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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상문학의 담론 

상상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우리는 상상으로 시간과 

공간올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올 표현 

하고자 한다변 인간은 상상의 힘올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상상의 세계는 인간의 머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 

라 우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화적 모텔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상력의 세계는 우주 현상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구성 요소이기 

도 하다. 상상력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우주 현상과 삶올 인식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과 우주 

를 접하며 자기 나름대로 물질적 상상력을 키운다. 인간의 물질적 상상력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것일 수 있고， 감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 

다. 인간의 물질적 상상력은 다양하게 발전하며 신화적 상상력이나 문학적 상 

상력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세계는 꿈의 세계이며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세계이다. 상상의 세계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이며 변화를 수용하는 세 

계이다. 그 세계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고 있 

다.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와 독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문학형식을 갈구 

한다. 현실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인간의 무한 감정을 새롭게 충족시켜주는 

문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상문학 Fantasy이다. 오늘날 새로운 인기 장르 

로 부각한 환상문학은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신화， 전설， 민담， 무협소설 등을 

통해 접해왔던 친숙한 장르였다. 그러나 러시아 문학사에서 환상문학은 주로 

주변 문학장르에 머물러 대중문학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학비평가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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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하지만 주로 문학의 가장 자리를 차지했던 환상 

문학은 이제 본격 문학장르의 중심으로 들어와 주도문학이 되고 있다.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환상문학은 문학비평가들의 주요 연구 대 

상으로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문학이론가나 비평가들은 환상문학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환상이라는 단어의 추상적 성격 때문에 환상문학에 대한 범주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상이 문학의 본질적인 요소냐 아니 

면 하나의 독립된 장르냐 하는 것이다. 캐드린 흉 Kathryn Hume은 환상과 

현실(모방)을 동전의 양면처 럼 문학의 근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1) 다른 이론 

가틀도 모방올 문학의 본질적인 일차 충동으로 환상을 문학의 이차 충동으로 

간주한다. 문학에서 현실과 환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문학올 상상할 수 없듯이 환상이 없는 문학은 상상할 수 없다. 문학이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상상은 분명히 환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2) 일반적으 

로 시인이나 소설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문학 

이란 근본적으로 환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문학은 환상문학이라는 말올 

할 수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상적이기 때문에 상상력올 요구하는 문학 

역시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작가들과 독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 

였다. 캐드린 흉은 로버트 스콜즈 Robert Scholes7} 언급한 “창조적 욕망"3)이 

문학으로 하여금 환상을 갖도록 만드는 동기라고 말한다. 모방과 환상의 관계 

는 서로 동떨어진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마치 사불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다. 

캐드린 흉의 말에 의하면 “환상은 문학 창조 안에 들어 있는 모방만큼이나 

중요한 충동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적 토대”이며， 따라서 

“문학은 결코 그 둘 중 하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4)는 것이다. 인간 

이 “창조적 욕망”을 갖는 한 환상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반대가 아니라 현 

1) Kathryn Hume, Fantasy & Mimesis: Responses to Realiη in Westem Lite
rature, New York& lρndon: Methuen, 1984, p. 23. 

2) R. L. Brett. r공상과 상상력 Fancy and Imagination~ ， 심명호 역， 서울대학교 출판 

부， 1987을 참조. 

3) <창조적 욕망〉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독일의 미학자 야우스이다 
Hans Robert Jauss, Aesthetic Experience and Literary Hermeneutics , Trans 
by Michael Shaw,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pp. 46-61. 

4) Kathryn Hume, Fantasy and Mimesis: Responses to Reality in Westem Lite
rature, New York & London: Methuen, 198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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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비현실 사이의 불확실한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 

하여 환상문학은 리열리티와 환타지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대화의 시공간을 

만들어 내고 기존 문학양식에서 할 수 없었던 상상의 지평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열린 문학이다 

환상이 문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캐드린 흉의 주장과는 달리， 환상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간주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장르로서의 환상문학 

을 이야기할 때 환상은 문학의 본질이 아니라 주변적이고 이차적인 성질이라 

는 것이다. 로즈마리 잭슨 Rosemary ]ackson은 자신의 저서 『환상: 전복의 

문학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JJ (I981)에서 “환상문학이란 보이 

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며， 현실올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파악해 온 종래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을 전복시킨 

다"5)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환상문학은 단성 악적 인 리 얼 리 티 나 진실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다성악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환상문학은 

숨겨진 진실이나 리얼리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다. 현 

대의 대표적인 환상문학가 중 하나인 윌리엄 어윈 Wil1iam. R. Irwin은 자신 

의 저서 『불가능의 게임: 환상의 수사학 The Game of the Impossible: A 

Rhetoric of Fantasy J에서 “환상이란 일반적으로 합의된 리얼리티를 벗어난， 

즉 초자연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고 기술이며 묘사이다"6) 

라고 말한다. 그에게 환상문학이란 가능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틀올 공공 

연하게 전복시키며， 사실과 반대되는 것들올 사실로 전환시키는 문학장르이 

다.7) 다시 말해 환상문학은 일종의 카니 발 문학처 럼 규범 적 이 고 관습적 인 공 

식(지배)문화를 불안하게 하고 전복시키며 또 다른 가능성과 새로운 문화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환상문학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 

으로 바뀌고，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과 가능 

성，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환상문학의 중요 

성을 갈파한 가장 유명한 구조주의 비평가인 츠베탕 토도로프 Tzvetan 

5) Rosemary Jackson, Fantasy: The Literature 01 Subversion,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1 , p. 14 

6) William R. lrwin, The Game 01 the Impossible: A Rhetoric of FIαI따sy， IIlinois, 
1976, p. X. 

7) William R. lrwin, The Game 01 the Impossible: A Rhetoric 01 Fan따sy， IIlinois, 
1976 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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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rov는 역시 환상문학을 장르로서 인식하고 있다.8) 어쨌든 환상은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기 때문에， 문학 장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장르의 문학이 

라는 것이다. 토도로프는 『환상문학 입문 Introduction A La Literature Fanta

stique，n에서 그 나름대로 독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환상문학이 성립하려 

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9) 첫째로 독자의 망설임 10)이다. 독 

자는 텍스트를 읽고 묘사된 사건들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 

인지，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상적인 것인지 망설여져야 한다. 둘째로 작 

중인물의 망설임이다. 이러한 망설임이 독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 

중 인물도 역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독자는 텍스트와 관련하여 특 

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러시아 철학자이며 신비주의자인 블라지미르 솔로 

비요프의 말에 의하면 진짜 환상에서는 어떤 현상을 외적 형식적으로는 단순 

한 설명이 가능하나， 그러한 설명에는 내적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환상문학에 대한 논의를 문학의 속성과 장르에 대한 어느 한 문제로 한정 

시 켜 이 야기 할 필요는 없다. 에 릭 랩 킨 Eric S. Rabkin11l은 환상과 환상문학 

8) Tzvetan Todorov, The Fantastic: A Structural Appr.αu:h to a Literary Genre, 
Trans. Richard Howard, Ithaca: Comell University Press, 1987 을 창조. 

