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례르몬토프의 소절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구성의 시학* 

홍 대 화 

레르몬토프가 1잃6년 말 1837년 초에 작업한 미완성 소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은 그의 소설 발전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레르몬토프 연구가 

들은 이 작품에서 동장 인물들 사회 현실 묘사시 사용되는 사실주의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지적하면서 이 소설을 『우리 시대의 영웅」을 향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다.1) 이 소셜은 심리주의 소설로서도 연구된다.2) 

레르몬토프 연구사에서 혼히 마주철 수 있는 현상은 연구가들의 한 문제 

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거기에서 출발하는 열띤 논쟁인데， 이는 『리고프스까 

야 공작 부인』의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가들의 논쟁점들을 정리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슈제트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연구가들은 페 

초련의 이야기와 관료 끄라신스끼의 이야기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한 

다.3) 이 논쟁은 다른 문제 - 레르몬토프의 새 소설에서 ‘사교계 단편소설’의 

* 본고는 펼자의 쌓트 빼쩨르부르그 국립 대학 문학 박사 학위 논문의 제 2장을 요약， 발 
혜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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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인 요소(노처녀 네구로바의 이야기， 사교계의 풍자적인 표현， 주인공 

들의 사랑의 이야기)， 자연파의 예술적인 기법(가난한 관료의 형상， 그가 사 

는 방과 마당의 묘사) 마침내 레르몬토프 고유의 예술적인 요소(내적인 음 

모， 심리적인 실험， 자기 시대의 주인공 묘사에의 추구)간의 상호 관계에 대 

한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에 가서는 저자의 위치에 대한 논쟁으로 권 

결된다. 미하일로바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꾼의 아이러니에서 나타나는 작품 

의 주관적인 특질이 주인공과 사회의 객관적인 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 

고，4) 슬라셰프는 저자-관찰자의 형상 덕분에 현실의 객관적인 묘사가 충분 

히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5) 그례흐폐프는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서술이 ‘무인칭적인’， ‘객관적인 저자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의 형태’로 진행 

된다는 프리들렌제르의 견해에 반대하여，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이야기꾼 

이고， 이 이야기꾼은 사건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행에 따라 전개되도록 그대 

로 두거나， 혹은 저자에게도 다른 어떤 이야기하는 개성에게도 부여될 수 없 

는 나름의 평가와 견해들을 가지고 이야기 속으로 개입하는 ‘제약을 지년’ 

이야기꾼”이라고 주장한다.6) 

여러 국변에서의 동창 인울틀의 묘사시 다양한 시점의 사용 방법 7)과 서 

술의 주체조직8)의 분석은 이 문제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조명해 주리라고 

J1epwOHTOB4 ‘·“‘J1r HH1l lIHroBCkaJi" ι Y'IeH. 311n. KHpr. roc. YH-TI1. 41HJ1oJlOr. 뼈k.， BbIII. 2. 
l앉ì6. c. 157. 

4) 빼a4AJIoB4 E. YJ<43. CO'l. M., 1957. c. 131-132. 
5) CJUI.II,eB E. nOpTpeT H neA3l1X( B PON뻐e J1ep'ωHTOBI1 “뻐J1r1IHl1 뻐rOBCkaJi" // Y'I빼. 3뻐. 

IþHJlO.n. KHpr. YH-T4. 1964. 뼈]. 10. C.n4BJlHCkl깨 c6. 2. 4Ip앤3e ， 1964. c. 99. 
6) rpeXHeB B. A. YJ<43. CO'l. c. 39. 
7) 본고에서는 우스뺀스끼의 서술 택스트 구조 내의 여러 국면(평가， 언어， 심리， 

시공간)에서의 저자 시점 사용의 유형에 대한 이론이 사용된다. YcneHCk뼈 5. A. 

n03깨k4 kONn03HQØH. CTpyxTyp4 xyna.ecTBeHHoro TekCTa H THno.nor Hll kONn03H뻐OHHoA 

@뼈뻐. M., 1970. 
8) 본고에서 사용되는 서술의 주체 조직이라는 개념은 러시아의 학자 꼬르만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작품의 주체 조직이란 주어진 헥스트와， 의식과 언어의 일정한 주체와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는 형식적인 주체 조직(언어의 주체와 관련된)과 
내용적인 주체 조직(의식의 주체와 관련된)을 구분한다. 그의 개념에 의하면 주체 

조직은 언어， 평가， 시공간의 국면에서 언어의 주체와 의식의 주체의 저자의 이용 

방법， 저자의 입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KopNaH 5. 

O. HTorH H nepcnekTHBw H3}"1eHHJI npo6J1e뻐 4BTopa ν H3 6paH뻐e TpyJlμ no Teop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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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에 본고의 주된 목적은 우선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시 

점 체계와 서술 주체 조직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묘사의 결과가 앞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스맨스끼의 방식에 따라 작품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이 레르몬토프의 첫 번째 미완성 소설 『바짐』과 차이나는 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레르몬토프의 첫 번째 미완성 소설 『바짐』의 사건은 18세기 말 펜 

젠스끼 현의 어느 동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한다. 반면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 

인』에서는 사건이 독자의 주요충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현대의 빼쩨르부르그 

의 사교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f바짐』에서 보이던 어느 정도의 이국 

성과 낭만성은 사라지고 I영범성과 일상성이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전반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의 명시 방법 

에서도 드러난다 r바짐』에서는 ‘푸가초프 반란 2개월 전’이라고 대략적으로 

명시되는 반면 r라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는 첫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까지도 명기된다: “1잃3년 12월 21일 낮 4시에"(1장 164). 이 날은 저자 
에 의해 다른 날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병범한 날이었다고 강조된다 :“보즈 

네씬스까야 거리를 따라 항상 그러하듯이 군증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 젊은 

관료가 걸어가고 있었다"(1장 164).9) 그러나 이 날은 주인공들에게는 평범하 
지 않은 날로 구별되어진다: “이 날과 시간을 기억해 두시오. 왜냐하면 이 

날과 이 시간에 내 모든 주인공들과 여주인공들을 사로잡을 여러 연쇄적 모 

혐의 첫 사건이 일어났기 때운이란 말이요"(1장 164). 이렇게 불현듯 비범성 
과 평범성의 사이의 경계는 사라지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 주인공 묘사를 규 

정한다.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주인공은 그리고려 알랙산드로비치 빼초린 

이다. 작품의 시초에 주인공은 그의 준마에 거의 치일 뻔한 한 무명의 하급 

공무원의 시 점 에서 묘사된다(1장 165-166). 이후 저자는 자신의 주인공과 함 

께 그의 서재까지 동행하고， 그를 ‘장교’라고 부르며 외모를 자세히 묘사한 

다. 그의 외모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강조된다. 주인공의 초상을 통해 저자 

HCTOpHH J1HTepa깨P"'. ltI:eBcK, 1992. C. 62. 
9) J1epw야ITOB M. 삐 Co6p. CO'l. B '1eTI>Ipëx TOWax. T. 4. M. - 끼.， 1959. 이후 작품의 인용은 본 
문 속의 괄호안에 장과 택스트의 쪽수를 아라비 아 숫자로 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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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성격을 추측한다: 당대의 유행이며 정신인 침착， 냉담합， 게으름， 무 

관심. 이렇게 하여 빼초련의 전형성이 규정된다. 이 모든 묘사는 심랴， 시공 

간， 명가의 국면에서 외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저자는 주인공 심리 

로의 침투를 시도하는데 이 침투마저도 관찰자적인 외적인 시점에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이 차가운 껍질 사이로 사람의 진짜 성품이 튀어 나았다. 

