH 30JlOT뻐H HamHBKaMH Ha OrpOMHOrO H1l0 Jla [ ... ]"(IV. 
310) 

신사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포로겼다. 그는 이 때 산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했을 뿐이다.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그는 자유로와지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속하게 된 사회에 존재하는 

불문율(不文律)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와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고 그러하기에 그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는 이 

여행을 상류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치를 과시하고 또 인정받기 위한 당연한 

행사로 받아들인다. 이 여행은 모든 것이 사전에 잘 준비되어 개인적 취향과 

관심을 위한 여유는 제공되지 않는다. 여행객들은 매일 밤 호화로운 만찬'\3)과 

33) Kryzytski는 그의 식 도락을 들어 , 신사가 심 장은 가지 고 있지 않으나， 본능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Kryzytski, 앞의 책， 156 쪽. 이 지적은 부닌의 견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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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파티로 열락(脫樂)의 밤을 지낸다. 이 열락의 밤은 그들 존재의 의미이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부자연스럽고， 허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선박회사에 

의해 사랑을 연기하도록 고용된 남녀나， 신사의 딸의 즉홍적 사랑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작가는 이미 신사가 이 여행 중 딸을 위한 

행운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신사 또한 여행에서 거짓 사랑， 즉 젊은 여인들과의 

쾌락을 꿈꾼다. 

신사의 세계는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배에서도 그들은 자연을 느끼지 못한다 (이 배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어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누렸던 편리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바다의 위협적인 

아우성과 불길함을 자아내는 어두움은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와 전기불에 

의해 극복된다. 이 장면은 “형제들”에서 영국신사와 러시아인 선장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선실을 생각케 한다. 자연과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차단뿐 아니라， 그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현상들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 끝없이 내리는 비， 

지저분함， 썩은 생선 냄새， 배멀미 등 신사가 자연에서 느끼는 것은 오직 괴로움 

뿐이며， 그는 이것들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연과의 

접촉을 회피하려 하고 그의 계획이 흐트러지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는 본래 자신을 자연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그가 취하는 행위는 있을 법한 자연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등이 비록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나， 그들은 자연에 

대해 무력하다. 자연에 대한 굳어 버린 신사의 감수성처럼 그의 몸은 의복으로 꽉 

죄어 있다. 

타인들로부터의 고립 또한 비극적이다.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신사의 가족 사이에 어떤 애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고립은 나폴리와 카프리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이 익명성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된다. 또한 이 

익명성은 상호성을 띠어， 현지인들도 모두가 익명으로 등장한다. 루이지와 

로렌쪼라는 오직 두 이름만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관광객을 위해 거짓 세계를 

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능적인 식생활이라면， 삶의 유지를 위한 기능 
을 말함일 텐데， 여기서는 그러한 삶의 유지기능보다 즐김의 의미만을 부각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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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하는 사람들로서 속된 인간에 다릅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은 

그들과 같은 류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 가능하다 

카프리에서 신사는 갑자기 찾아 온 죽음에 절망적으로 항거하다 죽는다.찌 거역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듯 하던 신사도 자연적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가 죽 

음으로써 지금까지 그를 중심으로 존재하여 왔던 세계는 붕괴하고 만다. 그의 죽 

음은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몹시 기분 상한 

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능을 상실했 

기에， 그들은 단지 한사람이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위락이 방해받았다는 불쾌감과 

사업상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노여워할 따름이다. 이것은 “형제들”의 영국인 

이 말하듯 (IV. 276) , 유럽인들의 본능 상실의 결과이다 3:-)) 호텔 매니저와 급사 루 

이지가 보인 태도의 급변은， 그들이 신사에 대해 보여 주었던 공손함은 단순한 

목적추구의 방편이상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며 신사를 둘러 싼 세계의 거짓됨을 아 

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이제 그들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을 

뿐이다. 이것은 신사가 그에게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보였던 무관심만큼이나 무가 

치하다. 그의 세계는 결국 허구였던 셈이다 

죽음과 연결되어 신사는 비로소 자연， 즉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접촉한다. 그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는 호텔 매니저를 보며， 신사는 그를 이미 간밤 꿈속 

에서 보았다는 신기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은 그에게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전조(前~~)이다.':\6) 그는 이미 그러한 신비 

스런 일을 느낄 감수성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34) 신사의 죽음은 “형제들”의 인력거꾼 부자의 죽음과 대조된다. 인력거꾼들의 죽 
음의 묘사에는 자연이， 즉 만물이 낳고 소멸하는 배경으로 그려지며 그들의 죽 
음은 간단하다. 그러나 신사의 개명(開明)한 사람의 죽음은 페쇄된 건물내에 
서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항거는 필사적이다. 