9) 토도로프 r덧없는 행복 - 루소론 환상문학 서셜J ， 이기우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1996. 
10) 토도로프는 환상이라는 개념올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 
가 현실이냐 꿈이냐， 사실이냐 환각이냐 망셜여질 때， 그리고 이러한 애매함이 이 

야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갈 때 환상이란 말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익숙 

한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건을 아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것올 감각의 혼란 

으로 생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세상의 법칙은 손댈 것이 없다. 그 

렇지 않으면 그 사건은 정말로 일어난 것으로 현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연 이 현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에 지배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악마란 환각이며 공상의 폰재인가? 아니면 악마 역시 다른 생 

물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인데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인가? 환상이란 이 

러한 불확실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어느 한 쪽의 대답을 선택해버 

리면， 환상은 금방 일탈， 괴기나 경이라는 인접 장르로 변하게 된다. 환상이란 자 

연 법칙밖에 모르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양상을 가진 사건에 직면해서 체험하는 망 

설임인 것이다” 환상과 망설임에 대한 관계는 토도로프의 작품 『환상문학의 서설』 

(이기우 번역. 12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Eric S. Rabkin. The Fantas tÏc in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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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름대로 구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환상적인 것은 문학의 속성을 가리 

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속성이 어떤 작품의 중심적인 지배소라면 우리는 그런 

작품을 장르로서의 환상문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양문학에서 환 

상성은 그 동안 현실성 못지 않게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대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환상과 현실이 혼동되어 망설여지는 이야 

기는 무수히 많다. 작가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작중인물의 입장에서， 

장르사의 입장에서 환상문학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모든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환상문학은 현실과 비현실， 현실과 

환상， 자연과 초자연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의 어느 한 세계를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세계의 경계선올 초월하여 새로운 상상의 시간과 공간을 다 

루고 있다. 

환상문학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환상소설이다. 환상소설의 근원을 따 

져 올라가면 아주 오랜 옛 시대까지 따라 올라간다. 환상소설은 아주 오래된 

요정 이야기， 민담이나 신화와 전설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바흐씬의 

말에 따르면 소설 장르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뿌리 - 서사적 뿌리， 수사적 

뿌리， 카니발적 뿌리 - 를 갖는다. 환상문학은 유럽 소설 발달의 세 가지 계 

통인 서사적， 수사적， 카니발적 계통 가운데 차니발적 계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카니발적 계통에 속한 장르 가운데에는 진지한 소극이나 메니푸스식 

풍자가 있다. 바흐젠이 정의한 메니푸스식 풍자에 대한 14가지 정의 가운데 

환상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부분올 차지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세계문학올 

통틀어 상상력과 장르의 환상성에 있어서 메니페아보다 더욱 자유스런 장르 

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메니페아라는 장르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가장 

대담하고 막힘 없는 환상과 모험이 여기서 순수하게 관념 철학적 목적에 의 

해 내적으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고 정당화되고 밝혀진다는 점에 있다. 여기 

서의 목적이란 진리의 탐구자인 현자의 이미지에 체현된 철학적 관념의 유발 

과 실현을 위해 특수한 상황을 창조하는 것이다. 강조컨대， 환상은 여기서 진 

리의 궁극적 체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탐구와 추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의 실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해 메니푸스식 풍자의 주인공들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 

197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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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 미지의 환상적 나라들을 방황하고， 특수한 삶의 상황 속으로 빠진 

다. 환상은 흔히 모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때로는 상징적 혹은 신비주의적 

종교적 성격조차 띠게 된다. 그러나 환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리를 실험 

하고 유발시키는 순수히 관념적인 기능에 예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극히 방만 

한 모험적 환상과 철학적 관념이 유기적이고 예술적인 불가분의 통일성을 이 

루고 있다… 메니페아의 대단히 중요한 특정은 자유로운 환상과 상정 그리고 

이따금은 신비주의적 종교적 요소가 극단적이고 조야한 빈민굴적 자연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상상력과 환상의 대담성은 메니페아에 

와서 비상한 철학적 보편주의 및 극한 세계관과 결합하고 있다 ... 메니페아에 

는 고대의 서사시나 비극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실험적 환상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나타난다 "12) 

카니발 문학의 전통 속에서 자라 나온 소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하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소설 (rea1istic fiction)이요， 다른 하나는 환상 

소설 (fantastic fiction)이다. 현실소설은 미메시스 전통을 이어 받은 소설의 주 

류를 말하고， 환상소설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환상소설은 다시 공상과학소설 (Science fiction)과 협의의 환상소설로 구분된 

다 13) 공상과학소설은 비현실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 

에 자연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협의의 환상소설은 비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이 

다. 환상소설의 이야기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환상소설과 SF 

소설 사이의 경계선은 분명하지가 않다.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더 상세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 

는 경이소설， 괴기소설， 환상소설로 구별한다. 그에 의하면 동화나 로망스나 

SF같은 경이소설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다. 경이소설에서 화자는 작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확실한 지식과 권위를 갖는다. 괴기소설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근원에서 

시작되는 이상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 괴기소설의 경우 사건이 너무 기괴하 

12) M. 바흐젠 r도스또예프스끼 시학~， 김근식 옮김， 서울: 정음사， 1988, 166-177쪽. 
13) 환상소설의 하위 장르는 다양하다. 하위 장르의 유형을 좀더 상세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CD 장르환상소설，(2) 동물환상소설，@ 서사환상소설，@ 역사환상소 
설，(5) 원시환상소설，@ 탐정환상소설，(]) 고덕 환상소설，@ 어두운 환상소설，@ 

영웅환상소설，@ 행성환상소설，(jJ) 소생환상소설，@ 어린이 환상소설，~ 저차원 

환상소설과 고차원환상소설，@ 군사환상소섣，@ 과학환상소설，@ 도시 환상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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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자에게 어떤 사전지식도 권위도 허용되지 않는 

다. 환상소설은 환상적인 요소 때문에 주인공들은 망설이고 독자들은 작품에 

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한다. 환상 

소설은 경이소설과 괴기소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며， 주인공과 독자 모두에 

게 불안과 불확실성을 유발시킨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환상소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혼란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하다. 환상소설이란 자연적 이성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나 사건들을 다루는 문학이란 사실이다. 