그는 일반적인 유행에 따르지는 않으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불신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듯 했다."(1장 167). “듯 했다”가 저자의 관찰 
자적인 위치를 보여 준다. 이는 『바짐』에서 저자-창조자가 외모 묘사 이후 

곧바로 주인공의 개성의 본질을 내적인 시점으로 투시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는 주인공의 형상화를 위 

해 『바짐』에서 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와 의견들을 도입한다: 

“사교계에서는 그의 말이 악하고 위험하다고 했다"(1장 167)(1'바짐』에서 거 

지들의 바짐에 대한 의견의 도입과 비교하시오). 그리고 저자는 관상학자 라 

파테르와 그의 추종자들의 시점에서 주인공의 군중들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 

하고， 더 나아가 그의 형상에 약간의 낭만적인 뉴앙스를 부가한다: “그들은 

그에게서 깊은 과거의 혼적과 미래의 경이로운 약속을 읽었을런지도 모른 

다… 군중들은 그의 웃음에， 그의 이상하게 빛나는 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고 말했다"(1장 167). 이렇게 빼초린은 전형적이지만 독창적이고 잠재적으로 
예외적이고 강하며 자존심이 있는 인물로서 형상화된다. 그는 잠재적으로는 

첫번째 소설의 주인공 바짐에 못지 않게 강한 인물이나， 일상성에 가입된 만 

큼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후 주언공의 이름 전체， 친척들간의 애칭 죠르쥬， 나이 (23세) , 가정과 

재산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산문적으로 공개된다(1장 167-168).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바짐이 지니고 있던 신비성과 악마적인 초월성을 상실하고 일상에 

편입된 생활인으로 둥장한다. 

이 장면 이후 저자는 주인공을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라 부르며 자신 

과의 거리감올 표시한다. 그러나 곧 중립적인 이름 빼초란을 사용하다가 애 

칭 죠르쥬로 호칭을 변화시키며 그와 가까와진다. 그러나 이 근접은 지극히 

간접적인 것으로 우리는 저자가 여전히 섬리적인 시점에서는 관찰자적인 입 

장을 견지함을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부연하기까지 

한다: “빼초련은 … 자신의 의자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비록 내가 외 

모를 보고 마음의 동기를 잘 읽는다고는 하지만， 이 이유로 해서 난 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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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당신들에게 전혀 말해 드랄 수가 없군요"(1장 169). 즉 이 순간까지 저 
자는 전혀 관찰자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다음 장면에서 주인 

공의 여동생이 나타날 때 저자는 갑자기 심리와 공간의 국면에서 주인공의 

내적인 시점을 사용한다: “갑자기 가벼운 발자욱 소리， 옷의 스치는 소리 혹 

은 종이의 부스럭임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비록 그는 유령을 믿지 

는 않았으나 … 몸을 부르르 떨었고 급허 머리를 들었다 - 그리고 어둠 속 

자신의 앞에서 무언가 하얀 것을 보았다.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그의 생각은 멀리 있었 

던 것이다 ... 만일 이 세상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 방으로부터 ... "(1장 170). 
여기서 우리는 저자와 주인공의 근접성을 느낀다. 우리는 이후 저자가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주인공의 내면을 투시하는 것을 발견하나， 이 투시도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경계가 그어지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공이 무엇 

을 생각하는지 전혀 열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드모아젤 네구 

로프에 대한 마지막 암시는(이렇게 우리는 이후에도 그녀를 부를 것이다) 

빼초린으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했다; 마침내 갑작스런 생각이 위로부터 

그에게 내려왔다"(1장 174). 그러나 저자는 어떠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는 
지 말해 주지 않는다. 이 순간 주인공의 행동은 외적인 시점에서만 묘사된 

다. 

l장 이후 저자는 주인공파 동행하며 다른 인물들과 사교계를 공간 국면 

에서 메초린의 내적인 시점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주인공이 보는 것을 보면 

서도 자신의 시점에서 다른 인물들의 외모를 묘사한다(예를 들면 네구로바 

의 외모묘사). 제 2장에서는 메초린과 사교계 간의 미묘한 상호관계가 묘사 

된다. 저자는 평가와 심리적인 국면에서 주인공의 내적인 시점으로 사교계 

를 아이러닉하게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사교계에 대한 의견에서 양 

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급 관료 끄라신스끼와 주인공이 맞부딪 

히는 장면에서 저자는 보이지 않게 앉아서 사건의 추이를 관찰하는 관찰자 

의 입장을 취하며 방안의 각 사랍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조명한다. 그러나 이 

때 우리는 저자가 메초린이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썼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다: “빼초린은 어떻게 그가 보즈네첸스끼의 다리 옆에 

서 어떤 멋장이를 치고， 추격에서 내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 했다"(2장 180). 
끄라신스끼와 빼초련의 대화 장변은 심리， 공간， 언어적인 국변에서 빼초린 

의 내적인 시점에서 묘사되고， 이때 끄라신스끼의 격렬한 성품과 빼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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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함이 대조된다: “손의 떨립을 통해서 그는 이 사람이 오랜 적이라는 것 

을 추측했다; 할 수 없지; 말썽을 피할 수 없겠군"(2장 181): “이 순간 그의 

붉혀진 얼굴은 푹풍처럼 아름다왔다; 빼초린은 차가운 호기심으로 그를 바 

라보았고 마침내 말했다"(2장 182). 이렇게 2장에서 저자와 주인공의 시점의 
근접이 자라지만， 이것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적인 시 

점의 사용이 내적인 시점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최초로 빼초린의 내적인 독백과 대리어(J a.Mem.aHHaJ'I pe'lb)가 사 

용된다: “공작 부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본홍빛 손은 

검붉은 벌로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쩌면 자주 그에게 

머물렀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는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인의 시선의 자기력은 그의 황소같은 신경을 자극하지 않았던 것이다 -

오 광란이여! 그는 이를 용서치 않으리 !"(2장 185). 그러나 이 장면 후 저자 

는 곧 판찰자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메초린의 내적인 시점으로 그와 네구로바와의 관계에서 그의 

속생이 밝혀지는데， 이에 저자는 빼초련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도 평가 

국면에서는 그를 사교계의 명성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시킨다: “그 

러므로 그는 자신의 도구로 이도 저도 아닌 리자베따 니팔라프나를 선택했 

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불쌍한 사회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을: 그 

를 얼마나 많은 명성을 죽였는데 - 그런즉슨 거의라는 말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전장에서 숭리했는데" 이 인용문에서는 저자의 조롱섞인 아이러닉한 

어투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빼초련과 사교계는 아이러닉한 외적인 시점에서 

동둥하게 조명되며 저자의 그들에 대한 입장은 똑같이 외적이다. 심리 국면 

에서의 시점의 근접은 이렇게 다시 재조정된다. 