35) 죽음의 테마는 부닌의 작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작품에는 빈번 
하게 죽음이 등장한다. 그가 죽음을 보는 시각은 특별하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라. C. H. Bedford, "The Fullment of Ivan Bunin ," Canadian Slavonic 
Paper, Vol. 1 (956) , pp. 29-30. 그는 사람이 죽음을 느낄 때， 비로소 삶의 진 
실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고 삶을 의미있게 꾸려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 
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호텔 투숙객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36) 흑자는 부년이 이 신비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예술적 진실과 설득력을 감소 
시 켰다고 말한다. V. Afanas ’ev, 1. Bunin - Ocerk tvorcestva, M. 1966, p. 
213. 필자는 이러한 요소의 도입을 통해 부닌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수많은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이러한 신비적 경험으로부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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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I< a l< B .llYme ero y.l<e llaBHbIM llaBHo He OCTaJlOCb HH Lla*e rOpHqH 

。ro CeMeHH l< a I<HX-J1H60 Tal< Ha3hlBaeMhlX MHBTHqeC I<HX qyBCTB, TO CeHq 

ac *e H nOMepl<J10 ero yllHBJleHHe: […]" (IV. 318) 

죽음은 세계의 부조화를 해체한다.η 그는 이제까지 그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 부자연스런 것들， 허위， 부패로부터 해방된다. 옷을 벗기운 채 그는 호텔에서 

치장이 없는 가장 누추한 방에 안치된다. 그러나 시신은 이제 열린 창을 통해 별 

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연과 합일된다. 신사는 이제 사람들이 그라고 동일시 했 

던 것들로부터 분해되며， 죽음을 통해 그는 인간의 삶과 우주적 과정을 재결합하 

는 데로 나아간다. 

신사의 시신은 그를 유럽으로 실어왔던 “아틀란티스 호”에 다시 실린다. 이 배 

는 종적， 횡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상정한다: 다양한 인종의 승객들， 승객과 승무원 

및 잡역부의 횡적 관계， 그리고 그 정점에 선장이 위치하는 이 구조는 가히 사회 

의 축소판적 성격을 지닌다. 배는 여전히 외부 세계와 절연된 채 항해한다. 배 바 

깥에서는 날카로움을 드러내 놓은， 운명을 상징하는 눈보라와 캄캄한 어둠이 끊임 

없이 인간의 오만의 산물인 배를 위협한다. “낡은 심장을 가진 새로운 인간”이 이 

공격에 버려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들이 신처럼 굳게 믿는 선장의 통제 

력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이 자연에 맞서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절대적 존 

재는 아니다. 그는 또 하나의 공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단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것에 의지해 사람들을 안심 

시키고 있을 뿐이다. 

"[ ... ] HO ycno l<aHBaJl ce6.51 6J1H30CT바o Toro, B 1<0HeqHOM HTore, LlJI.5I H 

ero caMoro HenOH.5I THOrO, qTO 6 hlJ1o 3a ero CTeHOIO [ ... ]" (IV. 327) 

그는 “형제들”의 선장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엔 관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배를 

조종할 뿐이다.영) 자연에 의해 계속 공격받고 있는 배의 운명은 그 이름이 상정하 

듯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거짓으로 싸인 이 세계는 사랑을 위해 고용된 연인처 

럼 이제 피곤하다. 그 배의 중심에는 바로 한 주검이 자리하고 있으나， 아무도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이 사회의 중심부에 죽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나 아 

37) O. Slivickaja, 앞의 글， p. 134. 
38) “형제들”의 선장은， 선장이라는 직엽이 무시무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한다: 

"HeT , n04eMy :l<e , - OTBeTHJI l< anHTaH C npHTBopHOÎi HeÕpe:l<- HOCTblO, - lleJlo OT 

BeTCTBeHHO, HO ... Bce 3aBHCHT OT npHBbl4 I< H ... " OV.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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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그를 인식하지 못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배가 어렵게 겨울바다를 헤쳐 

나아가지만， 겨울바다는 “장송곡” 처럼 아우성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풍자성을 띤 것으로 사료된다. 부년이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이 당시 물질세계를 대표뻐했대서 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가 자 

신의 삶을 겸손과 신을 찬미하는 가운데 보낸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딴 도시었기 

때문이다. 

두명의 산악주민이 솔라레산정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순례하는 부분이 (IV. 

