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벨로프의 JIAJl(조화)와 그의 노벨라 구조 

양 민 종 * 

바실리 벨로프의 단편소설들은 B. 라스뿌젠， B. 아스타피예프의 중단편 

예술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슈제트 전개와 인물 성격의 형상화에서 작품의 

제반 요소들이 전체와 논리적인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치밀한 예술구도를 

갖고 있다. 

금세기 60-70년대에 시작된 러시아 농촌소설계열 작품들에 대한 일반적 

인 유형화 작업은 “태어난 집과 타지PO，llH얘 ,llOM H 'I)'lK6HHa", “이상적 공간 

과 속된 공간H，lle a.nbHoe H rpemHOe npOCTpaHCTBO" , “농촌에서 그 외부로 떠 

나가는 것과 타지에서 귀환하는HCXO，ll H3 ,llepeBHH H B03BpaTa H3 'I)'lKor。

COUHYMa" 모티프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리고 “방황과 회개의 공간으로 그 

려지는 여정 CaMa~ ,llOpOra KaK Cφepbl 3a6JIY:1<，lleHH~ H nOKa~H~" 등의 유사성 

을 잘 보여준다1). 등장인물들의 이주， 자신이 속한 세계nO'lBa에서의 분리， 

이질적인 다양한 공간들의 접점에서 습관적으로 자동화된 인식의 흔들립 

등은 B. 벨로프， B. 아스타피예프， B. 육신의 중단펀들에서 종종 장르형성의 

주된 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최근까지 벨로프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많은 정태적인 단펀들과 그 내부의 정태적인 장면들에 

(r역에서Ha BOK3aJIeJ , r대화마aJIor J ，결혼CBa，llbBaJ 등을 보라) 대한 관심 

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점은 벨로프 시학에 아직 많은 연구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벨로프의 초기 단면 모음집 인 『강의 굴독들Pe'lH파e H3.nyKH.!] (1964) 
을 유심히 읽어보면 작품 전체에 등장하는 본질적으로 동적인 요소는 배경 

으로 제시된 실재하는 강에 국한되고 다른 모든 캐릭터들에서는 유동성이 

제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굴곡』에는 진화 혹은 최소한 변화해 가는 인물 유형들이 거의 없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5IH. M. ~. Ma쩌e 3IIH'IeCKHe φOpMH， M., 1996, c.HX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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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강의 굴곡』이 출간된 지 4년이 지난 후 JI. 아닌스키는 “벨로프에게서 

의 인간은 편력 자가 아닌 정 주하는 생활인 이 다. Y B. 5eJIOBa qeJIOBeK He 

CTpaHH짜<， a 빼TeJIb."2)라고 캐릭터들을 규정하면서 벨로프 단면이 내포하는 

장르 내용상의 도덕 기술적 서술 유형HpaBOOITHCaTeJIbCK째 THIT :t<aHpOBOr。

cO .llep:t<aHIUI3)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아닌스키의 통찰은 매우 예리 

한 관찰의 결과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벨로프의 도덕기술적 유형성HpaBOOITHCaTeJIbHOCTb은 동시대의 유사한 농 

촌 계열 작가이며 고립되거나 독립된 공간과 캐릭터의 도덕기술 유형성을 

고집하던 B. A. 모자예프， φ. A. 아브라모프 동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4) 

도덕기술적 유형성의 새로운 형태는 부분적으로 1960년대 소비에트 사회공 

간에서 강한 인성교육과 교훈적 경향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발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벨로프 미학의 근저인 ‘조화주의 미학’(JIa.ll)과 그의 노벨라 

유형들 간의 관계를 작중 인물들의 정적인 캐릭터에 주안하여 살펴보는 데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벨로프의 중단면들은 구조 내용상 단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바로 이 점 

에서 전체 텍스트와 그 각 부분들의 구성， 슈제트의 예측가능성， 작품군들 

사이의 예정된 듯한 일관적인 형태 등이 유추가능해친다. 

『목수 이 야기f1JIOTHHUKHe paCCKa3bI.!] (1968) , 교훈적 이 야기 모음집 인 『스포 

크 박사식 의 양육법 BOCITHTaHHe ITO .IlOKTOpy CITOKy.!] (1978), 우화ITpHTqa와 실 

제 이야기의 모음집 인 『볼로고드 이야기BOJIOrO.llCKHe paCCKa3h1.!] (1966-1979) , 

2) AH뻐HCKHH， J1. “TO'lKa onopμ"// ßOH, M. 1968, No.7, c.178. 

3) l1aCneJlOB r. H. , TeOpHJI JIHTep8.Typu, M., 1987; 뻐 M . .ltIC., TeOpH'leCKHe acneKTLI H3y맨HH.sr 

loIaJ따X 3nH'IeCKHX ~aHpOB ， ~enOHHpoB뻐10 B HHCTHTYTe HHHoHa, M., 1996, c.23: “…BcJte~ 

3a B. A. 50r~aHOB(，D(， a TO'lHee CKa3aTb, 3a r. H. 110cneJtOB(,D(, NIl HCXO~ H3 

cy빠iOCTHLIX ， T.e. co~e~aTeJlbHLIX KpHTepHeB npH onpe~eJleHHH UHpa, C'IHTaew 

B031010~LIloI HCnOJtb30BaTb KaTerOPl까o ~aHPOBoro co~e~aHH~， nOH‘iNa .sr no~ HHW TOT HJtH 