4 장에서 저자는 여주인공 공작 부인과의 만남 전의 빼초련의 흥분을 내 

적인 시점에서 보여주나， 그가 공작 부인의 집을 방문하는 정확한 이유를 밝 

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빼초련의 내적인 세계는 끝까지 조명되지 않는다. 이 

장의 초기에 저자는 심리와 공간 국면에서 주인공을 따르며 새로운 동장인 

물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묘사하다가(4장 202), 곧 빼초란을 죠르쥬라 부르며 

전 국변에서 그의 시점을 통해 공작 부인， 공작， 남작을 묘사한다(4장 

204-207). 
5장에서는 빼초련과 공작 부인의 유년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에 저자는 회고적인 입장에서 외적이고 추상적인 시점으로 그들의 어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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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주인공의 성격 형성의 사회적인 근거를 제 

시한다: “그는 장소 변동에의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독일에서 살 

았더라면 이 때문에 순례하는 대학생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한번 

말을 해보시구려， 러시아에서 3000명의 농노의 호령자요 2만명의 모스크바 

백모， 숙모의 조카되는 이가 부랑인이 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므로 

그의 모든 여행은 그와 똑같은 무뢰한들의 무리와 함께 빼트로프스끼， 소팔 

니끼와 마리나 수림의 유람에 그쳤던 것이다"(5장 205). ‘무뢰한’이라는 말이 
저자의 주인공에 대한 아이러녁한 태도와 그들간의 거리를 보여준다. 섬리 

국면에서는 근접성이 증가하나 형가 국변에서는 저자의 제 2의 자아언 주인 

공이 점차 비판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두 남녀 주인공의 사량 이야기가 서술될 때 저자는 그들의 애청 베로츠 

까와 죠르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저자는 그들에게 근접하여 내적인 시점에 

서 그들의 내면을 보여 준다. 이때 이제까지 빼초련의 내적인 시점이 보다 

많이 이용되었으므로 공작 부인 베라의 내면은 보다 추상적이고 불명료하게 

조명된다. 

8장에서는 얘초련의 노벨라적인 유형의 이야기가 도입되는데， 이 이야기 

에서 주인공에게 서술자의 기능이 부여된다. 이는 r우리 시대의 영웅』의 구 

성 기법을 앞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작품내에서 더 발전되지는 않 

는다. 

위에 서술된 매초련의 묘사 방법에서 우리는 일정한 논리를 발견하게 된 

다. 처음에 저자는 그의 성격화를 위해서 사회척으로 전형적이고 범인류적 

인 범주를 사용하며 그를 외적인 시점에서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후 그의 생 

활 전반， 사교계에서의 위치， 이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그의 행동， 그리고 그 

의 전기를 서숭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인공의 내적인 시점을 사용하나 이것 

도 무척 제한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 단계가 지나고 주인공과의 ‘친분’이 두 

터워지면서 저자는 더욱 그의 내면 세계로 침투하나 당면한 순간에 벌어지 

는 그의 내면의 변화는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내적인 시점은 향상 외적인 

시점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 장면이 주인공의 성격의 객관적인 

자기 발현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주인공의 내면으로의 침투는 주인공에 대 

한 저자의 오랜 관찰과 그의 성격에 대한 지식에 의해 동기화된다. 

소설의 제목이 된 여주인공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 또한 처음에는 외면 



108 러시아연구 저I 5권 

에서만 묘사된다.2장에서 때초린의 시점에서 그녀는 “진홍빛 베레모와 천상 

의 것 같은 오페라 글라스를 든 통통하고 하얀 천상의 손”으로 형상화된다. 

이 표현에는 이미 여주인공을 이상화시키려는 저자의 평가가 보이며 여기서 

저자와 빼초련의 관점은 일치한다.3장에서도 저자는 여전히 공간과 심리 국 

면에서 빼초린의 내면 시점으로 공작 부언을 묘사한다.4장에서는 이 여인이 

빼초린에게 지니는 의미가 밝혀지고 독자는 최초로 그녀의 외모를 알게된 

다. 저자는 오랫동안 관찰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 외 

모를 묘사하며， 이에 근거하여 그녀의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차가운 성격을 

추측한다. 그러나 곧바로 만일에 그녀를 흥분과 열정의 시간에 보았더라면 

다른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외모와 행동의 묘사에 근거한 개성의 

규정의 한계성에 대해서 부연하다. 이러한 묘사 방법은 그례흐네프에 의해 

뿌쉬낀의 심리주의와 차이가 나는 레르몬토프 고유의 심리주의라고 규정된 

바 있다)0) 이 단계에서 심리적인 성격화의 미완결성은 외적인 시정의 주도 

로 인한 것이다. 이후 저자는 그녀를 베라 드미뜨리예브나라고 부르며 그녀 

와 가까와진다. 그리고 그녀의 빼초린에 대한 숨겨진 감정을 묘사할 때， 언 

어 국면에서 그녀의 언어를 사용한다. 

5장에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과 때초린의 과거를 서술할 때， 저자는 

그녀를 베로치까로 부르며 그녀의 심리와 당시의 성격을 내면에서 조명하 

나， 빼초련과 견줄만한 깊은 심리적인 분석은 피한다: “그녀는 약간은 공상 

적이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반대로 그것을 약점처럼 

부끄러워하였다"(5장 211): “불쌍한 사람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 감 

촉은 그녀에게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고， 그녀는 그렇게도 친구를 잃는 것을 

두려워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도 믿었던 것이다"(5장 213).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어느 정도 여주인공에게 근접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는 그녀와의 친분의 확장에 의해 동기화된다. 