러시아 문학사에서 환상성은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과 성격에 변천을 보이 

기는 하나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학의 중심적 지배소로서 반복되 

어 나타나곤 한다. 러시아에서 환상은 하나의 전통적인 장르라기보다는 문학 

의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현실과 환상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문학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대표적인 환상문학 작 

품으로는 뿌쉬낀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눈보라.1， r장의사』， r청통기사<1， 고 

골의 『외투41 ， r 코』， 『비이』， 『초상화』， 『웹스끼 거리 JI ， 레르몬또프의 r악마.!l， 

도스또예프스끼의 r분신』， 『우스운 인간의 꿈』， 『악어』， 『온순한 여자』， 『보보 

끄.!l，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와 『개의 심장』 등이 있다. 이들 러시아 

작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문학에서 리얼리티만 가지고는 인간과 우주의 비 

밀과 진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판타지야는 리얼리티와 더불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숨겨진 비밀스런 참진실은 리얼리티와 판타지야의 

절묘한 조화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요소의 강조로 되는 것은 아 

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도스또예프스끼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환상 

문학의 성격이다. 그의 단편 소설을 실제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여 그들 작품 

에 나타난 환상의 미학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11. 현실과 환상의 미학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에서 환상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언제나 

환상을 통해 리열리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 

인 거짓의 리열리티가 아니라 참리얼리티이다 이 말은 바체슬라프 이바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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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 reaJ iabus ad realiora 가시적인 실재에서 더 높은 참된 실재로”라는 말 

의 의미와 유사하다 사실 이바노프의 말은 상정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경구이지만， 지금 그의 말은 언제나 인간의 진실과 본질을 추구하고자하는 도 

스또예프스끼의 리열리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모순적인 

말이지만 환상이 없다면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 

력을 갖는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사실성은 핍진성의 기법으로서는 결코 도달하 

기 어려우나 환상적인 형식이나 기법으로는 사실을 좀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스또예프스끼가 문학의 환상성에 남다른 관심올 갖는 이유 

는 환상이 인간 삶의 참 리얼리티에 이르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 

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스또예프스끼의 환상적 리얼리즘 문학을 환상문학과 

등가성을 갖는 문학으로 간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스또예프스끼는 진실한 사실(peaJlbHOCTb)이 환상(fþaHTa-

3H.lI)을 통해서만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환상적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단편소설 『착한 여자 Kpona.ll.g (876)의 〈저자의 말OT aBTopa)에 

서 사실과 환상간의 관계를 저자의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enepb 0 caMOM paCCKa3e . .R 03arJlaBHJI ero <lþaHTaCTH'IeCKHM) , Torna KaK 

C'IHTa~ ero caM B BwcmeA CTeneHH pe때배뻐. Ho lþaHTaCTH'IeCKOe TyY eCTb ne

ßCTBHTenbHO, H HMeHHO B caMoß φ。pMe paCCKa3a, ‘{TO H Haxo*y Hy*H~ ßO~C

HHTb npenBapHTenbHO... Ho He nonycTH OH 3TOA lþaHTa3HH, He cYlllecTBoBano 6에 

H caMoro npoH3BeneHH~ -- caMoro peanbHeßmero H caMoro npaBaHBeßmero npo

H3BeneHHJ! H3 Bcex HM HanHcaHHblx14J 

나 자신은 이 이야기를 최고도로 사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환상적 

〉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으로 환상적인 것이 있다. 그것 
은 이야기 형식 자체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미리 설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가 이런 환상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작 
품 그 자체， 그에 의해 쓰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며 가장 진실성 

있는 작품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환상적인 것이 고차원의 현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는 환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의 기본적인 

14) φ M llocToeBcKI깨， rKpoTKaJ!: φaHTaCTH'IeCKHA paccKa3J , rllHeBHHK nHcaTen꺼~， J1eHHH

rpan HayKa , 1982. 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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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소설의 환상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실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상이 허용된 작품만이 가장 진실되다는 도스또예프스끼 

의 주장은 소설가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예술에 있어서 리얼리티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 대 

다수의 사람들이 환상적이고 예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때때로 나에게는 

현실의 본질로 느껴진다 일상의 일들과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나의 
견지에서 보면 리얼리즘에 가깔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당신은 어느 신 

문에서나 완전히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인 사건을 다룬 기사를 발견 

할 것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그 기사들은 환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기 

사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리열리티이다. 그러나 나의 환상소설 r백치』는 리 

얼리티가 아니다. 그런 인물들은 이 순간에도 대지와 떨어져 있는 사회 계급 

속에 존재한다 - 그런 사회 계급은 현실에서는 환상이 된다 "15) 

환상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도스또예프스끼는 환상적인 것이란 현실적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사건들을 외적으로 가능케 하는 상상적인 것만이 아니 

라， 어떤 사건을 더욱 핍진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요소라고 생각하였 

다. 

“예술에서 환상적인 것이란 한계와 규칙이 있다. 환상적인 것은 당신이 

그것을 거의 믿어야만 될 정도까지 현실적인 것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16) 

러시아 상징주의자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환상적인 것에 대한 정의 역 

시 현실과 환상과의 관계에 대한 홍미 있는 견해를 보여준다. 그는 환상적 요 

소의 기능이 외적인 가능성과 내적인 확실성의 상실 사이에 있는 모순적 통 

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삶을 단순하고 세심하고 투명한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 

과 모순된다 그것은 사실적이 아닌 옵시 조잡한 사실주의가 될 것이다 .. 인 

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외면적인 일상적 관계 아래는， 또 다른 어떤 운명 

15) Malcolm V. Jones, Letter to N. N. Strakhov from Florence, 26 February / 10 
March 1826, Dostoevsky ajter Bakhtin: Readings in Dostoevsky's Fantastic 

Re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2. 
16) φ M. llOCToe8 Cf이깨 ， nORHoe Co6pðHHe Co~까feHH꺼 B Tpn'1Uðm TOMðX, 25, c.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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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의 관계가， 말하자면 결코 예기치 않게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영원 

한 궁극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 바로 여기에 진정한 환상적인 것의 훌륭한 
특정이 있다 그것은 결코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현상 

들은 결코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신비적인 의미를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그것을 시사하고 암시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환상적인 것에는 일반적으로 항존하는 현상들의 관계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구할 수도 있는 외적이며 형식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 설명은 

궁극적으로 내적인 확실성은 상실하고 있다 "17) 

문학은 해석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다. 우리에게 사실로 

느껴지는 것을 문학적 양식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의 독특한 양식을 요구한다. 