HHO연 THn np06J1ewaTHKH-2OM8.HTH'leCKO때 3 TOJlOr‘H'IeCKO때(HPaBOOnHCaTeJtbHoß l. 쁘팬0-

HaJtbHO HCTOpH'IeCKO!l., no KJlaC CH때HKawm r H l1acneJlOB ... " 

4) 5. A. Mo~eB의 flo:ta1.p , φ. A. A6pllMOB의 BOKpyr .ll8. OKO.nO 둥에서 작품 서두의 ‘환경에 습 

관화되고 인식상 자동화된 정태적인 개인 대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 사회현상’의 갈등구조가 대단원에 가면 ‘변화된 개인 대 변화하지 않은 사회구조’ 

간의 갈등으로 바뀌어가고 개인은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지만 멜로프의 소설에서는 삶 

에 대한 진지성과 예정되어진 운명 등을 확인하는 개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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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화 미학관을 설명한 『민중미학에 관한 단상들QqepKH 0 HaponHOR 

3cTeTHKe~(1979-1981)둥 사실상 벨로프의 중단편 작품들은 거의 전작이 일 

정 한 테두리1\HKJ1를 갖고 있다. 

벨로프 산문의 내적인 질λ서hnoφp.ll쩌nO아qeH빠뻐It뻐HO。야c야Tb오와+ 문체적인 통일성enHHCTBO 

은 세련된 독서 감각을 가진 독자의 수준이라면 손쉽게 감지할 수 있을 정 

도로 소설 전면에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다. 벨로프식 화자들의 언어 사용 

형태 규범들， 화자들의 언어유희(뒤에 나올 대화떠aJ10r-독백MOH0J10r 등을 

보라) , 개별 이야기 CKa3들을 같은 테두리를 가진 순환적인 전체와 연결시 

키기 위한 포장적인 장면 전개ynoKOBOqHble 3aCTaBKH5), 한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일한 이미지。6pa3를 가진 스카즈의 발단들， 내밀 

한 대화기법들， 의문문 형태를 띤 고백문， 도덕적 테마에 대한 철학화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상 작품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내용을 분류KJ1aCC빼HKa1\H.lI 

해 낼 수 있는 모티프들이며 거의 모든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마치 생활관 

습 혹은 일상에 던져져 있는 듯이 표출되고 있다. 

언어적 제스쳐들의 이와 같은 반복성과 정태성은 벨로프의 주인공 자신 

들이 자신의 생활공간， 자신의 고유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공간과 윤리성 

의 측면에서 부동성을 가진 주인공들”이라는 점과 상응한다.6) 

주인공들의 개별적 발화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인류 전체 삶의 일부분 

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속한 거의 우주적이며 

범역사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사회질서에 부속되어 있는 생활인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묘출된다. 

“T~ BOT CTO~R? CTO~R. 뼈aR IiBaHa 때plll<뻐OBIl'la? )((,aaR, c l<a:lCll. A IiBaH 때pll 

l<aHOBIl'I '1ero :f(,l1aR? A ~ napMema, MaReHI<O BbIllllR, .lIPyr MOß, T~ y:tre Ne~ He 0 

cyllll. l1a, He ocy.zrn, 3Ha'lllT. A '1TO pa3Be pycc l<OMY '1eRoBe l<y 11 B~Tb HeRb3 

~."(“npllB뻐Hoe ~eRO") 

너 여기 서 있었니? 서 있었지. 이반 아프리카노비치를 기다렸니? 기다렸 

5) 다음 페이지에 예시된 「흔히 있는 일np뼈아뻐oe ~emJ의 앞부분을 보면 “ r ", BOT 단맥낀? 

단앤낀? )((,aaR IisaHa ..... ? )((,aM , ..... (중략).. .. NeH~ He OCYllll ...... He ocy.zrn." 둥에서 보면 
바로 화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청자의 예상되는 대답까지 자신의 말을 반복하여 표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J10TNaH 10. 1.1., B ml<ORe n03TIl'leC I<Oro cmBa, 1.1., 1988, c.256: “…repo꺼 nφ야paHCTBeHHO때 M 

3TIl'IeCI<oìí HenO~Il:I<HOCT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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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해봐. 그런데 이반 아프리카노비치는 뭘 했지? 빠르메샤， 내 친구여 난 

그냥 한 잔 걸쳤어. 날 비난하지 말아. 그래 비난하지는 마. 뭐라고 러시아 사 

람은 술 마시 변 큰일이 라도 나는 줄 아니? (r흔히 있는 일J) 

“KTO CKa~eT ， qTO 5apaXBOCTOB xy~oA qeJIDBeK? HeTY TaKHX B HameA ~epeBHe 

H He 6y~eT. Mo~eT ， r~e B ~yrHx B ~yr‘IX ~epeBHJlX H eCTb, a B Hame꺼 HeTY •.. 