6장에서 저자와 독자의 여주인공에의 근접은 더 강화된다. 빼초린은 대 

화 속에서 그녀가 부와 공작 칭호에 대한 계산으로 사랑을 배신하였다고 비 

꼬고， 이후 그녀는 바랴의 방에서 눈물을 터뜨린다. 저자는 그녀가 왜 우는 

지 묻고 그녀 자신도 자신이 왜 우는지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 

리고는 그녀의 내면으로 침투한다: “빼초린의 말은 깊이 그녀를 모욕하였다; 

10) rpeXHeB B. A. 0 nCHXOJlOrH'IeC J<HX npHH~nax “KHJlrHHe lIHroBc J<olí" 1.1.10. lIe뻐OHTOBa // 

PyCCJ</ljj JlHTepaπpa. 1975. C.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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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것 때문에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아마도 만일 

그의 비난에서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그녀에게 다시→ 잘 보이려는 소 

망이 보였다면 그녀는 그에게 찌르는 듯한 조롱과 무관심으로 대답했을지도 

모룬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자폰심만이 - 아킬레스건같이 

가장 약한 남자의 부분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음은 

이 전장에서 그녀의 공격 밖에 남은 것이다"(6장 226). 이후 저자에 의한 그 
녀의 내면으로의 침투는 더욱 강해지나 그럽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경계는 

항상 그어진다. 저자도 주인공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히는 수준 이상을 뛰 

어념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장면 이후 저자는 더 명온하게 여주인공의 내면 

을 투시한다 : “베라 드미뜨리예브나는 무심코 말을 해버렸다고 느꼈으나 곧 

경박한 소녀인 바랜까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곧 잊 

어버리리라는 생각에 안심을 하였다. 베라 드미뜨리예브나는 그녀에게는 불 

행하게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하다가도 흥분하면 말 

실수를 하는 그런 여자 중 하나였다"(6장 227). 여기서 우리는 저자는 순간 
적으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성품을 투시함을 볼 수 있다. 이후 다른 

장에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은 외면적인 시점에서 계속 묘사된다. 

라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묘사에서 우리는 빼초련의 묘사에서 발견한 

논리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처음엔 외면으로만 묘사되다가 점차 그녀에 대 

한 독자의 지식이 증가됨에 따라 그녀에 대한 내적인 시정의 사용이 잦아지 

고， 일정한 순간이 되어서는 그녀의 진정한 성품이 밝혀진다. 그러나 직면한 

순간의 그녀의 내면 상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며， 만일 저자가 그것 

을 열어보이면 이는 일반적인 심리의 법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주인공 

자신이 스스로를 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저자는 더욱 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미완의 작품이므로 앞으로 묘사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알 수는 없으나， 외면 시점으로의 묘사 이후 점차로 여주인공과 저자와의 

칸격은 좁아지고， 그녀의 심리로의 침투는 확장되리라는 것은 추측가능하다. 

리자베따 니팔라브나는 사교계의 사람에 속한다. 그녀 또한 다른 주인공 

들처럼 처음에는 외면에서만 묘사된다. 

2장에서 우리는 공간 국면에서 빼초린이 보는 것은 저자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된다. 저자는 리자베따 니꼴라브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묘사한 

다: “빈 특별석 옆에 네구로바 가족， 아버지， 어머니， 딸이 앉아 있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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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빼쩨르부르그 아가씨들의 공통적인 단점인 창백함l 여원， 노화가 큰 두 

눈의 빛을 잃지 않게 하고 꽤 똑바른 선과 영리해 보이는 표정 사이의 조화 

를 깨지 않았다면， 딸은 꽤 아름다운 편이었다. 그녀는 빼초린에게 아주 애 

교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활짝 웃음을 지었다"(2장 175). 
3장에서 저자는 거리에서 네구로바 식구들을 추적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모의 말을 통해 빼초련과 그녀와의 관계， 그녀의 나이 (25세)， 가족 

과 사교계에서 노처녀로서의 그녀의 불행한 처지， 부모의 불만 둥을 알게 된 

다. 이렇게 네구로바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쌓여 나간다. 

이후 저자는 무도회와 야회에서 집에 돌아온 노처녀의 심정에 대해 한동 

안 추측하며 그녀를 외면에서 묘사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서 

술한다: “리자베따 니팔라브나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더 쉽게 추측하기 위 

해서 저는 굉장허 애석하지만 당신들에게 그녀 언생의 몇가지 특별한 부분 

들을 이야기해야만 하겠습니다 ... 더구나 이후의 사건의 설명을 위해 이것이 

펀꼭F 필요한데서야 .. …" 

는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퉁장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인 자료의 축적은 그 

들의 심리로의 저자의 침투를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f바짐』에서는 주인공들 

의 과거가 그틀의 회장의 형태로 밝혀지지만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 

서는 저자 자신의 과거로의 회귀의 형태를 려는 것이다.11) 

네구로바의 전기가 기술되는 장면에서 최초로 심리와 언어 국면에서 그 

녀의 내적인 시점이 사용된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여언이라 

는 유혹적인 역할을 시도하고 싶었다… 더구나 그들은 전부 지독히도 지루한 

사람들이었다"(3장 192) , 이후 그녀는 기민하고 대담한 여인이 되었고， 웅변 

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하는 분홍빛 소년들이 그녀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하 

였다는 둥동 그녀의 과거는 풍자적으로 묘사된다. 

매초련과 네구로바와의 관계의 묘사시 저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나간다. 저자는 빼초련의 행동을 외면에서， 사교계의 평가를 언어국 

면의 내변에서， 리자베따 니팔라브나의 만족을 심리국변의 내적인 시점에서， 

그녀의 부모의 행동을 언어국변의 내척언 시점에서， 사교계의 메초련에 대 

한 조롱을 외적인 시점에서， 마침내 게임을 묻내겠다는 빼초련의 결심을 내 

적 인 시 점 에서 조명 한다(3장 194-195). 

11) CN. nOßPo6Hee: nynbxpHTYßOB4 E. M. HCTOpH3N // Rep“OHTOBCK4 J1 :3뻐HKnOnelDUl. M., 
1981. c.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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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 이후에 저자는 자유롭게 리자베따 니꼴라브나의 심리에 침투하 

며 필요에 따라 그녀의 감정을 섬리， 시공간 국변에서 내적인 시점에서 열어 

보인다. 그러나 빼초린이 그녀를 놀리고 있을 뿐이라는 익명의 편지를 읽은 

순간 그녀의 반응은 철저히 외적인 시점에서만 묘사된다: “그녀는 단지 약간 

창백해졌고， 서둘러서 편지를 태워 그 가벼운 재를 바닥으로 불었다". “이후 

그녀는 불을 끄고 벽쪽으로 누웠다: 보기에 그녀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러나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그녀의 베개 맡에 서있었다면 그 

녀가 조용히 평화스럽게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3장 199). 가장 고 

통스러운 순간의 인간의 내면을 말로 설명할 수도， 깊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12) 

이후 리자베따 네구로바는 오랜동안 저자와 독자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9장에서 빼초린이 R***남작부인의 무도회에서 그녀와 만나는 순간， 독자들 

도 그녀를 보게 된다. 네구로바는 다시 처음에는 외면 시점에서 묘사되다가， 

빼초린과 대화하는 순간에 착잡한 그녀의 심리는 점차로 내적인 시점에서 

조명된다: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그 모든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 

이 빨개졌다. 부끄러웅 때문도 아니고， 추억 때문도 아니고， 불만 때문도 아 

니었다 어쩔수 없는 만족， 다시 변덕스런 숭배자를 유혹해 시집올 가려는 

혹은 자기 방법대로， 여자들이 하는 식으로， 천천히 복수하고자 하는 비밀스 

런 소망이 그녀의 내변에서 어른거렸기 때문이다"(9장 253). 이 때 저자는 

그녀의 내면 상태를 일반적인 심리적인 법칙에 근거해 설명한다: “여인들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 때의 소망과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만족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2장 정3). 