문학은 세계와 우주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비유이다. 문학에서는 모든 것이 

허구이며， 또 이 허구를 통해서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도스또예프스 

끼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한 핍진성만으로 차원 높은 현실세계를 드러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오히려 그는 환상적인 여러 기법을 통해 비 

로소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참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고 여겼다. 

2.1 진리가 구현되는 환상적인 시간과 공간 r우스운 인간의 꿈』 

도스또예프스끼는 환상적 리얼리즘의 대가이다. 그의 대표적인 환상소설로 

분류되는 『우스운 인간의 꿈』은 환상적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 

다. 바흐젠은 <환상적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단편소설 『우스운 인간의 

꿈』을 『보보끄』에 이어 장르적 견지에서 볼 때 두 번 째로 중요한 작품이라 

고 평가하였다l'보보끄』가 전통적인 메니페아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스운 인간의 꿈』은 메니페아의 변형인 “몽상적 풍자”와 “환상적 여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장르는 메니페아 장르 발전의 후기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 유토피아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토도로 

프가 『환상문학 입문』에서 강조하듯이 환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는 현실 

과 초자연적인 것과의 경계성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연 

계성 속에서 파악해야하는 개념인 것처럼 환상 역시 그 양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괴기와 경이와의 연관성 아래 이해해야 한다. 토도로프는 환상이 지닌 

17) B. CO .nOBbëB , rnpellHc .noBHe K <YpμplO) rpalþa A. K TOJJCTOrO J , Co6paHHe CO 'lHHeHH.꺼 

5, Bruxelle: Foyer Oriental Chretien, 1996, CC. 366-376. 



환상의 미학: 도스또예프스끼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135 

모호성과 경계성 때문에， 환상의 반대선 상에 있는 듯이 보이는 현실과도 펼 

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독자의 망설임이 환상문학의 첫 번째 조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러므로 환상과 현실은 반드시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동전의 

양변인 것이다. 

환상이나 공상의 모태가 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희망 사항인 경우가 많다. 또 흔히 환상 속에서는 현 

’ 실이 부정되지만， 이 현실 부정 속에는 언제나 현실 비판이 주축을 이루고 있 

다. 이러한 환상의 일반적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환상이 그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그 환상의 공간 속에서 현실 비판을 통해 삶의 진실성이 드러날 

때이다. 사실주의가 단순히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것처럼， 환상 역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완전한 공상이나 비합리성만올 특징으로 하지 않는 

다. 

사실주의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욱 더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그 

것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완벽한 재현은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현 

실감올 잃게 하고， 진부함만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 

문학의 특성은 현실의 재현이라기 보다는 작가의 독특한 재현 방법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삶의 사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성은 단순한 사실 자체 

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때로는 오히려 사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인 인간이 환상을 통해 인간의 본 

성과 삶의 모습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거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 

고의 사실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러시아 사실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진 고골의 작품에 

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장르 분류상 하위 장르 개념의 환상문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실과 환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갖는 기본 

적인 개념에서 모순이 생겨난다. 표면적으로 사실과 환상은 문학의 양끝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실과 환상이라는 단어의 

일차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실제 고골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순 

점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한 예로 고골의 『코』를 살펴보면 주인 

공 꼬발료프의 코가 5등관이 되어서 빼쩨르부르그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현상 자체는 환상적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코가 사람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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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가 살아서 룹아다니는 상황 설정 자체가 아니다. 그러한 환상적인 상 

황 설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전까지는 잘 다루어지 

지 않았던 인간의 어두운 측면， 즉 당시의 빼쩨르부르그라는 대도시에 산재해 

있는 인간의 속물근성인 것이다. 즉 코가 5등관이 된다는 설정이 그러한 설정 

에서 생겨나는 환상성보다는 코가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허위의식이 

독자에게 더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의 

끝에 귀신의 출현 역시 환상을 통해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도스또예프스끼의 f우스운 인간의 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스운 인간은 진보주의자이자 악의에 찬 빼쩨르부르그 시민이며， 사회와 동 

료들로부터 소외당한 희생자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등장 

하는 지하생활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작가는 그러한 유형의 인간올 종종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구화된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비극을 조명하기 위해서였 

다. 그의 존재는 지적 추상주의와 에고이즘에 갇혔고， 그의 감정은 에고이즘 

으로 불구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신앙심이 없는 유럽인들처럼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존재로서 황폐한 빼쩨르부르그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유령과도 

같았다. 우스운 인간이 그러하다. 그의 영혼은 침입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빈 공간을 떠돌아다닌다. 이러한 정신적 공허함으로 파괴된 우스운 인간은 의 

미 없는 우주의 폭력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논리적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11월 어느 추운 겨울밤에 권총 자살할 것올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게 되고， 이때부터 그 

의 꿈은 시작된다. 

우스운 인간이 잠든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꿈의 세계는 분명 환상의 공간 

이다. 꿈의 시작은 자살의 기도로 시작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꿈에서 

는 현실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총을 머리에 쏘지 않고 가슴에 대고 쏟다. 

자살 후 그는 무덤에서 나와 무한 공간을 여행하게 된다. 사후세계로 예상되 

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아 생전에 구름 사이에서 보았던 작은 별 시리우스 

를 발견한다. 주인공은 사후에도 살아 있음을 알게 된다. 미지의 공간을 헤매 

다가 생전의 태양계와 동일한 새로운 태양계를 보게된다. 관속에서 나와 누군 

가에게 이끌려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이 세계는 우스운 인간이 

그 동안 살아온 무관심과 이기심， 불신과 타락이 만연한 세계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아름다웅과 순수함，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가 유지되고 있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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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이다. 그는 이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나와 너의 다름이 구별되지 않으 

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목가적 황금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18)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인 우스운 인간은 그 유토피아 세계를 타락시키는 

원천이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란다. 그는 원죄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 자책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지상에서의 삶에 낙원보다도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던 그는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 우스 

운 인간은 자살하기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권총을 옆으로 밀어젖히고는 자신 

이 되찾은 새로운 삶에 환희를 느낀다. 