326-7) 이 작품의 상징 적 중심부분을 이룬다 40' 이 부분은 폭군 티 베리우스 

(Tiberius) , 로렌쪼(Lorenzot'， 신사와 그의 유족의 철수의 묘사와 병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그 대조를 극히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42) 두명의 산악 주민 

은 부년에게 있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척도로서 작용하는 감각적이며 비감각적 

인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구현하고 있다 431 그들은 아름다움과 공포， 선과 악을 느 

끼고 그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한없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해뜨는 아침에 자연의 한가운데서 겸손하고 소박하며 기쁨 

에 찬 성(聖) 처녀에 대한 찬가를 부른다. 여기서 그들은 자연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게 하지 않는다. 이 묘사는 배가 자연에 맞서는 장면과 정반 

대의 것이다. 자연은 여기서 매우 신선하고， 밝고， 명쾌한 음조로 쓰여 있어서， 먼 

곳을 향해 끝없는 시션을 던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 기독교는 다만 여 

기서 두명의 이태리 산악 주민에게 부가된 형식적인 요소이다. 부닌은 어떤 한 종 

교를 강조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문지(聞知)한 종교들의 정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혼합인 본인의 고유한 종교적 이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작품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은 신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반적인 존재의 진실한 모습과 자신의 개체적 존재의 본래 모습을 인식할 수 있 

39) M.B. McNamee, Reading for Understanding, N. Y. 1952, 455쪽 Gross, 앞의 
글， p. 158에서 재인용. 

40) Gross, 앞의 글， p. 155. 
41) 로렌쪼를 민중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즉 로렌쪼가 탐욕스럽 

지 않고 삶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Afanas'ev, 앞의 
책， p. 217. 이 언급은 그러나 전혀 본질을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 어찌 어슬렁 
거리며 무위를 일삼는 자가 소박한 민중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42) 이를 타락한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사악함에 대한 대비로 이해하는 많은 비평 
가들의 글은 이 부분을 지극히 통속적 사회학적으로 접끈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 부분의 그 어디에서도 계급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 

43)]. S. Woodward, Ivan Bunin. A Study of His Fiction , Chapel Hill 1980,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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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주는 감각력의 상실이다. 티베리우스의 잔인성441이나 로렌쪼의 즐거움이라 

고는 없는 무관심 등은 이러한 감각력의 상실의 결과이다. 

두 산악주민에 대한 이 부분은， 신사와 배의 승객들을 통해 보여지는， 다른 사람 

들의 기쁨이라고는 없고 자신에게 빠져있는 삶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그들의 겸손 

하고 소박한 삶이야말로 삶의 하나의 조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인간들에 무관심해졌다는 개념의 또다른 

형상화가 “오토 슈테인”이다. 이 작품은 앞의 “샌프란시스코1에서 온 신사”의 주인 

공이 익명인 것과 달리 기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주인공의 특 

정을 주인공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다. 주인공은 중동으로 역사탐사 여행을 떠나는 젊은 독일인 학자이다. 작가는 그 

를 설명하며， “독일인답게” 여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베를린역으로 향할 때 프리드리히대왕(Friedrich der Große)의 동상이 서 있는 

운터 멘 린덴 (Unter den Linden) 가(街)를 지나가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거리는 베를린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독일 제국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이 건설되어 있다. 또한 프리히드리히 대왕은 프로이센의 왕 중 가 

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변에서 

“엄격한 오만함을 띤 독일인의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본다"(IV. 143)고 묘사되어 있 

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오토 슈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질은 그의 독특함이라기 보 

다는 독일인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이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슈타인은 “형제들”의 영국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의 미국인을 닮은 

점이 있다 그는 자신의 탐사여행을 향해 매진하는 인물이다. 그 목적 외의 어떤 

것도 그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앞의 두 주인공처럼 그도 타국인들에 대해(이태리 

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며， 독일도시에 비해 지저분하고 산만한 도시풍경을 

수용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와 완전히 동 

일하다. 슈타인은 또한 항해 도중 펼쳐지는 풍경에 대해 자기네와는 다른 삶의 궤 

적이 있었다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네와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이 있다 

는 것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이를 오직 “황량하고， 야만적이고， 고리타분한 삶”을 

기억시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작가는 그와 다른 사람들， 그의 조국과 

다른 나라의 풍습과의 사이에 놓인 아주 먼 거리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에게 

44) 티베리우스는 폭군 네로이다. 부닌은 “형제틀”에서처럼 역사적 과거 속으로 들 
어 간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의 견해가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통시성 
을 획득하도록 시도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지음으로써 
작품에 객관성을 불어 넣는다. 