리자베따 네구로바의 묘사의 구성 조직도 빼초린과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묘사의 구성조직과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외면에서 묘사를 하다가 

그녀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점차로 내면으로부터 조명하고 그녀를 잘 아 

는 사람으로서 저자는 그녀의 성품을 규정하고， 그녀의 내적인 상태를 얼반 

적인 심리의 원칙에 근거해 설명한다. 그러나 직면한 순간에 그녀의 심리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데 이를 통해 폭로될 수 없는 리자베따 네구로바 개성 

의 깊은 비벌이 감지된다(예: 익명의 편지를 받은 장면). 

가난한 관료 끄라신스끼의 삶은 매초린과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삶 

12) rpeXHeB B. A. y J(ll3. CO'l. 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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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연허 연결된다. 빼초린과는 달리 끄라신스끼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형 

상화되지 않는다.7장 전까지 우리는 빼초련의 잘못으로 우스팡스러우며 불 

짱한 상황에 빠진 가난한 관리로서만 그를 인식한다. 그러나 1장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의 내면을 내적인 시점에서 본다. 그의 천편일 

률적인 일에서 오는 피로감과 포상과 맛있는 식사에 대한 꿈이 그의 내적인 

시점에서 조명되는데， 저자는 그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모든 관리들의 공통 

적인 심리적인 상태이므로 자신도 안다고 동기화한다. 이후 외적인 시점에 

서 빼초련은 그의 행동을 묘사한다. 관리는 깨끗한 공기와 지붕의 분홍빛을 

즐기고 있는 듯하나 이러한 시적인 단어는 “상점들과 과자가게의 매혹적인 

반짝임”이라는 산문적인 단어들과 충돌한다. 그의 시적인 감동은 이 장변에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환유 ‘분홍빛 모자’(이 수법은 고골에 의해 

『빼쩨르부르그의 단편 소설들』에서 사용된다)의 얼굴 없는 도시 여인과 부 

딪치므로써 깨져 버린다. 그리고 그의 시적인 감동의 대상은 상점과 과자가 

게의 번쩍임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사회의 불의에 반항하는 낭만적인 

주인공 끄라신스끼는 그의 추구와 이상이 지상에 머물러 있고， 그의 꿈은 속 

된 것이므로 평가절하된다. 이후 끄라신스끼가 빼초련의 마차에 치일 뻔하 

는 창변에서 그의 긴박감과 ‘하얀 깃털 장식’(즉 빼초린)에 대한 증오는 심리 

와 시공간 국면의 내적인 시점에서 묘사된다. 

2장에서는 끄라신스끼의 외모가 묘사된다. 그러나 이 묘사에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뚜렷이 알 수가 없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외적인 시점에서 보 

여진다. 

7장에서 빼초린이 리고프스까야 공작을 돕기 위해 끄라신스끼라는 관리 

의 집을 방문해 집 주인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1장과 2장의 인물이 끄라신 

스끼였음을 알게 된다. 주인이 없는 동안 빼초린이 방에 있을 때， 관리의 어 

머니의 말을 통해 그들의 가난과 관리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들이 하나씩 

독자 앞에 드러난다. 빼초린이 방에서 나간 후 저자는 방에 남아 그와 그의 

어머니를 관찰한다. 처음에는 외적인 시점에서 관찰하다가 끄라신스끼를 스 

따니슬라프라 부르며 그와 가까워진다(7장 정6). 장의 끝부분에서 끄라신스 

끼는 내변에서 묘사되며， 이성의 판단을 저버리는 고집과 열정의 소유자로 

서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우리는 서서히 그의 성격， 가족 관계， 가난， 고 

통， 자폰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과 갈망 등을 알게 되고 그에게 가까워진 

다. 이것이 내적인 시점으로 전환할 근거를 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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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반부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묘사의 논리는 앞의 다른 주인공들 

의 묘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사교계의 인물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교계는 기 

본적으로 외적인 시점에서 묘사된다. 

사교계의 묘사는 3장에 처음 동장한다. 저자는 극장 앞의 관중들을 묘사 

할 때，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의 전형적인 것들을 지적한다. 사 

교계는 사회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조명되는데， 저자는 사교계의 인물들 뿐 아 

니라 단순한 관중들， 상인들과 민중도 묘사한다(3장 185). 저자의 민중들에 
대한 관심은 언어 국면에서 그들의 내적인 시점의 이용으로 나타난다(168， 

213). 마침내 저자는 사교계의 개별적인 인물들， 남작， 리고프스까야 공작， 
외교관， 성장(盛裝)한 노파， 십자가를 늘어뜨린 붉은 머리털의 신사의 묘사 

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자는 그들의 묘사시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저자 

가 오랜 기간동안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 대해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별적인 사교계 인물들과 다양한 계충들 더 나아가 모든 사교계에 내재한 

특질들의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성격화가 이를 더욱 증명한다. 이것이 외적 

인 시점의 내적인 시점으로의 전환의 근거가 된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므로 

‘낯설게 하기위한 단어’가 볼필요한 것이다. 이 때 저자는 사교계 인물들의 

내적인 상태를 내면에서 보여주나 평가적인 국면에서는 향상 거리를 유지한 

다. 이것이 친밀한 이해와 잔인하고 풍자적인 표현을 결합시킨다. 저자는 자 

신의 사교계에 대한 아이러닉한 태도를 언어와 병가 국면의 비상응을 통해 

드러낸다. 

『라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예술적 구조가 『바짐』의 구조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Il'바짐』에서 서술이 장애없이 주인공들의 내면 시점에 들어 

가 그들의 비밀스런 생각을 투시하고 묘사 방법과 위치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 저자-창작자에 의해 조직된다면Il'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상 

황은다르다. 