E~eJIH ~eJlaemb ， paCCKa~ J1eCHhle 6yxTHHhI." (“BOJlOrO~CKHe 6yxT싸뻐") 

바라흐보스토프가 나쁜 사람이 라고 누가 말하겠어?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을 

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마도 그 어디나 다른 마을에는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우리 마을엔 없어… 만일 원하면 숲속의 이야기들윤 들려주꼈 
어. (r볼로고드 이야기 J) 

“ OX, ~e He YTepnJlIO, paCCKa~， KaK JI B MOCKBY-TO CJleTana!… OTnycK B 

KOHTope HaqIlCTHJIH. 51 pyKaBHuaMH XJIon-- TOJlbKO MeHJI H B~eJIH! ~Ka C 

~eTKa뻐 Bcë X03 J1ACTBO OCTaBHJla , H3-nO~ KOpoB ~a no~ ca‘뼈 KpeιIb!"(“MaHH 

KlOp") 

오， 이제 더 참을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모스크바에 다녀왔는지 말씀드리겠 

어요!. .. 사무실에서 휴가를 받자마자 나는 손빽을 치고 곧바로 떠놨죠. 남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정 문제를 다 내버려 두었어요. 외양간에서 곧바로 크 

레을린으로 온 거죠. (r매니큐어 J) 

“… Tμ， KOHCTaHTIIH IùlaTOHOBllq, npo MOIO ~3Hb nyqme He CUpamHBaA. OHa y 

MeHJI BCJI l:aK pacxo~aJl 6H6J111J1: Ka~~OMY Ha CBolí J1a~. Ko‘IY tlJIJI qero CrO~Cb， 

TOT H ~epraeT. BclO ~3Hb B CBOHX nOJlax nycTalOcb H BhlnYTaTbC~ He Mory. To 

JIH nOJlhl )lJIllilHhI, TO JIH HOrH KPHBbI, ~ H He 3HalO. A MO~eT， MeHJI JIIO~ 3any-

TaJlli?" (“IùJoTHIII1KHe paCCKa3b1") 

... 콘스탄찜 뿔라토노비치， 내 인생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더 좋아 

요. 내 인생은 각자에게 자신의 조화를 갖는 성경 같은 것이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것이 바로 성기‘신 것일 수도 있지. 평생 동안 자신의 들녘들에서 헤 

매었지만 벗어날 수는 없어. 그 들녘들이 긴 것인지 혹은 내 다리가 휘어 있 

는 건지 이제는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까? (r목수 이야기 J) 

구어체로 된 스스로의 감정묘사， 감탄 수사와 마치 자기 자신을 의심하 

듯 던져보는 질문들， 엄격하게 일정한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 문단 

들， 다른 사람과 특정한 집단적인 영상에 대한 능동적인 지향들은 위의 인 

용들에서 나타나는 벨로프의 주인공들이 갖는 담화행위의 변하지 않는 유 

형적 특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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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자들의(작품 내부의) 행위에 제동“TOP

MomaT”을 걸고 그들을 마치 한없이 지속될 것 같은 대화로 유도한다. 벨로 

프의 담화구조상 대화가 없는 독백은 존재하지 않는다(HeT 띠a..nora -- HeT 

H MOHorora).7) 주인공들의 사고와 의식구조들 역시 마치 언술들에 의해 증 

폭되어지고 일정한 형태로 결정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8) 

벨로프 산문의 주인공은 극의 등장인물neRCTByromee AßUO, 그렇게 복잡하 

지 않은 사건의 담지자'HOCHTeJIb HeCJIO)!(HO때 co6μTHRHOCTH ， 정보의 전달자 

napHTeJIb HH$OpMau째， 원작가와의 공통 필자coaBTOp nHCaTe~ ， 그리 고 작가 

의 스타일적인 마스크CTHJIHCTH~eCKa~ MaCKa aBTOpa로서 행위한다. 벨로프 

산문의 주인공들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집단이 사용하는 직업어적인 특이한 

구어체의 충위와 비문법적인 표현， 패러디 기법들，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듯한 실제 적 인 느낌0띠yTHMOCTb을 보다 더 증폭시 킨 단어들을 

사용하여 주어 진 사실 그 자체 에 허구적 인 요소를 첨 가하고 “~ero OH lle

JIa..n" (그가 한 일， 여기서 그는 이반 아프리카노비치HBaH AφpHKaHOBH~를 말 

함)， “KaK CJIeTaJI B MOCKBy"(어떻게 모스크바에 다녀왔는지) 등에 관해 끊 

임없이 독백을 늘어놓는다. 

위에 인용된 작품들의 고백적인 부분들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은 매우 

평면적이며， 사건의 수보다 더 많은 갈등의 수를 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벨로프의 소설에서 저자aB

TOp는 주인공들을 전지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의 수준으로 끌 
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저자는 고의적으로 주인공들 

의 단순성을 추구하고， 정력적으로 주인공들의 억양HHTOHau~들을 주인공 

7) 인용된 4개의 작품들에 나타나 있는 대화 구조는 사실상 주인공 혹은 화자가 하는 독 

백이다. 주인공(혹은 화자)은 자신의 독백을 대화형식을 빌어서 표현한다. “대화 없이 

독빽이 없다는 것”은 벨로프 화자의 특이한 담화 구조이다. 
8) 발화자의 말을 통해 발화자의 감정 자체가 점차 고조되는 모습을 보라. 최초의 발화 

@이 청자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발화자의 감정을 고조시켜((2)) @으로 상숭. 