이반 부닌의 세계관 109 

는 다른 민족들과 교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더붙어 무한한 시간과 공간 

에 대한 그의 도전적 모습을 부각시킨다. 작품의 종결부에서 작가는 슈타인이 기 

계적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 있음을 믿지 않으며， 또한 자연 

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 

는 앞의 두 작품에서처럼 이러한 삶은 종국에는 파멸로 이끌린다는 것이다. 

"H, 'IyBCTByJl ce6J1 B 1{36b1TKe BCeX CBOI{X CI{JI 1{ CnOC06HOCTeH, I{cn。

JIHeHHb~ Ha~e~ 1{ TBep~。때 Bepbl B ce6J1, B CBOH YM, B CBOe cep~ue， B 
CBoe Ml{pOnOMI{HaHl{e ... " (IV. 143) 

5. 삶의 진실 

“창의 꿈들”은， 부년이 앞에서 논한 작품들에서 고구했던 삶의 볍칙탐구의 연속 

이다.삐) 여기서 그는 인간의 삶에서 불변의 가치로 기능하여야 할 삶의 진실을 구 

하고 있다. 

작가는 먼저 삶의 양면성을 한 러시아인 선장의 운명， 그의 희락과 애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측면은 끊임없이 교체된다. 여기에는 그러나 자체적 순환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하에 처해 있느냐에 따 

라 다르게 인식되는， 정신적， 육체적 경험의 반영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삶의 

진리로서 부족하여 작가에 의해 거부된다. 그가 구하는 진리는 영속성， 불변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부년은 독자들이 이 션장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프리즘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프리즘은 선장이 언젠가 중국에서 사서 러시아로 데려 온 늑 

대의 모습을 간직한 개， 창이다. 작가가 개에게 이러한 기능을 부여한 까닭은 아마 

도 개가 가축 중에서도 가장 인간으로부터 지근의 거리에 있는 동물이며， 사람들 

로부터 격리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인간들보다 더 가까 

운 생명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더우기 개는 일정한 기억력을 갖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초월하여 그는 여기서 개와 인간을 동등한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고에서 부넌은， 세상에 이미 존재했거나 지금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한 이야기가 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가 지금 개에 대한 이야기를 

45) 이 작품을 한 비평가는 부닌의 혁명 이전 창작의 결론이라고 평하고 있다. o. 
v. Slivickaja, 앞의 글，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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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려고 한다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4tì) 

앞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 부년이 취한 작품 구성의 특징은 일별을 요한다. 

이 양면성은 두가지 서로 다른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병렬속에서 극화되고 있다. 

과거는 심해에 떠있는 배위에서， 현재는 삭막한 오데사에서 전개된다. 이 양면성 

의 교체는 무대의 교체를 통해 더욱 선명해지는데， 이 교체는 바로 기억력을 갖추 

고 있는 창의 꿈과 생시를 통해서 나타난다. 꿈을 도입함으로써 작가는 무대장치 

의 교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틈을 제거한다. 이 꿈과 생시의 구분은 점점 희박 

해져， 나중에는 모호해진다. 마치 작가가 두 진리가 구분된 것이 아니고 얽혀 있음 

을 보이려는 듯. 션장의 장례와 함께 이 구분은 완전히 종식을 고하게 된다. 이제 

창은 맑은 정신 속에 새 상황을 맞으며， 작가는 이제까지의 담화로부터 서술적 어 

조를 취한다. 

선장은 지금 “삶은 오로지 미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IV. 371)고 말하고 있 

다. 이 주장은 결코 철학적 사고의 소산은 아니며， 뒤에서 다시 논하게 되겠지만， 

단지 그의 경험과 과거에 의해 야기된 현재 입장의 반영일 뿐이다. 그는 현재 술 

에 취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데， 그의 삶은 암울하고 슬프다. 전에 그는 “삶은 말 

할 수 없이 아름답다"(IV. 371)고 믿었다. 당시 그가 한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 

었던 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훌륭한 집이 있었고，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의 젊은 인력거꾼처럼 지나친 집착의 