꿈에서 깨어난 후 우스운 인간은 진리의 전도사가 된다. 꿈속의 세계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혼자만이 진리를 알게된 우스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진리를 아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 

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어도 자신이 “진리의 살아 있는 모습”을 체험했다 

고 믿는 우스운 인간은 “자기 자신처 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메시지의 전도사가 되고자 한다. 그는 환상공간에서 얻어 

진 교훈을 통해 모든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설 

정 속에는 어떤 내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한 듯이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진리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는 합리와 이성의 세계는 주인공으로 하여 

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무의미한 공간인 반면， 우리가 환상이며 비합리라고 

부르는 꿈의 세계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진리의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우스 

운 사람에게 있어서 꿈의 공간은 현실의 공간보다도 더 사섣적이고 역동적이 

며 에너지가 충만한 사실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꿈과 현실의 전도된 

관계는 우스운 사람도 인정하고 있다. 

18) Ernest Simmons에 의하면 『우스운 인간의 꿈』은 황금시대 (Golden Age)에 대한 

도스또예프스끼의 신념을 재조영하는 것이라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는 황금시 

대를 믿고 있었다‘ 「죄와 별』에서 도스또예프스끼는 라스꼴리니꼬프를 통해 황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황금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 

고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는 우스운 인간의 목소리와 홉사하 

게 황금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스또예프스끼는 신에 대한 신념을 통해 

인간은 우스운 인간이 묘사했던 것과 같이 행복하고， 죄 없는， 유쾌한 인간으로 다 

시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Edward Wasiolek, Dostoevsky: The Major 

Fiction , Cambridge: The IVI. I.T. Press, 1964, p. 144-148 을 참조하시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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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 llpa3HJl T MeHJl Tenepb TeM, lfTO Bellb 3TO 6“JI TOJlbKO COH. Ho Hey*eJlH 

He Bcë paBHo, COH HJlH HeT, eCJlH COH 3TOT B03BeCTHJI MHe HCTHHyl Bellb eC JlH 

pa3 y3HaJl HCTHHy H yBHlleJl ee, TO Bellb 3Haewb, lfTO OHa HCTHHa H llpyroH 

HeT H He Mo*eT 6blT b , cnHTe Bbl HJlH *~’ BëTe. Hy H nycTb COH, H nycTb, HO 3Ty 

*H3Hb, KOTOpylO Bbl TaK npeB03HocHTe, Jl XOTeJl noraCHTb caMoy61써CTBOM ， a COH 

MOH, COH MOH, - 。’ 。H B03BeCTHJI MHe HOBylO, BeJlHKylO, 06HOBJlëHHyl。’ CHJlbHylO 
*H3Hb!19) 

사람들은 그것이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를 비웃겠지. 하지만 이 

꿈이 나에게 진리를 일러준 것이 사실인 바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임 

에 틀림이 없으며， 잠들어 있었거나 깨어있었거나， 그 밖의 진리는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어떻든 그저 보통 꿈이라 해도 괜찮다 아아， 그 꿈은 새롭 

고 위대하고 부활된 강한 삶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우스운 인간의 꿈은 죽음에 임하여 마지막으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 

한 매개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살로 끝마치려던 

자신의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꿈속에서 자살을 한 후 자신의 

동반자에 의해 어디인가로 이끌려 갈 때부터 이미 현실에서는 갖지 못했던 

삶에의 욕구가 우스운 인간에게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현실에서는 자신에 대 

한 타인의 모욕과 업신여김을 순순히 인정하던 그가 이제는 환상의 공간에 

임해 그것을 굴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H eCJiH HallO 6WTb cHoBa, - nOnyMaJl Jl, - H *HTb OnJlTb no lfbeA-TO He

yCTpaHHMoA BOJle , TO He XOlfy, lfT06 MeHJl not5ellHJlH H YHH3HJiH!20> 

정말 그렇다면， 다시 또 생존해야 한다면 ... 누군지 모르는 자의 거역할 수 
없는 의지에 의해 또 다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정복을 당하거나 굴욕을 당 

하기는 싫다1" 

이처럼 우스운 인간에게 꿈이라는 환상은 삶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 준 현 

실 그 자체보다 더 사실적인 의미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꿈과 현실의 관계는 

뒤집혀진 현실의 삶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작품 

19) φ M. llocToeBcKHA, <COH CMeWHoro lfeJlOBeKa: tþaHTacTHlfecKHA paCCKa3 >, flOJ1HOe CO 

6pllHHe CO'lHeHHiI B TpHOUllm TOMllX 25, JJeHHHrpall: HayKa, c. lO9 
20) TaM *e. - C.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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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환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삶의 진실성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환상과 현실의 관계를 잘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 

상적 리열리즘을 실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COH, JleCKaTb, B때eJl， 6peJl, raJUllOUHHaUHIO)). 3x! HeY*TO 3TO npelolYJlPo? 

A OHH TaK OPJllITCJI! COH? 'ITO Tal<Oe COH? A HaWa TO *H3Hb He COH? 1) 

〈꿈을 꾼 거 , 헛소리 , 환상에 지나지 않아〉라고 그들은 말한다. 뭐! 

너희들은 그게 현명한 건 줄 아냐? 꿈이라니? 그 꿈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 

리 인생이 원래 꿈 아닌가?" 

도스또예프스끼는 꿈이 갖는 예술적 가능성올 거의 모든 변형과 뉘앙스를 

통원해 최대한으로 이용한 작가이다. 일반적으로 꿈은 삶의 통일성올 파괴하 

거나 별개의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한 꿈은 삶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서 현실과 대치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우스운 인간의 꿈』의 꿈은 독특한 예 

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꾸로 된 세 

계를 보여주었다. 인간도 꿈속에서는 별개의 인간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 

아 꿈으로 자신올 시험하고 검토한다. 꿈과 더불어 전개되는 화자 우스운 인 

간의 자의식의 변형되는 과정이 주도적 폴롯을 구성한다. 이처럼 꿈속에서 우 

스운 인간은 관념을 가진 인간으로 변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서 실험되고 있다. 그는 꿈을 통해 새로운 영혼을 체험하고 자신의 실존적 지 

평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꿈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는 메니페아식 전통은 유럽문학의 발전 속에서 다 

양한 변종과 뉘앙스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중세 문학의 “꿈속의 환상" 16세기 

와 17세기의 그로테스크 풍자， 낭만주의의 동화적 상정적인 꿈， 사실주의 소 

설의 심리적 사회 유토피아적 꿈， 인간을 부활시켜 새롭게 변하는 숙명적인 

꿈 등이 좋은 예가 된다. 라스꼴리니꼬프， 스비드리가일로프， 므이쉬낀， 이뿔 

리뜨， 베르실로프， 알료샤， 드미뜨리 까라마조프가 꾸었던 꿈과 이들이 각각의 

소설 속에서 사상적 구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종합해보면， 도 

스또예프스끼의 작품에서 꿈의 파국적 변종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Ir우스운 

인간의 꿈』 역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TaM *e. -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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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제목은 『우스운 인간의 꿈』이다.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꿈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적인 시공간의 변 

화를 살펴보면 현실 (AJ) • 꿈 • 현실 (A2) 이다. 작품의 시작과 끝은 모두 현 

실의 공간 속에서 묘사되지만 꿈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매개로 하고 있는 

이전의 현실 (AJ)과 이후의 현실 (A2)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현실과 꿈 사 

이의 대비 관계는 마치 정반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현실(合A2)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우스운 인간이 꿈에서 깨어난 후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현실 (A2)은 이전의 현실 (AJ)과는 다른 삶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넘치는 긍정적인 세계로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세계의 변 

화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환상의 공간이다. 