발화자 • @ • 청자(발화자) 

、 K\ /’ 
(1) (2) φ (화살표는 감정전달 방향) 

、 ‘\ /’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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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고， 자신을 주인공들의 세계관， 특히 그들 영혼의 어 

린 아이와 같은 기질에 동화시키려 한다. 그리고 택스트 내의 모든 사건들 

이 여 7]3 Jl8Cb 그리고 지금T8rr8pb에서 완결되어진다. 존재론적 시학의 토대 

는 농촌 삶의 실존을 질서가 유지되는 공고한 세계로 이상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상화HJl8aJIH3al.\H.lI에서 벨로프의 축소주의p81IY1<l.\HOHH3M， 노벨라의 

간결성의 의미C뻐CR HOB8RRHCTH48C I<Oη I<paTI<OCTH가 나온다. 

스미르노프가 언급한 바와 노벨라의 모든 유형에 ‘간결성의 망상 MaHH.lI 

I<paT I<OCTH’과 ‘축소주의P81IY1<l.\HOHH3M’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미르노프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 

노벨라가 단순화된 세계를 그리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벨라가 어 

떻게 정의되어 지든지 간에 과학적인 통찰은 노벨라의 축소주의를 도외시하 

지 않는다.(이는 “노벨라가 작은 행위들을 이미지화시키고， 큰 행위의 표현을 

축소시킨다” 혹은 “노벨라가 단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론전개 

라도 무방하다) .. 축소주의(최소한 노벨라적인 의미에서의)는 특정한 완전한 

단일체에 대한 모순적인 정보로 귀결된다.9) 

물론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확인해주는 진술들을 다수 예로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고 비이성적인 잔상을 독서 후에 남겨 

주는 그리고 순간의 끝없는 다면성 683ípaHHH4HOCTb MíHOB8HH.lI에 대해 말하 

는 노벨라적인 세계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 그 일례이다. 따라서 K 부닌 작 

품들의 최근 연구자인 10. 말쩨프는 복잡하고 비이성적인 층위로 침투해 들 

어가서 자기인식의 범위경계를 제시하는 노벨라적 형태의 자기언식성caMO

C03HaHH8을 강조하기도 한다. 

때. 말쩨프 등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스미르노프식의 고찰을 벨로프의 단 

편문학HOBB8RRHCTHI<a에 적용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벨로프의 거 

9) CMHPHOB H. 11., “o cwcne I<paTI<OcTß"// PyCCKI1JI HOBeJll1.. 11po6new Teopßß ß ßCTOpßß, JI. 

1993, c.8. “4TO HOBenna pßcyeT ynpolI\eHH뼈 뻐P， He nO,l\Jle:tGIT CO뻐eHßIO. Kal< 6111 OHa He 

.l1e빼HßpOBanaCb HayqHa~ ßHTYH따~ He ynyC l<aeT ß3 BHßμaH~ e감 pe.ayI<l.\HO뻐3M (nycTb 

TO 6Y.l1eT TeOpeTßqeC I<Oe npe.l10CTaBneHße 0 TOM, qTO HOBenna npe.l1IIOqßTaeT 

ß306pa:l<aTb “Manue .l1eìíCTBß~" ， CO l<pall\aTb ß306pa:keHße “6on bDIßX", ßnH 0 TOM, QTO OHa 

때。co6μT때Ha)... Pe.ayI<l.lßOHH3M (no MeHbmeìí Mepe HOBeJ때CTHQeCI<째) 3 al<nlDQaeTC~ B 

CBe.l1eHHß npOTHBOnOnO:kHOCTeìí 1< QeMY-TO O.l1H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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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단편들에서 접지된 생활유형 3a3eMJIeHH뼈 6b1T보다는 성물들의 집합 

CKOIIJIeHHe CB.5ITμHb에 더 유사한 축소되고 성화된 공간ynpomeHHoe H CaKpaJI 

H30BaHHoe IIpOCTpaHCTBO이 제시 되 기 때문이다. 

H3 3TOfi COCHofi UHT~enß， H3 3THX Y따IBHTeJIbHbα BOpOT yxOAHJI ~ KOrßa TO 

B 6oJIbmo때 H rp03H뼈 뻐p"(“Ha pOAHHe") 

이 송림의 성채로부터 이 놀랄 만한 문들을 넘어서 나는 언젠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세계로 나갔다. (r고향에서 J) 

“ 51 3aJIe3 aJI no N)'TOBKaM Ha COCHy ... YClUGIBaJIC~ H 3aMHpaJI, paCTBOp~JIC~ B 

pOßHOM, JIaCKOBOM, OKPY*AID~eM “eH~ MHpe... HJiqTO He TpeB。뻐o MeH~ Ha 3TOfi 

TeIUlofi COCHe, KOTOpa~ He meBenßJIa HH OßHO애 Hr‘OJIO'lKofi, HO 앙IJIa. lUuIa nOJI

HOKpOBHO, C 60JIbDl‘1M ßOCTOHHCTBOM: ~ Bcë Bpe~ O~~aJI 3TO ßOCTO뻐CTBO H no 

때OKpOBHe."(“3a ßaJIbHHM Mep뼈뻐01.1") 

나는 소나무 가지 위로 기어올라 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편안하고 달 

콤한 세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속으로 녹 

아들어 갔다. 이 부드러운 소나무에는 아무것도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 소나 

무는 가시 하나로도 속삭이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다. 건강하게 훌륭한 덕을 

갖고 살아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이 미덕과 건강함을 느꼈다. (r먼 자오선 너 

머 J) 

철학적인 의미를 함유하는 소나무(겉으로는 조용하여 마치 죽은 것 같지 

만， 그 내부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는 완전한 

역동성을 가진)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철학적인 우물KOJIOllUbI， 샘 pOllHHKH ， 

차주전자caMOBapbI 등은 벨로프 시학에서 특정적인 요소이다. 