가장 눈에 려는 현상은 주인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짐』에서 관찰되던 주관주의는 사라진다. 마르꼬비치 교수가 정당히 지적 

하였듯이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는 주관적인 저자의 국면(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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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인， 서정적-철학적인， 순수 서정적인)으로서 『바짐』에 존재하던 형이 

상학적인 차원이 사라진다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저자는 주인공들 

의 성격과 행동의 설명과 규정을 추구하지 않는다，13) 이러한 접근은 심리국 

면으로 확산되고 이 국면에서는 그례흐녀l프의 관찰에서 지적된 ‘심리적 상 

대주의’가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끝까지 주인공들의 내적인 고민 

을 열어보이지 않고 그들을 외면에서만 주로 묘사한다. 그 결과 주인공들의 

내적인 고민은 독자에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한마디로 단정되고 폭로될 

수 없는 비밀로 남게 된다.14) 

r바짐』에서 주인공의 직설법은 저자의 주인공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보 

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는데Ii'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이는 주인공의 

성격화를 위해 사용된다 r바짐』에서 발견되던 저자 언어와 주인공 언어간 

의 일치는 이 작품에서 거의 찾아 보기 힘들고 설사 주인공과 저자의 관점 

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짐』의 첫 부분에서 보이던 양자의 완전한 일 

치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저자는 주로 일상적인 구어의 이야기체를 사용한 

다，15)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은 저자의 언어와 타자의 언어간의 상호관계에 

서도 『바짐』과 차이를 드러낸다Ii'바짐』에서는 내적인 독백과 대리어가 주 

로 발견된다면， 두 번째 작품에서는 의사 간접 화법이 넓게 이용된다Ii'바 

짐』에서 주인공과 저자의 세계간의 일치화가 있었다면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는 저자와 주인공 언어 간의 대화적인 관계가 형성된다，16) 

공간적인 국면에서 『바짐」의 저자-창작자는 하늘， 태양， 구름， 혹은 지평 

선의 묘사에서 점차 자신의 시선을 밑으로 내려 나무， 강가， 집을 묘사하고 

이후 한 주인공에게 집중하여 그의 내면을 투시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과정 

13) MapKOBH'I B. M. Rep“아iTOB H pyCCK4JI J1HTepa.πpa. 19 BeKA ν Rep“OHTOBCKa.JI 

3HllHKJJOne.lIHJl. M., 1981. C. 486. 
14) rpexHeB B. A. YKA3. CO'l. 

15) Cw. 06 CTlUle “KlUIrHrH 뻐rOBCKoR": BHHorp~oB B. B. CTHnb 매031.1 RepWOHTOBa. // 

짜iTepa.ηpHoe Ha.CJle.llCTBO. T. 43-44. M., 1941. C. 541-564 nep.1lbwyTTep J1.D. Jl3UK 

npo3U M.lO. J1e뻐OHTOBa. // ~3Hb H TBOp'leCTBO J1epwoHTOBa.. C60pHHK 1. M., 1941. C. 

310-앓o 4H'IepHH A. B. O'lepKH no HCTOpHH pyccKoro 뻐Tepa.TypHoro CTHJIj[. M., 1975. 
C. 1α}-112. 

16) BHpoJl빼ieH M. H. rorOnb H J1eHpWOHTOB. npo6JIewa. CTHJlHCTH'IeCKOro COOTHOmeHHJI ι 

J1epwOHTOBCKHR c60pHHK. 끼.， 1985, C.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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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밟는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저자 시점의 급격한 변동(외적인 시점에서 내 

적인 시점으로)의 도움으로 예술적인 세계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다)7) 이에 

저자-창작자는 소설의 내적인 공간에도 그 공간 外에도 폰재하며 자신이 원 

할 때 원하는 만큼 그 공간을 확대시키기도 축소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리 

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유롭고 폭넓은 공간은 없다. 첫 

째로 자연 묘사가 없고， 그대신 주인공의 성격을 추측케 하는 폐쇄된 실내 

공간의 묘사만이 주어진다. 둘째로 저자의 시선은 땅에 고착되어서 다른 사 

람들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본다. 세째로 저자는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관찰을 이동하는 대화장면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때초련의 내적인 시점을 

이용한다. 

시간의 국변에서는 r바점』에서 저자가 주인공의 섬경에 동조하고 같이 

고민할 때 내적인 시정과 종합적인 시점을 사용하였다면i"리고프스까야 공 

작 부인』에서 내적인 시점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주로 회고적인 시점이 사 

용되며， 다만 사교계의 전형적인 현상과 심리상태， 주인공들의 고정적인 성 

품이 묘사될 때 내적인 시점이 사용된다. 이렇게 더욱 객관적인 입장이 선택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바짐』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각 국면 간의 불이치 

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사교계의 인물들을 묘사할 경우 평가와 언어 국 

면 간의 불일치를 통해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점 체계의 변화는 저자 형상의 변화에 근거한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저자-창작자의 입장을 거부한다. 그는 원칙적으로 그의 주인공들이 

지난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고， 사교계를 잘 알면서 사회의 서민충에 관 

심을 지니고 관찰하는 사교계의 언물로서 나타난다. 독자들은 저자가 이 작 

품을 창작했고 주인공들을 고안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는 『바짐』의 저자 

처럼 자신의 존재를 독자에게 상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164). 
그러나 저자는 일관되게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대한 해석에서 자신의 한 

계를 강조한다. 그는 독자에게 주인공들을 서서히 소개한다. 처음에는 외모， 

버릇， 집， 거설파 서재， 가정， 재산상태를 보여주고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 

와 전기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몇가지의 부가적인 권 

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심리 시점에서 내적인 시점의 λ}용에 대한 권리 

이다. 일정한 경계에 오면 저자는 이러한 특질들에 근거하거나 일반적인 심 

17) CN. 06 xy.llo:tCecTBeHHON p4NKe nOJlP06Hee: YcneHCK뼈 6. A. YK43. CO'{. c. 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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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법칙에 근거해 주인공들의 성품을 규정하고 당면한 내적인 상태와 의 

도를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석이 결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확증 

하지 않는다. 대체로 보아 저자는 주인공이나 독자와 같은 ‘다른’ 사람의 위 

치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 이 입장은 ‘제약이 있는’ 위치이나， 그 안에는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저자의 위치는 많은 점에서 『뚜르게네프의 소설들에서의 인간』이 

라는 저서에서 마르꼬비치 교수에 의해 자세히 분석된 1850년과 1860년대의 

뚜르게네프 소설 속의 저자의 입장을 상기시킨다. 마르코비치는 우선 서술 

자의 형상을 독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제시하는 작가로 규정한다. 다른 말 

로 하면， 이 서술자는 사건의 참여자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닌 것이다. 이 

러한 서술자에게는 어떠한 출발적인 위치도 허용된다: 절대적인 투시에서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의 자세한 기록까지 18) 이러한 저자의 형상은 “리고 

프스까야 공자부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의 자유를 소유하면서도 이러한 유형의 저자는 그것 

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마르꼬비치는 뚜르게네프의 소설에서 서 

술자의 세가지 다른 위치를 구별한다. 대부분의 대화 장변에서 간접적인 관 

찰， 사건에 대한 서술적인 이야기， 등장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성격화가 그것 

이다. 당면한 시간의 범주에 세워지는 대부분의 대화 장변에서 서술자는 인 

물들의 심리에 전혀 침투하지 않든지，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한다. 