우스운 인간이 꿈을 꾸기 전에 존재했던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는 여러 가 

지 면에서 변별된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공간 묘사에서 드러난다. 현실 세 

계의 풍경은 어둡고 음산하게 묘사되는 반면， 꿈의 세계는 밝고 희망에 가득 

찬 환희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 3TO 6어JJO B Mpa'lHI>Il!, caμ퍼꺼 Mpa'lHhll! Be'lmep, KaKol! TOJJbKO MOll<eT 6h1Tb. R 

B03Bpall\aJJC jI Tor‘.lla B O.ll'‘iHHa.auaTOM '1acy Be'lepa .llOMOl!, H HMeHH。’ nOMHIO, jI 

nO.ayMaJJ, '1TO y* He MOll<eT 뻐Tb 60JJee Mpa'lHOrO BpeMeHH. ~alI<e B ~H3H'IeCKOM 

OTHO빼eHI깨. llo:k.llb JIHJI 8eCb lIeHb, H 310 CíbIJI caMhlA XOJlo l1HhlA H Mpa'lHblA .llO*.llb , 
KaKOl! -TO .lla:ke rpo3Hh1l! .llO*.llb.22) 

그것은 어느 음산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음산한 밤이었다. 나는 그때 

밤 10시가 지나서 집에 돌아가는 도중이었는데 이보다 더 음산한 때는 없으 

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었다. 자연 현상도 그러했다. 하루 종 

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아주 차갑고 음산한 비， 인간에 대한 단호한 

적의를 품은 무서운 비였다 

“KOMHaTa y MeHjI 6e.llHajl H MaJJeHbl< ajl , a OKHO '1ep.lla 'lHOe, nOJJyl<pyrJJoe. Y 

MeHjI KJJeéH4aThll! .llHBaH, CTOJJ, Ha KOTOpOM KHHrH, .llBa cTyJJa H nOI<。꺼Hoe Kpe

CJJO , cTapoe-npecTapoe, HO 3aTO BOJJbTepOBCKoe.징) 

내 방은 매우 빈약하고 협소하며 지웅 밑 다락방처럼 반원형 창이 하나 

붙어 있다. 그 안에는 모조가죽을 씌운 소파， 책이 놓인 책상， 의자가 두 개， 

22) TaM :!<e , - c , 105. 
23) TaM :!<e , - c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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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볼테르식 안락 의자가 하나 있다 

여기서 현실세계 (Al)는 『죄와 벌』의 라스꼴리니꼬프가 고리대금업자인 노 

파를 죽이러 가던 빼쩨르부르그의 뒷골목을 상기시킨다 r우스운 인간 꿈』의 

공간은 자연마저도 인간에게 적의를 품은 듯한 음산한 비를 뿌려 댄다. 또 주 

인공이 기거하는 방은 『악령』의 스따브로긴이 자살하는 다락방의 꼭대기나， 

라스꼴리니꼬프의 밀폐된 방처럼 어둡고 음산하며 그 안올 구성하고 있는 디 

테일조차도 내부의 적막함에 통조하는 듯 건조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주 

인공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현실의 공간은 적막하고 음산한 기운 

이 감도는 도스또예프스끼 특유의 고립된 공간이다. 

그러나 꿈의 공간은 배경 묘사나 자연 묘사에서부터 현실공간과 변별된다. 

도스또예프스끼가 꿈에서 본 낙원의 세계를 묘사할 때， 그는 프랑스 풍경화가 

인 클로드 로랭 Claude Lorrain(1604-82)의 영향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클 

로드는 주로 지중해의 고전미와 해가 뜨고 질 때의 빛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겼다 24) 우스운 인간이 사람의 꿈속에서 맞이하는 세상은 태초의 인류가 살 

았던 에멘 동산이나 고대의 목가적 황금시대처럼 빛과 아름다움올 발산한다. 

“ 11 BlIPyr, COBCeM KaK !5b1 l1JIll MeH.5I He3aMeTHO, cnn Ha 3TOII .!Ipyroll 3eμne 

B JlpKOM CBeTe COnHe'lHOrO, npeneCTHOrO, KaK pall, .aH.5I... })aCKOBOe H3YWPy.!lHoe 

Mope THXO nneCKanO 0 6epera H n06퍼3ano HX C nlO60BbIO, .5I BHOII, BH.!IHMOII, no

'ITH C03HaTenbH。κ BblCOKHe , npeKpaCHble .!IepeBbJl CTO껴nH BO Bcell pOCKOMH CBO

ero UBeTa, a 6eC 'IHCneHHble nHCTO 'lKH HX, JI y!5e ll<.!I잉H B TOM, npHBeTCTBOBanH 

MeHJI THXHM, naCKOBWM CBOHM myMoM, H KaK 61>1 Bl>lfOBapHB anH KaKHe-TO cnOBa 

nI06BH. MypaBa fopena JlpKHMH apoMaTHbI뻐 UBeTaMH.25) 

나는 갑자기 낙원처럼 화창한 햇빛올 찍면서 이 다른 지구 위에 서있었 

다 ... 부드러운 에머랄드빛 바다는 조용히 물결치면서 거의 의식적이라 할만 
큼 명료하게， 사랑스러운 해변을 쓰다틈고 있었다. 커다량고 멋진 나무가 화 

려한 색채를 자랑하듯 솟아 있었고 무수한 잎사귀들은 다정스런 속삭임으로 

24) F. M. Dostoevsky, The Dream of A Ridiculous Man. Edited with instruction, 

notes and vocabularγ by W. J. Leatherbarrow, Bristol: Bristol Classical Press, 
1994, p xii. 