벨로프 단편의 대단원들이 거의 대부분 각별한 미학적인 절제φHJIOCO빼qe 

CKoe CMHpeHHe와 현명 한 순종MYllPa.51 IIOKOpHOCTb으로 가득한 주인공 개 인들 

의 결심과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결 

심들에는 항상 벨로프식의 존재론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짜ICb. :l<HCb. OHa H eCTb :l<HCb, -- ßYMaJI OH, -- !!:~O. BHßHO‘ 엄πb. ßeB~Tb-

댁쉰탠앤효." (이 하 밑줄: 인용자) 

살아야지， 살아야지， 삶은 계속되는 것， 그래 살아야지 - 그는 생각했다 -

살야야 해， 달리 별 수가 없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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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있는 일npHBbI'IHOe lleJIO J 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이반 아프리카노비 

치는 이와 같이 자신의 편력의 순환을 마무리짓는다. 다만 “H HeT KOHua 

3TOM)' KpyroBopoTy ... KOHua HeT H He 6YlleT(그리고 이와 같은 순환에는 끝 

이 없다 ... 그리고 그 끝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추서를 달아 놓는 

다. 

“ ... Ha,l:\o 6bLJ1o 뼈T~ Ce.l!Tb xJIe6 , ~ιmaTb H XO,l:\HTb rro 3TO엄 TPY.!1HOì! 3eιle ， rro 

TOM)' 'lTO .apyrOM)' !!eKOMV 6bLJ1o ,l:\eJIaTb Bcë 3To ”, 

이 험한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며 살아야만 했다. 왜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봄BeCHaJ 의 대단원 부분이다. 마치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주 

인공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슈제트의 종결을 지시하는 듯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 3elVIJ! He paCKOJIOJIaCb rrO,l:\ Heì!, HeT HHr,l:\e HH OrHJI HH ~뻐y， rrpe:nme CTO.l! 

T CTOra H KOllH~. H COJIH~KO yTpON B.apyrOp.l!,l:\b B30ì!,l:\ëT Ha,l:\ JIeCON d JIID뻐 orr 

.l!Tb rro엄JrfT KOCHTb CeHO. KOpOB~ 3d~K8JOT ， 3dKHll.l!T CaNOBdp~ ... Mapb.l!, CH.LI.l! H 

d KdMHe, JIerOHbKO Kd'ldJIdCb, CJIOBHO KJIaHJIJIdCb 3eNJIe. 

그녀가 딛고 선 대지는 꺼지지 않았다. 그 어디에도 불꽃이나 연기는 없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건초 더미와 남가리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침녘에 작은 

태양이 수플 위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올랐다. 소들은 긴 울음소리를 내고， 

사모바르가 끓기 시작한다 ... 마리 야는 바위에 앉아 가볍게 몸을 혼들었다. 마 

치 대지에게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위의 인용은 “로스트 언덕Ha POCTaHHOM XOJIMe"의 비극적인 단편을 위로 

하고 화해하는 듯한 결말 부분이다. 

벨로프 소설 구조 내의 우화npHT'Ia를 살펴보자. 벨로프의 중단편 소설에 

일상묘사 요소6bITOnHCa TeJIbCKa.lI CT없없로 우화와 그의 장르적 인 전통 요소 

들이 삽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스뿌씬 산문에 나오는 노파CTapyxa-npaBellHHUM들의 독백에서 그리고 

아스타피예프의 『물고기 대왕Uapb-pMÕa.!l에 나오는 타이가 숲속의 방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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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킴AKHM의 철학화 경향웰HJlOCOφCTBOBaHHe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 내는 농 

촌소설 계열 작품 범주 내의 우화의 시학에는 상이한 시간 법칙을 가진 두 

개의 개별적인 세계 사이의 단절이 슈제트의 근간을 형성하는 특정이 있 

다. 두 세계 중 하나는 변화하고， 시끄러운 인간 세계， 다른 하나는 움직임 

이 없고 영원하며， 고차원의 세계이다. 우화에서 슈제트의 움직임은 보통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옳지 않은 대답을 유도하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에서 

시작한다. 벨로프의 소설 「봄」에서는 고통받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살을 

결심한다흔히 있는 일」의 주인공은 이와 같이 옳지 않은 대답에 근접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 서두에서 보여준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옳은 대답이 제시된다. 정답이 제시된 이유와 그 과정상의 ‘어떻 

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올바른 대답은 우선 더 큰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상기시키고， 옳은 대 

답을 생각해내는 자(OTran'lHK 후은 npOBHneu)는 일생생활 상의 수형적인 

시간 흐름에 따른 점진적인 이해나 인물의 내적 역량의 발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수직적인 것에 의한 갑작스러운 자각을 

통해 사건(운명의 장난， 재난， 견디기 어려운 도덕적 갈등 둥 벨로프 작품 

내의)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도달한다. 