서술적인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의 삶에서의 변화나 짧은 시간의 한계에서 인 

물들간의 관계의 변화가 개괄될 때， 동장인물들의 심리로의 직접적인 침투 

는 서술의 전 단계에서 주인공의 내변의 조명 정도에 의거한다. 오랜 기간에 

일어난 사건의 개팔시 이러한 의폰성은 약화되고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 종 

합적인 성격화의 한계 내에서는 직접적인 심리분석이 더 심도있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이전 단계에서의 묘사 정도에의 의존성도 더 약화된다. 이 때 

풍속적인 시간의 범주가 승리하며 주인공에게 항상 내재하는 성품들이 언급 

된다.19) 

우리는 비슷한 구성의 원칙이 『라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레르몬토프 

에 의해 사용됐음을 발견한다. 위에서도 우리는 이 작품에서 대화의 장변에 

서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로의 침투는 일어나지 않거나 당면한 주인공의 내 

18) MllpKOBH,{ B. M. 4e1l0BeK B poMIlHIlX H.C. TypreHeBIl. 11., 1975. C. 7 - 11. 
19) MIlPKOBH'{ B. M. TIlM :ke. C.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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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느낌이 지극히 조심스럽게 표현되고(‘어씬지’， ‘아마도’， ‘- 처럼’과 같은 

낯설게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 일반적인 심리의 법칙의 참조가 심리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169， 174, 197-199, 2여， 224, 225-226, 246). 
짧은 기간 동안의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의 성격화시에 이들의 내면 

세 계는 보다 자유롭게 밝혀 진다(172， 176-177, 184, 213-214). 
보다 긴 기간 동안의 주인공들의 삶의 서술시 각 인물들의 심리 상태는 

더욱 자유롭게 묘사된다. 예를 들면 5장에서 빼초린과 베라의 유년시절의 사 

랑의 묘사시 빼초련의 내면은 베라에 비해 더 많이 공개되는데， 이유는 그 

이전 장에서 그의 내면이 더 많이 조명되었기 때문이고， 베라 또한 이전 장 

에서 심리 상태가 전혀 열려지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되게 이 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투시된다. 

사교계의 삶의 종합적인 성격화에 사교계 인물들의 심리 상태는 그들의 

내적인 시점으로 아주 자유롭게 밝혀진다.(184-185， 188, 191-192, 216, 

227-228, 249-251). 마침내 둥장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성격화할 때도 저자는 

그들의 내변에 자유롭게 침투한다(2여， 경4， 227, 231). 
마르꼬비치는 심리적인 내성(耐性)의 다양한 가능성과 서술적인 시간의 

여러 범주 사이의 이런 상호 관계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인간의 인간에 

의한 수용의 논리를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논리는 뚜르게네프 소 

설에서 서술자의 모든 위치의 본질을 규정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향상 일 

반적인 일상의 가농성의 한계 내에서 주어진 개별 개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개별 개성의 위치이다. 서술자의 우월성은 소설의 예술적인 공간과 예 

술적인 시간에서의 자유로운 전이， 서술의 매 순간에 시점의 자유로운 선택， 

모든 사실적인 상황의 회고적인 지식에의 권리에서 나타난다.때) 이 모든 것 

에 대해서는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도 적용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레르몬토프는 1잃0년대에 이미 19세기의 러시아 리 

얼리즘의 만개시대에 뚜르게네프의 작품 속에서 주도적이던 서술의 논리와 

서술의 주체 조직 하에 소설을 쓰려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서술자와 주인공， 주인공과 독자 사이의 두드러진 거리는 마 

지막까지 유지된다. 우리는 메초련， 그의 전기， 사교계， 누이， 네구로바， 리고 

프스까야 공작 부인， 그리고 다른 사람파 그의 관계， 그의 성격을 안다. 그러 

나 우리는 왜 그가 베라를 잊어버리려고 하였는지 그가 왜 리고프스까야 공 

20) Map J<OBH 'l B. M. T뻐 :lCe. C.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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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부인의 집을 방문하는지， 왜 베로치까는 공작과 결혼을 하였는지， 빼초린 

의 비난을 들을 때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등둥에 대해서 끝까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일정한 분석적인 노력을 하여 나름대로 원인들을 추 

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들의 깊은 내적인 세계는 일상적인 삶의 가능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항상 비밀로 남 

아 있듯이 우리에게도 결국에 가서는 비밀로 남는다.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저자의 관심은 세계질서의 비밀과 심연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사회와 그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에 돌려진다. 

이에 인간의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인간으로의 양분성이 공개된다. ‘외적인 

인간’은 이런 저런 정도로 사회의 요구와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살므로 

원칙상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전혀 차이나지 않는 외적인 삶을 살아간다. ‘내 

적인 사람’은 이러한 삶의 무의미성으로 고통당하고 자신의 자연적인 본체 

로 돌아가려 갈망한다. 그례흐폐프는 “레르몬토프의 인간에게는， 설령 그가 

환경의 초개인적인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할지라도， 계충의 심리학의 법칙 

이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 때때로 감지된다”는 말로 

이를 설명한다.21) 우도또프는 이를 인간 내의 사회-類적인 인간과 계충-種 

적인 언간 사이의 내척인 모순으로 이해한다.22) 인간의 운병은 이미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본원적이고 자연적인 ‘나’와의 상응 정도에 따 

라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짐』에서 역사 철학적 국면에서 연구되던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테마는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띈 심리적인 국변에서 조명된다. 그러므로 저자의 위치， 서술 주체의 

성격， 그의 권리와 가능성도 다른 모습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둥장인물들 

의 묘사를 규정짓는 시점의 체계도 달라진다. 이러한 다른 시점의 체계가 거 

의 몇가지의 다른 슈제트의 노선과 여러 장르적인 기초(논문의 서두에서 밝 

힌)를 동둥하게 모으게 만든다. 물론 정확성을 위해서 지적해야 할 것은 『리 

고프스까야 공작 부인J의 저자가 저자-창작자의 위치와 거리가 멸다고는 하 

지만， 간혹 이전의 풍을 간간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보다 명료하게 이는 저자의 독자에게의 말걸기에서 나타난다. 만일 『바 

짐』에서 한 장변에서 다른 장면으로의 이동시 동기화가 없었다면Ii'리고프 

스까야 공작 부인』에서 장면의 이동은 철저하게 동기화된다. 그러나 이 때 

21) rpexHeB B. A. Y1<1l3. CO'l. C. 39. 
22) Y.llOTOB O. T. YI<1l3 CO'l. C.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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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독자에게 말을 걸며 스스로 이 장변의 이동을 동기화한다: “지금 눈 

맞은 그가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 갔을 때， 우리는 자유로히 그의 

뒤를 따라가 그의 외모를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위치해 있는 방을 

당신께 묘사해 드리지요". “내가 서재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 바렌까는 서 

서히 다가왔습니다’'(173):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백번씩이나 

페벨라를 보셨겠지요 ... 그러므로 나는 막이 내려진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막을 올리겠습니다"(184). 