소유자다. 인력거꾼이 어려서 돈벌이에 나서게 된 동인은 그가 일찍 열정에 눈 뜬 

결과이며， 이 열정은 선장의 집착과 통하는 것이다. 선장은 자신이 딸을 지극히 사 

46) L. Krutikova, "v mire khudozestvennych iskanij Bunina (Kak sozdavalis ’ 
rasskazy 1911-1916)," in Literaturnoe nasledstvo, t. 84, kn. 2, pp. 106-7. 
Poggioli는 이 작품올 동물 이야기 및 우화에 가까운 것으로 평하고 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그다지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 즉， 개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의 중심을 이루지도 않으며， 작가도 통물의 움직엄올 내적으로 
뿐더러 외적으로도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R. Poggioli, 앞의 글， p. 261. 
Kryzytski는 기본적으로 작품을 우화로 인식하는 Poggioli의 의견에 동의하며， 나 
아가 창을 그 어먼 두발 달린 존재와 가볍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Kryzytski, 
앞의 책， 137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경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동등함을 부 
여하려는 부닌의 의도가 무시되어 작품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Baer는 
부닌이 동물을 등장시킨 까닭은， 인간을 이미 그런 것보다 더 작고， 초라하게 보이 
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이 견해 또한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차별성을 

전제하고 있어 본질을 해명하는데 충분치 못함을 느끼게 한다. ]. T. Baer, Arthur 
Schopenhauer und die ru.ssische Literatur des späten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s (Slavische Beiträge, Bd. 140), München 1980, 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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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 

’꺼， õpaTel.\, Ta l< JIIOÕJllO eë, t:jTO ,lla ll<e ÕOIOCb CBOeH JlIOÕB!'!: ,IlJUI MeH.SI B 

eCb MUp TOJIbl<O B HeH, - HY, Cl<a ll<eM nOt:jTU B HeH, - a pa3Be Tal< nOJIa 

raeTC.SI?" (lV. 377) 

이 공포란 다름아니라 자신의 딸을 상실하는 경우를 상정한 불안감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강한 사랑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평형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는 회의를 품을 정도로 자신을 다스리려 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 불안의 토로에 

곧이어， 그가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부처와 노자의 가르침에 대해， 인간의 

세계에 대한 태도， 인간의 교만에 대해 숙고한다. 그 자신 욕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해한 것인지를 이야기 한다. 

"A Be,llb MbI nOMuHyTHO npOTUBUMC.SI eMY, nOMuHyTHO XOTUM nOBepHyTb 

He TOJIbI<O, Cl< a ll<eM, ,llymy JlIOÕUMOH lI<eHDlUHbI, HO U BeCb MUp no CBOeMY!" 

(IV. 377) 

이 숙고는 “형제들" 2부의 영국인의 독백을 회상케 한다. 그러나 그는 이 회의 

로부터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아직 그가 이 가르침들을 실천 

에 옮길 만큼 가르침들을 깊이 천착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며， 그의 집착과 망상이 

이 집착을 벗어나라는 가르침의 목소리보다 컸기 때문일 것이다. 

"Kor,lla 1<0 1'0 JlIOÕUmb, HUl<aUMU CUJIaMU HUI<TO He 3aCTaBUT TeÕ.SI Bepu 

Tb, t:jTO MOll<eT He JIIOÕUTb TeÕ.SI TOT, 1<0 1'0 TbI JlIOÕUmb." (lV.377) 

그의 부인의 배신에 대한 고백 속에서 그의 자신의 딸에 대한 강한 사랑과 그의 

철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사랑은 그의 부인이 그를 

배신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증오와 질투로 변한다. 여기서 그는 정열에 대한 

집착의 파괴적 힘을 인식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의 인식은 사랑이 

반대편에서는 통제불능의 질투와 증오로 이어지며 이 둘이 영원히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사랑의 파괴적 힘은 그의 파멸을 

예비한다. 그는 자신의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자 알콜에 
빠져 든다. 결국에는 배를 잃고47) 딸도 잃는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는다. 그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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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불행의 근원으로 화하고 말았다. 

그는 열정의 파괴적 힘을 저주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3110P, B3110P! 30JJOTOe KOJJbl.\O B H0311pe CBHHbH, BOT KTO HBO.51 :l<eH 

띠HHa ’ <<KOBpaMH .51 y6paJJa nOCTeJJb MO~， pa3HOl.\BeTHhlMH TKaH.5IMH erHn 

eTCKHMH: 3aRlleM, 6YlleM ynHBaTbC.5I He:l<HOCTb~， nOToMy qTO MY:I<a HeT II 

。Ma ... >> A-a, :l<eHDlHHa <<lloM eë BelleT K CMepTH H CTe3H eë - K MepT 

Bel.\aM ... >>" (IV. 383) 

그는 너무나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내에 대한 살의를 느낀다. 그러나 그는 

열정의 힘 앞에 허 약하게 주저 앉고 만다. 