소설 「봄J(1964)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의 주인공은 전쟁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버려 텅 빈 가난한 마을에 외롭게 사는 농부 이반 

티모페예비치. 벨로프의 다른 많은 주인공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반은 대 

범한 성격에 재치 있는 인물이다. 언젠가 겨울에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 

갔다가 늑대들의 공격을 받지만 자신과 말을 보호해 내는 강한 모습을 보 

여준다.(이반은 정력적으로 말을 몰면서 도끼를 움켜쥔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과 흉측한 짐승의 머리통을 확인하고 일격에 늑대를 살해한다.) 이반 

은 기아， 부인의 죽음，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 등과 같이 보다 더 심각 

한 재난과 불행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계속되는 불행 앞에서 

더이상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 자신을 설득하고， 끓어오르는 운명에 대한 

자신 내부의 적개심을 진정시킬 자기 억제력을 상실하고 운명과의 거친 싸 

움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비극적인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이웃사람인 폴리나에 의해 구조된 뒤 이반은 어떤 차원 높은 힘 

의 존재를 깨닫고 그 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급기 

야 이반은 자신을 인간 실존의 헤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자연 순환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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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뜨리려고 시도한 개인주의자HHIDIBHllYaJrnCT라고 규정한다. 

C HO'lHOrO IOra l<aTHJlOCb BaJl 3a BaJIOM rycToe, I<al< cyCJlO, BemHee TenJlO, B 

Tel뻐OTe y ry싸ia np06HBaJlHCb Ha CBeT HOBUe TpaBRHUe pOCTI<H. ryJIRJIa Be3~e 

BeCHa. Ha~o 6:뻐10 뻐Tb， ceRTb XJ\e6, ~aTb H XO~Tb no 3TOA Tpy~oA 3e뻐e ， 

nOT때Y '1TO ~yroMY Hel<oMY 61ω10 ~eJlaTb Bce 3TO. 

어두운 남쪽으로부터 파도처 럽 진한 맥 아 시럽과 같은 봄의 따스함이 몰려 

왔다. 곡물창고의 어둠 속에서 새싹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어디에나 봄이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숭을 쉬고 걸어다니며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할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비 하와 스스로의 자기제한caMOOrpaHH'IeHHe 가운데 이 반은 대 지 와 인 

간 종족， 그리고 농경세계KpeCTb~HCKa~ BceReHHa~ 전체에 대한 고상한 윤 

리적 전통과 의무의 담지자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본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선택된 인물이라고 하는 거의 서사시에 비견할 자신의 

새 로운 가치 를 발견한다.(“llpyroMY HeKoMY 6WIO ,IleRaTb Bcë 3TO.") 하지 만 

주인공의 행동에는 타협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전세 

계 적 인 행 진BceMHpHoe meCTBHe’, ‘우주적 인 절차KOCMH'IeCKa~ npoueccyaRb

HOCTb’, ‘자연현상CTHXH~’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의 구속을 받지 않는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인간과 운명’， 

‘인간과 숙명’의 문제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성자전적째TH때HOCTb인 특정들이 

엿보인다. 

인간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인간 자신이 결코 실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연의 심오한 현상과 인류 최초의 기억npa

na~Tb을 인간의 의지로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해 

준다. 반대로 이와 같은 자연현상들이 인간에게 특정한 역할과 감정을 부 

여하며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벨로프의 주인공들에게 Ra，ll에 의해 

예정되어 있는 위대한 신화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Ra，ll는 벨로프가 정리한 러시아 농촌미학의 중심사상이며 Ra，Il는 가부장적 

사회공동체 전체와 가정의 존재 양상들， 습관들， 규범들의 축적된 집합임과 

동시에 노동과 관련된 경험의 미학적 구현체이다. 예를 들어 벽난로를 쌓 

는 방법， 결혼식과 장례식의 의식절차， 농사일의 시기들을 규정하는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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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노동의 분화， 노인 · 이방인 • 장인MaCTep 등에 대한 예절 둥과 관 

련된 미학 등도 JIa.ll에 포괄된다. 이 모든 요소들은 다 함께 농촌생활의 조 

화스러 운 느낌omymeHHe íapMOHHH을 창조한다. 이 와 같은 조화JIa.ll의 유래는 

어떠한가? 조화JIa.ll적인 삶의 원천은 먼 옛날 이교도적인 풍속이 존속하던 

시절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원칙들은 범역사적이고 영원히 개인적인 

차원을 념어 존재해온 것이다. 

10. 셀레즈네프는 조화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는 인간의 유형을 “집단적 

이 고 중앙적 인 민족적 인 개 인성 TOJIbKO HeKa~ KOJIJIeKTHBHa~ ueHTpaJIbHa~ Ha 

pO.llHa~ JIH'IHOCTb"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10) 

조화JIa.ll와 부조화pa3JIa.ll 간의 즉 농촌적 삶의 합목적성(미학)에 구현된 

자연의 영원한 지혜와 소란스럽고 일시적인 정열의 혼돈 사이의 갈동의 탄 

생과 그 전개는 벨로프 중단면 작품의 전체 서술구조에서 일관되어 나타난 

다. 

그 규모와 성격 상 매우 특이한 민속학 자료 · 연구서인 벨로프의 『조화 

fla.ll - O'lepKH 0 HapO.llHOR 3CTeTHKe~는 수년에 걸친 작업과 부분적인 출판 

을 거친 뒤 1981년에 완간되었다Ii'조화fla.ll~는 벨로프 자신의 독특한 예술 

세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섬오한 평론서인 것으로 연구자둡 사이에서 평가 

되어진다.11) “조화nag”에서 보이는 농촌의 우주와 그 이미지와 의식들에 

대한 여러 층위의 다양한 관점과 분석들은 상당한 분량의 별도의 논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자. 이 글에서는 벨로프의 

미학과 그의 노벨라 유형들 간의 관계를 인지하려고 노력했다. 주인공의 

행위의 보면주의적이고 도덕적 교훈적 성격은 의심할 바 없이 노벨라의 구 

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단원 부분에서는 그 성격이 보다 더 분 

명해진다. 