이러한 자유로운 독자에 대한 말걸기는 베스뚜체프-마르린스끼의 사교 

계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사교계의 잡담의 형태를 띈다.23) 사교계의 잡담의 

형태 속에서 리자베따 네구로바의 하녀에 대한 이야기， 네구로바의 과거， 빼 

초린과 베로치까의 사랑 식당 페닉스 사교계의 여인들 둥둥에 대한 이야기 

들이 진행된다. 이 요소가 각 연구가들로 하여금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작 

품의 저자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인칭의 중립적인 서술에 갑자기 이러한 말걸기와 잡담이 둥장 

함으로써 서술은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그렴으로써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 

인』에서 레르몬토프는 3인칭 서술로 구성된 소설을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완 

성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이유로 인해 r리고프스까야 공작 부 

인』에 대한 작업은 중단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리고프스까야 

공작 부인』의 전체적인 구성은 저자-창작자에 의해 조직된 『바짐』과는 다른 

묘사원칙 위에 저자-관찰자의 입장에서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23) cι o nOBeCTBOB4TenhHOA ~p‘e nHC4TeJleA 3O-ro.ooB: 3AxeH6ayw D. YU3. CO 'l. R., 1924. 
C. 134-144. 



n03THKa KOMn03HUHH B pOMaHe M. ID. RepMOHTOBa 

“KHBrHHB AHrOBCKaB" 

XOH 113 XBa 

237 

B 3TO때 CTaTbe aHanH3HpyeTc~ KOMn03HUHOHHa~ CTpyKTypa 

BToporo He3aBepmeHHOrO pOMaHa M. \0‘ J1epMoHTOBa “KH~rHH~ 

J1HroBCKa~". TeOpeTH '-I eCKHMH OCHOBaHH~MH 11J1~ aHaJ1H3a nocnyll<HJ1a 

TeopH~ aBTOpCKO때 TO '-l KH 3peHH~ 5.A. YCneHCKOrO, XapaKTepH3ylOlIla51 

THn0 J10rH’o TO '-leK 3peHH5I B pa3JlHt{HblX nJlaHaX OpraHH3aUHH 

nOBeCTBOBaTeJlbHOrO TeKCTa, H TaKlI<e TeOpH5I THnOB CYÕbeKTHO때 

opraHH3aUHH nOBeCTBOBaHH5I, npe l1JlOll<eHHaR 5.0. KopMaHoM. BCR cyMMa 

KOHKpeTHμX HaÕJllOl1eHH띤 npHBO l1HT K B비BOl1Y 0 TOM, t{TO B 

H30Õpall<eHI써 Kall<110rO H3 repoeB cYlllecTByeT Ol1Ha 3aKoHoMepHocTb. 

ABTOP CHa t{aJla nOKa3 b1BaeT HX CO CTOpOHμH30Õpall<aeT HX 

BHemHOCTb, 110ral1비BaeTC~ OÕ HX xapaKTepax , KOpOTKO H3 JlaraeT HX 

ÕHorpaφHIO H J1Hmb nOCJle Bcero 3Toro õOJlee HJlH MeHee CBOÕO l1HO 

npOHHKaeT B HX BHyTpeHHH암 MHp repoeB. 5e30rOBOp '-lHO paCKp버Ba~ 

BHyTpeHHHe COCTORHI쩌 repoeB , aBTop '-IaCTO onHpaeTcR Ha 

yHHBepCaJlbH꾀e nCHXOJlOrH '-IeCKHe 3aKOH꾀 PaCCMOTpeHHblA MeTO l1 

H30Õpall<eHHR nepCOHall<eα B “KH5I rHHe J1HroBcKoA" npHHQHnHaJlbHO 

OTJlHt{aeTC~ OT H30Õpall<eHHR nepcoHall<eA “ Bal1HMa" , nepBoro 

He3aBepmeHHro pOMaHa J1epMoHToBa. 

TaKoe H3MeHeHHe CHCTeMμ TO\{eK 3peHH5I B “ KHRrHHe J1HroBcKoA" 

npOHCXO .!lHT BCJle l1CTBHe Toro , \{TO H3MeHHJlaCb n03HUH5I aBTopa, H 

COOTBeTCTBeHHO - cyõbeKTHa5l. B “KHH5I r‘ HHe 끼HrOBCKOα" aBTop 51BHO 

OTKa3비BaeTC5I OT n03HQHH aBTOpa- l1eMHypra, HCn0J1b30SaHHoA B 

“Bal1HMe". OH HaXO .!lHTC5I, B npHHQHne , Ha TOM lI<e ypoBHe 3HaHH5I H 

nOHHMaHH5I Bcex BellleA, t{TO H ero repoA. 4HTaTeJlHHMe lOT np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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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an0 J10raTb, 'UO aBTOp CO'!HHHJ1 3TO npOH3Be .aeHHe , HO OH He .aO 

KOHua HCn0 J1b3yeT CBOH npaBa μ CBOffi CBo6o .ay , KOTOpWe BWTeKaffiT H3 

3TOA cHTyaUHH. ABTOP CY ll\eCTByeT KaK 6w B O.aHOM H3MepeH싸 C 

'!HTaTeJ1RMH H nepCOHa%aMH H HeO .aHOKpaTHO .aeMOHcTpHTyeT 

orpaHH'!eHHOCTb CBOerO 3aHHHR 0 BHyTpeHHeM COCTORHHH nepCOHd%eH 

B naHHW꺼 KOHKpeTHwA MOMeHT. TaKyffi aBTopcKyffi n03HUHffi npe .aJ1araeTCR 

Ha3BaTb aBTOpOM-XPOHHKëpOM. 

B COraTbe neJ1aeTCR BblBOn 0 TOM, '!TO 3Ta n03HUI쩌 BO MHOrOM 

npenBOCXHmaeT n03HUHffi aBTOpa B pOMaHaX H.C. TypreHeBa 1850-1860 
ronOB , KoropaR neTaJ1 bHO HCCJ1enOBaHa B.M. MapKOBH'!eM. Ho npH BceM 

TOM 3Ta n03HUHR BWnep%HBaeTCH B “ KHHrHHe ßHrOBCKO때 He nO KOHua. 

ABTOP HHorna npHMO BwcTynaeT CO CBOHMH MHeHHHMH B ~opMe CBeTCKOH 

60J1TOBHH , HCn0 J1 b3yH 3Ty φOpMy TaK%e Ha Cffi%eTHbIX CTWKax , H, 

HaKOHeu, BpeM꺼 or BpeMeHH 06pa ll\aeTCH K '!HTaTeJ1HM. 3TH ‘penHuHBbI’ 

MaHepbl aBTOpa-neMHypra pa3pymaeT CTpO꺼HOCTb 06beKTHBHpOBaHHOrO 

nOBeCTBOBaHHH OT TpeTberO J1HUa, B pe3yJ1 bTaTe '!ero pa60Ta Ha.a 

pOMaHOM 06pWBaeT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