이제 그는 자신의 불행을 삶의 근원적 의미로 연결짓는다. 삶은 미친 사람에게 

만 의미있는 것이라고. 이 두 진리는 그러나 우리가 본 바처럼 선장의 입장과 그 

에 따른 그의 심리상태의 반영일 뿐이다. 따라서 이 두 진리란 심리적 상태에 따 

라 변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부닌은 이러한 가변성 때문에 이 두 진리의 의 

미를 축소시킨다. 그에게 있어 이런 가변적 진리란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가 찾는 진리는 삶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항구성을 갖고 있 

어야 하며， 인간의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까지 유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간의 관계에 있어 지고의 

가치로 작용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선장의 죽음이 곧 작품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창의 이야기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창에게는 선장의 삶을 들여다 보 

게 해 주는 프리즘으로서의 역할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자 

기의 고유한 감각력을 가진 생명체로서 능동적 행위를 수행한다. 그는 자신의 감 

정을 인간과 교환한다. 여기서 부년은 세번째 진리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의 탐구 

로 이동한다. 

창은 선장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여기서 그는 일종의 장엄함을 느끼는 동시에 

혼란을 아울러 느낀다. 장례식에서 그는 선장의 친구인 화가를 만난다. 그 둘은 곧 

47) 우리는 선장이 해고되었는지 스스로 배에서 내렸는지 모른다. 작가는 우리에 
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고 난 후 그가 술에 빠져 
들지만 아직 그에게는 딸과 배가 있었다. 하지만 술에 대한 종속이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배를 지휘하다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었으리란 상황인식을 가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해고되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그는 더 이상 딸을 
그의 옆에 두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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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와 진다. 이 접근은 그들 둘이 죽은 선장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서 싹튼 것이다. 이 사랑은 순수하고， 고상하며， 절대적이다. 이 사랑에 인간과 동 

물사이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하며， 질투와 증오의 상대적 개념은 존재치 않는다. 

둘은 무상한 이 세상에 나온 생명체로서의 공통성만을 가진다. 이 순간 창은 세상 

에 아직 또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인지한다. 

"[ ... ] 'ITO BCe CYlI\eCTB。 니aHra 6e33By'lHO KpH'IHT BCeMY MHpy: ax, He 

T, MHe HeBellOMa$l TpeTb$l rrpaBlla"“ (IV. 385) 

이러한 인지는 그가 두번째 진리를 인식할 때처럼 본능적인 것이었다. 창은 그 

러나 이 세번째 진리의 실체를 포착하지 못한다. 여기서 작가가 이야기에 개입한 

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치 작가가 독자들에게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화 

두와 같은 느낌을 준다. 

부닌은 우선 무덤 속의 선장과 창이 느끼고 있는 선장을 구분한다. 

"KTO-TO TOll<e JIell<HT Terrepb - TaM 3a TeMHelOlI\HM ropOllOM, 3a orpallO 

H KJIall6HlI\a, B TOM, 'ITO Ha3 b1BaeTC$I CKeJIeTOM, MOrHJIoit Ho 3TOT KTO-T 

o He KarrHTaH, HeT" (IV. 385) 

지금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선장과 동일시해 온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는 단지 죽음으로써 이 껍질과 헤어졌을 따름이다. 그의 존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가는 여기서 그가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 가지는 견해를 표출한다. 그러 

나 어디에? 

"ECJIH l!aHr JII06HT H 'IyBcTByeT KarrHTaHa, BHllHT ero B30pOM rraM$lT 

H, Toro 60ll<eCTBeHHoro, 'Iero HHKTO He rrOHHMaeT, 3Ha'lHT, ell\ë C HHM K 

arrHTaH; B TOM 6e3Ha'laJIbHOM H 6eCKOHe'lHOM MHpe, 'ITO He llocTyrreH C 

MepTH" (IV. 385) 

선장은 이제 바로 이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에 있다. 이 세계에는 죽음이란 것 

이 위치할 곳이 없다. 이 세계란 무엇인가? 불멸의 기억을 말하는 것일까?뼈) 한 비 

48) 많은 비평가들이 기억 또는 회상을 세번째 진리로 이해하고 있다. C. Bedford, 
앞의 글， p. 40. ]. Croise, "Ivan Bunin," Russian Review, Vo1.13 (1954), 151 
쪽. L. Krutikova, 앞의 글， p. 110. 우드워드는 기억을 특별히 취급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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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모든 인간 삶의 정점은 기억이다; 관 위의 인간에게 약속된 최고의 것은 

영원한 기억이다，，49>라고 쓰고 있다. 이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변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작과 끝이 없음은 영원한 순환， 오직 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리， 부넌은 윤회를 이야기하고자 함 

이 아니었을까? 여기서의 삶과 죽음은 찰나적 생성이며 소멸이다. 그리하여 죽음 

은 영원성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중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다섯개 존재원 

소의 소멸일 뿐이다. 그래서 부년은 죽음을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이 영원 

한 순환의 고리에서 선장은 계속 존재하며， 여기서 그는 창과 완전히 동등하다. 세 

번째 진리는 이곳에서 유효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것은 선장이 한번 설파했던 

절대 사랑이 아닐까? 