벨로프 단편 중 수작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주인공의 “조화naa”왕국으로 

의 여행과 그와 더불어 조화와 부조화(fla.ll H pa3JIa.ll)의 투쟁이라고 하는 2 

개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r세 개의 연수육로를 지나서 3a Tpë~ 80JIO

Ka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특징적이다.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인 공군 장교 조종사는 고장난 화물차를 타고 정 

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험한 도로pa3ÕHTaJI .llOpOía를 따라 길을 간다. 이 

10) CeJle3HeB 삐. BaCHJIRη Be.nOB, M., 1983, c.l3, 14. 

11) CeJle3HeB 10., TaM :t<e, c.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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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도로는 두 개의 삶 두 세상 사이의 경계이다. 제트기를 조종했던 이 

공군 장교는 기차역과 카라바이카 마을 사이를 떼어놓은 60킬로미터 정도 

의 공간이야 몇 분 이내에 극복할 능력의 소유자였으나， 이 공간을 이제 3 

일에나 걸쳐 여행한다! 

종합해 보면 이 공군장교의 순례 목적은 이중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시라도 빨리 고향마을인 카라바이카를 보고 싶은 열망과 고향에 빨리 접 

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플롯 상의 사건 진행을 

정지TOpMO:l<eHHe시키는 기법들， 부차적인 스토리라인의 도입， 상징적인 형상 

들이 사용되어 진다. 저자aBTOp도 기꺼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목적지에 접 

근하는 방법과， 비정상적이었던 유년기와 결별하는 방법， 먼 추억 속의 아 

틀란티스로 남아 있는 고향마을과 결별하는 방법인 바로 그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자들은 시골마을과 농촌세계의 황량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여행의 어려 

움이 가중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주인공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더라고 환 

희에 넘치는 그 어떤 것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이른 추측은 저자의 서술구조 속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 저자에게는 소설 전면에 흐르는 에너지를 작품의 뒷부 

분， 특히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집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6킬로미터를 앞두고는 모든 수송수단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마치 성스러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신자와 같이 주인공 

은 경배감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은 곧 무참히 깨어지고 

만다. 
BOT n03~ H BOpoHbH COCHN, TpaB~HaH Tpona BNTIp~짜iJlaCb， He3aMeTHO ne

pemJIa B KOJlecHym nopory , H OH BN6e~aJl Ha KOCOrOp. KapaBaHCKH Ha KOCOrOpe 

He 6NJlo... fne-TO 3a Tpe~ BOJlOKa빠i HeCJlHCb nOe3na H CBHCTeJlH paKeTN, a 

3neCb 6뻐la THmHHa, H Mallopy nOKa3aJlOCb, '1TO OH C=HT , KaK 06paCTIIJOT m.e-

THHOll ero Hanp~rmHec~ CKyJlN. On~Tb nOKp~KaJI nep'lar, a .1lYHY nonOJlaN pa3pe-

3aJlO nJlOCKOe CJlOHCTOe 06Jla 'lKo. HHKTO He yc=aJl, KaK Ha ryJlKJ!1l mHpOKHll 

JlHCT Jlonyxa , Tep~~ CBHHl\OBym CBOIO T~~ecTb， 6y장iyJlHCb nBe XOJlOnHNe CJle3N. 

이제 갈가마귀 송림을 뒤로 했다. 풀이 무성한 숲속의 오솔길은 아무도 알 

아차리지 못하게 차도를 횡단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그는 작은 산의 비탈로 

뛰어 나갔다. 그 비탈에는 카라바이카가 없었다 ... 세 개의 연육수로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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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에선가 기차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기적 소리가 윷렸다. 그러나 이곳은 

고요했다. 소령은 마치 자신의 긴장한 관자놀이 위로 뺏뺏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시금 산새 소리가 들렸고， 

평평한 여러 층의 구름이 달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두 줄기의 차가운 눈 

물이 납덩이 같은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메아리가 울리는 넓은 우영잎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이는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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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벨로프의 창작에서는 도덕교육적인 충위에서의 

노벨라의 독특한 유형이 전개되어 있고， 비명가인 B. 카야노프는 멜로프의 

창작모범을 통해서 “현재 농촌산문이라고 불리우는 넓은 성당의 둥근 지붕 

이 열 렸다. OTKpblJIC.lI npOCTOpH뼈 KyKOJI CTOJIb BJI\i .llTeJIbHOR Tenepb .Ilepe

BeHCKOα np03μ"12)라고 벨로프를 평가하고 있다. 

벨로프의 문학사적 의의를 도덕기술적인 장르의 내적 유형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산문들에서 존재론적이고 국가적 역사적인 문제를 추구해 나갔던 

것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그는 시적 사유의 새로운 모형을 추구하고 강 

화하는 기초를 놓았으며 중요한 사건을 묘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형 

태， 슈제트 구성의 원칙들， 스카즈의 상정， 기호의 역할 그리고 여타 구성 

의 특정들을 창조하는 농촌의 도덕적 실존적 공간 내에서의 공동적인 장소 

(공간)들을 조명했다. 농촌소설 범주 내의 벨로프식의 모형들은 여러 형태 

로 변이되면서 φ. 아브라모프의 『목마.IlepeB.lIHHhle KOHH.!l, B. 라스뿌젠의 대 

왕소나무(1'마쪼라와의 이별』에서)의 이미지， φ. B. 아스타피예프의 눈에 보 

이지 않는 『물고기 대왕Uapb-p퍼õa.!l의 영상에서 혹은 5. 에키모프의 중면 

『목동의 별』에서 계속 이어진다. 