25) φ M. llOCToeSCK때， <COH CMeWHoro 'IenOseKa> , nOfiHoe co6paHHe CO~HHeHHH B TPHO

ua TH TOμax 25, J]eHHHrpan: HayKa , 1983, 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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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환영하며 마치 무슨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싱싱한 풀은 눈부시 

고 향기로운 꽃들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밖에도 현실의 공간(AI)에서 우스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 

고 삶의 마지막 즉 죽음을 결심하는 반면， 꿈속의 공간은 온통 생명에 대한 

느낌과 생명의 충일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세상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태양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닥원， 말하자연 “원죄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은 땅”이다. 또 현실세계에는 우스운 인칸을 붙들고 울며 고통을 호소하던 

여자아이가 존재했던 것에 반해， 꿈의 세계 속에는 아이들이 행복의 새로운 

참가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곳은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 사물과 사람 사 

이의 경계가 없고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공간에 

서의 웃음은 타인들이 나에게 보내는 조소가 담긴 비웃음이었던 것에 반해서， 

꿈속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에 가득찬 웃음이 

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변별성이 부 

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존재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환상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 

치하고 있는 꿈의 공간에서이다. 그리고 우스운 인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꿈의 공간을 방문한 후 진정한 삶의 진리를 톰소 깨닫게 되고，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전에 죽음을 결심했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진리”를 전도 

할 수 있는 삶으로 충만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즉 이 작품의 꿈은 환상적 

인 슈제뜨를 구성하는 하나의 예술적 장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 

성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도출해내는 가장 역동적인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우스운 인간의 꿈』속에는 여자아이가 여러 번 등장한다. 이 어린아이는 여 

넓 살 가량의 소녀로 화자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날 당시 머리에는 수건을 뒤 

집어쓰고， 흩껍데기 옷을 결치고， 온 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흠빽 물 

에 젖은 낡은 신발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 소녀에 대한 언급은 4장을 제외 

한 각 장에서 매번 등장한다. 1장에서 우스운 사람과 소녀와의 첫 만남을 제 

외하고는 모두 우스운 사람의 상념 속에서만 여자아이가 등장한다. 1장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스운 인간이 11월 3일에 별을 보며 자살을 결심 한 순 

간에 이루어진다. 조그만 별이 그에게 무엇인가 암시를 주자， 우스운 인간은 

오늘밤에야말로 그 동안 계획해 온 자살을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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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화자의 팔뚝을 붙 

잡는다. 하지 만 화자는 정 확하지 않은 울음 섞 인 말투로 “엄 마! 엄 마!"를 부르 

며 도움올 청하는 소녀를 무정하게 내쫓아 버린다. 

1장의 우스운 인간은 여자아이와의 첫 만남으로 인해 자살을 미루게 된다. 

2장의 도입부에 가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화자의 두 번째 상념이 계속된다. 

우스운 사람은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바에야 그러한 여자아이의 존재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측은함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다. 즉 자살이 결행되기 이전에 그가 완전한 무(無)로 돌아가기 전까 

지는 분노나 수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자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명상에 잠겨 있던 우스운 인간은 어느새 잠들고 만다. 

세 번째 만남 역시 우스운 인간과 아이의 실제 만남은 아니다. 이번에는 꿈 

속에서 자살올 단행한 화자가 환상의 공간 속에서 여자아이의 형상올 떠올린 

다. 

“ BCKpHKHBaA ~， COTp~Ca~Cb OT Heynep*씨~oR ， BOCTOp*eHHOR ~6BH K T09 pon

HoA npe:ICHeA 3eMJIe, KOTOPYJO ~ nOKHHyJl. 06pa3 6enHoA neBO'lKH, KOTOPYJO ~ 0-

따neJl， npoMeJlbKHyJl nepenO 뻐。10 26) 

나는 내가 버리고 용 지구에 대한 열렬한 얘갱에 폼을 떨면서 절규하였 

다. 그러자 그 가없은 여자 아이， 내가 구박올 한 그 가없은 여자아이의 모 

습이 눈앞을 스쳤다 

이 환상의 공간 속에서 떠오른 여자아이의 의미는 첫 번째 만남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하다. 우스운 인간이 처음으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 것은 타 

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조소당해 왔다고 생각해 온 그가 이 세상에 

서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우스운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불신과 고통의 

세계였으며， 그는 이 세계에 대해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HMeHHO -- 3TO 6~J10 nOCTHrWee MeH~ OnHO y6e*neHHe B TOM, '1TO Ha CBeTe 

Be3ne Bcë paBHO. .Il 04eHb naBHO npen4yBcTBoBaJl 3TO , HO nOJlHOe y6e*neHHe 

26) TaM *e. -- c. 111 



144 러시아연구 재9권 채2호 

lI BHJJOCb B nOCJJenHHA ron I< a l< -TO Bnpyr. 51 Bnpyr nO 'lyBcTBOBaJJ, '1 TO MHe BC1! 

paBHO 6μJJO 6μ， cy~ecTBOBaJJ JJH 6w MHP, HJJH eCJJH 6 HHrne HH 'IerO He 6WJJo. 51 

CTaJJ CJJWwaTb H '1yBcTBoBaTb BceM cy띠eCTB。μ MOHM, 'ITO HH 'IerO npH MHe He 

6WJJo.27)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 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훨씬 전부터 그런 예감을 가지고는 있 

었으나， 그것은 지난해부터야 완전한 확신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나는 세계 

가 존재하거나， 혹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거나 내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나는 내게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자살에 대한 결심으로 인해서 우스운 사람은 매정하게 여자 

아이를 돌려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우스운 사람이 세 번째로 여자아이의 형상 

을 떠올린 것은 세계에 대한 불신과 무정체성이 팽배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 

려 그 반대로 그 자신이 버리고 온 지구에 대한 열렬한 애정에 톰올 떨며 절 

규할 때이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올 찾지 못하고 부유하는 인물인 

우스운 인간이 그 순간 여자아이를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 이후 

에 느꼈던 죄책감이나 연민 때문에 다시 이 여자아이를 떠올린 것일까?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인 “그리고 나는 그 여자아이를 찾아냈다.“….“ 

지구에 대한 애정을 느낀 순간 그가 떠올린 세 번째 여자아이의 형상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한 묘사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즉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는 그 아이에 대한 묘사가 더 이상 작품 속에 동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면 우스운 사람이 떠올린 세 번째 여자아이의 형상과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 

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마도 이 작품 속에서 여자아이가 

갖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 열쇠는 이 여자아이가 부재하는 공간인 3장 후반부에서부터 5장 중반부 