"[ ... ] a l1oc.nymaR-Ka , t{TO OHIi [현세와 과거의 모든 부처들] rOBOp.!lT 

。6 3TOR ~6BIi K MHpy Ii Boo6me KO BceMY TenecHoMY - OT COnHeQHOr。

CBeTa, OT BonH뻐， OT B03ayxa H LlO lI<eHmliHIiI, LlO pe6eHKa, LlO 3al1aXa 6e 

noR aKallHR!" (lV. 385) 

이 사랑은 영원히 불변이며 편견없는 것이다. 기억이 이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 

다면 그것은 진실한 가치를 획득할 것이다. 부닌은 그러나 세번째 진실을 구체적 

으로 밝히기를 회피한다. 그 대신에 어떤 전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세번째 진실을 참으로 안다고 한다. 

"B MHpe 3TOM LlOnll<Ha 61i1Tb TonbKO OLlHa npaBLla , - TpeTb.!l, - a Kaka.!l 

- OHa npo TO 3HaeT TOT 110cneLlHliR X03 .!1 HH, B KOTOpOMY y*e CKOpO Llon 

lI<eH B03BpaTHTbC.!I Ii lIaHr" (IV. 385) 

이 마지막 주인은 어떤 절대적 존재를 의미한다 부년은 이 주인을 대문자로 

씀으로써 보통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는 태어나고 소멸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선장이 그로부터 나오고 돌아갔으며， 창 또한 그로부터 나왔 

고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창， 선장 그리고 창의 새주인 화가 사이에서 절대평등이 

실현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인이란 무엇일까? 그는 기독교의 인격신 같은 어떤 

여기서 부년의 20년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중 하나의 뿌리를 본다.]. 
B. Woodward, 앞의 책， p. 118. 

49) C. Bedford, 앞의 글，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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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주체인 것 같지는 않다. 부닌은 이것을 이미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암시하 

고 있다. 

"fie3 ,1lHa-npaMaTepb, OHa :i<e pO ,llHT BCe CYlIlee Ii norJJ。띠aeT Ii, norπ。m
a~ ， CHOBa pO~IiT BCe BYlIlee B Mlipe, a IiHaqe CKa3aTb - TOT nYTb BCer 

。 CY띠ero ， KOeMY He ~O}J)l(HO npOTIiBIiTbC~ HliqTO CYlIlee" (lV. 377) 

이 인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부년이 불가와 도가적 가르침을 도입하고 있다 

는 것일 것이다. 그는 도(道)를 우주적 생성， 소멸 과정의 관리자로 보고 있다. 도 

는 모든 존재하려는 것의 생성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동력이다. 이것으로 마지막 

주인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도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주체가 아 

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부년이 이러한 종교의 교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그가 선장이 출항한 곳을 중국의 어느 항구로 설정해 놓음 

으로써， 그가 중국의 문물과 어떤 형태를 빌건 접촉이 있었으리란 것을 추론 가능 

케 해 주며， 창이란 범상치 않은 개를 늑대를 닮은 - 중국에서 구하도록 만옮으 

로써 독자로 하여금 아세아적이고， 비범한 것에 대해 기대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독자로 하여 

금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절대자를 설정함으로써 부닌은 현재의 삶을 계속된 존재의 부분으 

로 이해하고 있다. 곧 존재의 무한함， 우주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6. 맺음말 

부년이 그의 오랜 창작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관심올 가졌던 문제는 인간존재， 

즉 이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물음이다. 다른 문제들은 그에게 부차적인 것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는 삶을 일종의 우주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무한 

한 우주속 아주 미세한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삶의 진실한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만을 최상의 것으로 숭앙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획득하고 소유 및 지배하려 한다. 자아의 능력에 대한 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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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는 질투， 욕망， 탐욕을 낳으며， 이것은 숙명적 결과를 잉태한다. 그럴수록 인간 

은 자기자신에 대한 포로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다른 인간들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유리(遊離)는 몰락의 길로 이끌린다. 