단면 「세 개의 연수육로를 지나서 3a TpëM.ll BOJIOKaMHJ 의 슈제트는 그 전 

개상의 “정지 “휴지" 주인공의 정신생활의 최고조의 순간들(통찰， 기도， 

참회 등)에 대한 관심이 고착되어 있는 “고향을 향한 여정” 혹은 “근원”을 

추구하는 모티프 등과 함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나는 슈제트의 원형이 되었 

다(φ. 아브라모프의 『과거로의 여행.!l， B. 크루비나의 『제 40일.!l， B. 숙신의 

『그곳， 멀리서』 등) . 

벨로프적인 슈제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돈과 부조화 가운데에서 조 

화JIa.ll에 대한 추구로 귀결되는 작품구조의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KaMJ!HOB B lJoBepHe K CJ10:tafOCTκ COBpeueHHOCTb H KJ1ßCCH'leCKßJf TPII.i!HUHJf, M., 1984, 
c.30. 



54 

Резюме 

Философия "Лада" В. Белова и структура 

его новеJIИ 

Ян Мин Дион 

До сих пор исследователи мало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я на то, что у В. 

5елова много статичных рассказов-сценок. У Белова многие 

хараf:теры-персона.жи лишены текучести, И у него ЗВОJDOЦИОНИРУЮЩИХ 

характеров ПОЧТИ нет. НравооприсательностbIO является характера типа 

жанр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Белова. и его нравооприсательность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аковой в повествованиях лисателеR-совреwеНЮII<ОВ в рамках 

направлении деревенской прозы.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овый ТЮI его 

нраВQописательности проявляется, , частности, , сильнеRшеfl 

нравоучительной, назидательной тенденции. в этой статьи мы пытаемся 

осознать взаймодействие и соотнесенность философии В. Белова и типа 

его новеллы. 

В первой части этой статьи идет речь об универсализме и о 

морализаторско-назидатеЛЬНОN характере поведения героя, которые 

несомненно влияют на структуру новелJIы. Белова, в частиости, на финале, 

Финалы ряда его новеJlЛ были анализированы и ИJlJDOстрированы от "На 

родине" до "Привычного дела", Здесь герой Белова выступают и как 

действующее лицо, носитель несложной событииности, и !(а!( даритель 

информации, соавтор писателя, его стилистичес!(1I.Я маска, Автор этой 

статьи старается показать то, что беловские герои используют 

специфические крестьянс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ласты устной речи, 

неnравильности, пародийные приемы, увеЛИЧИВlLЩие ощутm.tость слова, 

Основа онтолог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Белова - в идеализаци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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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 KaK ynop~~OqeHHOîO ， npOqHOî。 빠fpa. H3 3TOR H~eaJIH3aUHH 

B~TeKaeT H CMbICJI HOBeJIJIHCTHCeCKO때 KpaTKOCTH, pe~Kl.\HOHH3Ma 5eJIOBa. 

Bo BTOpOií: qaCTH aBTOp CTapaeT ~aTb npe~CTaBJIeHHe 0 n03THKe npHTqH 

5eJIOBa. Peqb H~eT 06 OCHOBe ~BH~eHHH H c~~eTa npHTqH 5eJIOBa. ABTOP 

~aeT HOBOMY "BecHY" KaK TeKCT ~ aHaJIH3a. 

H B TpeTbe ií: qaCTH peqb H~eT 0 npe~CTaBJIeHHH 5eJIOBa 0 

"JIa~e"(KpeCTb~HcKo ií: 3cTeTHKe). 3TO cOBoKynHocTb HOpM, HaB~KoB ， cnoc060B 

6bITH~ naTpHapXaJIbHOR ceMbH H ueJIo ií: 06I1{HH~， a TaK~e BOnJIOlI{eHHe 

Tpy~HOîO OnblTa. Y 6eJIOBa pO)f(~eHHe H pa3BepT~BaHHe KOHφJIHKTa Haxo따TC~ 

Me~ JIa~OM H pa3JIa~OM. B 3TOM CWCJIe xapaKTepeH paCCKa3 "3a Tpe~ 

BOJIOKaMH" 

B. 5eJIOB He npocTo npo~BHHyJI paccKa3 K OHTOJIOîHqeCKOR H 

HaUHOHa기bHO-HCTOpHqeCKOR npo 6JIeMaTHKe, H3MeHHB 3TOJIOr‘HqeCKH때 

(HpaBoonHCaTeJIbHblií:) THn ~aHpoBoR np06JIeMaTHKH. 5eJIOB nOJIO~HJI HaqaJIO 

nOHCKaM H 3aKpenJIeHH~ HOB~ MaTpHU n03THqeCKOîO MNmJIeHH~. H îJIaBH~ 

HX KaqeCTBOM 6y~eT îJIY6HHH~ oCHoBa, 3aK~qa~lI{a~ B nOHcKax "JIMa" 

cpe~H xaoca H "pa3JI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