이것이 부년이 사회문제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바탕이 된다. 1912년 이후 

부년은 자신의 관심을 서구에로 돌리는데 이를 통해 그의 관점이 일반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는 서구에서도 러시아에서와 같은 운명을 본다. 서구문명의 기초에서 

그는 욕망， 질투， 탐욕을 발견한다. 이것들은 결국 서구의 몰락을 가져올 것들이었 

다. 서구의 몰락은 부닌의 눈으로 볼 때 단지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는 서구에서 옛날의 인간 행위의 동언의 반복을 보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하여 작 

품 내에 과거사를 회상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도의 표출인 것이다. 

그는 어디에서도 이 문제들의 해결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암시를 발견하는 일이 그리 힘들지는 않다. 인간과 자연사이의 조화의 재확립이 

그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인간이 그의 욕망， 질 

투， 탐욕 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의 동시대인들이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 경제적 체제의 혁신에 관 

심을 쏟고 있을 때， 부닌은 개체의 자각에서 그 해결을 찾았다. 그에 의하면， 어떤 

체제이건 그 체제가 욕망 등에 바탕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파멸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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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eltanschauung 1. Bunins 

Yun, Woo Seob 

Was Bunin in seiner langen literarischen Tätigkeit irnmer interessiert 
hatte, war die Frage über das menschliche Dasein: seine Bedeutungen und 
Bedingungen, Andere Probleme stellten sich für ihn als zweitrangig dar. 

Er faßte das leben als einen kosmischen Prozeß: Das irdische Leben 
bildet nur einen Bruchteil des endlosen Prozesses: und das menschliche Sein 
stellt bloβ einen winzigen Bestandtell des grenzenlosen Universums dar. 
Bunin war der Meinung, d머3 die Menschen erst dann den wahren Wert des 
Lebens erkennen würden. Sie begreifen jedoch dies nicht, sondem 
verherrlichen das eigene “Ich" , also Selbstverherrlichung. Die Menschen 
wollen alles erlangen und Besitz nehmen. Das blinde Vertrauen auf die 
eigene F값ligkeit ergab die maßlose Gier, den Neid und die Habsucht, 
we1che eine verhängnisvolle Folgen hervorbringen würden. Die Menschen 
werden irnmer stärker die Sklaven des eigenen "Ich". Darauffolgend 
werden sie von allen anderen, Mitmenschen und Natur, isoliert, Diese 
Is01ierung bahnt den Untergang der Menschen. 

Dies war die Grundlage, auf der Bunin die Gesel1schaftsfrage und 
Geschichte zu verstehen versuchte. ln den Jahren nach 1912 wandte Bunin 
seine Aufmerksamkeit dem Westen zu, wobei seine Ansicht eine al1gemeine 
Bedeutung erwerben konnte. Er sah das gleiche Los im Westen wie das in 
Rußland. V on der Grundlage der westlichen Zivilisation fand er die Gier, 
den Neid und die Habsucht, die den Verfal1 der westlichen Zivilisation 
ausdrücken, Ihr 、Terfall sei nur eine Wiederholung der Geschichte in den 
Augen Bunins. weil er den Beweggrund der menschlichen Tat im Westen 
in alten Zeiten wiederfand. 

Diese Ansichten sind in "Brat’ ja" und "Gospodin iz San Francisko" 
deutlich erkennbar. ln "Brat’ja" legt Bunin einen Lehrsatz aus, wobei seine 
Auffassung vom Buddhismus eine erhebliche Rolle spielt. In "Gospodin iz 
San Francisko" und "Otto S(s자 위에 ) 표시 )tejn" dramatisert er diesen 
Lehrsatz. 

Er hatte nirgendwo deutlich die Lδsung solcher Probleme geäußert, 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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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kann genug die Andeutungen firden. Die Wiederherstellung der 
H따monie zwischen den Menschen und der Natur sei die unerläßliche 
Bedingung für ihn. Sie Könnte erreicht werden, wenn 며e Menschen sich 
von der Gier, dem Neid und der Habsucht befreien würden. 

Während sich seine Zaitgenossen mit der Emeuerung der politischen 
und sozialen Systeme für die Lösung der Probleme, denen sie 
begegneten, beschäftigte, hatte sie Bunin in Bewußterwerden des 
lndividuums gesucht, Schließlich in "Sny C(c자 위 에 ) 표시 )anga" 
stellt er eine Frage über den Sinn des irdischen Se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