까지의 꿈의 공간 묘사에 담겨 있다. 환상적인 꿈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스스 

로 생명의 불을 끄고 작별한 그 지구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 

닫는다. 그리고 지구의 또 다른 복제불과도 같은 새로운 세계에서 그는 유토 

피아와도 같은 낙원의 시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모습과 

27) TaM :l<e. - 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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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만난 여자아이와의 연결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계를 

묘사하는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꿈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마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처 

럼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HHKona X He BH~BaR Ha HameR 3eM기e TaKOR KpaCOTU B qeROBeKe. Pa3Be 

RHmb B lleTXX HamHX, B CaM버e nepB꾀e rOIlbl HX B03paCTa, MOJICHO !ÍU !Íuno HaRTH 

。TllaRëHHI때， XOTX H CRa !Í1뻐 OT!ÍReCK KpaCOThI 3TOR.... B CROBaX H rOROCax 3THX 

JI10lleR 3ByqaRa lleTCKU paIlOCTb.28l 

나는 우리들의 지구에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웅을 본 일이 없다. 

다만 우리들의 어린이들에게서， 그것도 아주 어릴 때에， 그 아릅다움의 어렴 

풋한 반영을 볼 수 있올 뿐이었다 ... 그들의 말과 목소리에는 어린이처럼 천진 
난만한 기쁨이 올리고 있었다” 

“ OHH 뻐RH pe3BhI H BeCeRhl, KaK lleTH. OHH CíRyJlCllaRH no CBOHM npeKpa대뻐 

p。‘aM H ReCaM, OHH neRH CBOH npeKpaCHhle neCHH... OHH panOBARHCb JlBJIj[B.HN

CX Y HHX neTJlN, KaK HOBhIN yqaCTHHKaM B HX !ÍRaJICeHCTBe. 씨eJICnY HHI깨 He 6un。

CCOp H He 6h1RO peBHOCTH, H OHH He nOHHMaRH nue, qTO 3TO 3HaqHT. Hx neTH 

6h1RH neTbMH BCeX, nOToMy qTO BCe COCTaBRXRH OnHy CeMblO•29l 

그들은 어린이처럼 영랑하고 활달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수풀올 거닐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들 행복 

의 새 로운 참가자로서 환영 했다. 그들 서로간에는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으 

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모두 한 가족올 이루고 있었으므로 어린이 

는 그들 모두의 어린이였다." (밑줄은 역자 강조) 

이처럼 꿈속에 펼쳐진 유토피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이의 모습이다. 즉 이 유토피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는 

표면적으로는 발랄하고 명랑하며 때묻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고 있지 

만， 내적으로는 인류최초의 낙원인 에멘 동산， 혹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돌아 

가기를 바라고 있는 유토피아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원초의 아름다웅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는 순수의 세계를 암시하는 상징체계이다. 

28) TaM *e. - c. 112 
29) TaM *e. - c.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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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수한 세계는 오염되고 타락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우스운 인간이 자살하기 직전에 나타난 여자아이는 이 황금시대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꿈과 현실의 경계에 존재하며 현 

실의 세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끈과 같은 역할을 한 

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의 여자아이가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던 것은 아마도 

우스운 인간이 환상 세계 속에서 경험하게 될 낙원의 타락에 대한 암시이거 

나， 이미 황금시대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즉 현실 세계 속에서 황금시대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우스운 인간에게 울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꿈과 현실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두 세계의 매개 역할을 하 

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현실 속에서는 세계를 불신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한 

화자 앞에 나타났지만， 환상의 세계 속에서는 지구에 대한 애정에 폼부림치는 

화자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스운 인간은 지구에서 별세계로 삶을 

연장시켜 보았지만 그의 의식은 결국 지상의 삶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작품의 마지막에 동장하는 우스운 인간의 마지막 독백은 일종 

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환상의 공간 속에서 닥원의 폰재와 그것의 

타락을 목격한 우스운 인간은 타락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황금시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즉 “생명의 의식보다 생명 자체가 더 고귀하며， 행복의 법칙보다 행복 자체가 

더 고귀한 세상”은 바로 인류의 원초적인 아름다웅과 순수함이 만연했던 과 

거의 낙원으로서， 그 시공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인물은 바 

로 우스운 인간이 자살 직전에 만났던 여자아이였던 것이다. 여자아이는 그 

자체가 진리이다. 모출스끼 Mochulsky는 어린 소녀의 이미지가 세계의 영원 

한 여성적인 원칙과 대지의 신비스런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모성으로서의 회 

귀와 <어머니-대지〉와도 관련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사상은 솔로비요프 

Soloviev의 <영원한 여인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진리가 언급될 때 수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언어 문제이다. 진리란 말로 표 

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크 

리스토퍼 파이크 Christopher Pike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언어는 부정 

적인 것이다. 꿈을 꾸기 전에 우스운 인간은 말올 거의 하지 않는 인물로 그 

려지고 있다. 그는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경멸하였으며， 도움을 요 

청하러 다가온 소녀에게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꿈에서 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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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던 사람조차 다른 행성의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직관으로만 

서로 소통될 수 있었다. 그의 의식적인 존재는 언어의 공허함과 잘 어울렸다. 

우스운 인간이 화자로서 그나마 말올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의 꿈에서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모티프를 통해 도스또예프스끼 

는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어 온 이성과 언어담론의 무의미함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언제나 고통과 수난을 통해서만 구원올 받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 작품에서도 예외 없이 주인공 우스운 인간은 현실공간이든 환상공 

간이든 어느 공간에서나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올 체험하게 된다. 유토피 

아의 공간은 이미 만들어진 행복의 공간이 아니다. 인간 자신이 실제로 체험 

을 통해 알게 된 진리와 행복만이 참진리요 참행복인 것이다. 우스운 인간은 

그런 진리와 행복올 현실공간과 환상공간 양쪽에서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이다. 

작가는 공간 이동올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 추적의 목적은 인간이 원죄 의식에서 자 

유로울 수 있는가를 증명해보는 것이었다. 우스운 인간은 타락된 현실공간올 

떠나 인류가 바라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이동해보았지만 결국 그 

공간도 자신이 떠나온 지구처럼 타락의 공간으로 변하였다. 인간은 공간이통 

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스운 인간 자신이 자기를 우습다고 한 것이나 

타자가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한 것이나 결국은 통일한 인간에 대한 언어의 

변주일 뿐이다. 인간의 삶의 세계가 유토피아니 디스토피아니 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자의식 속에 뿌리 내려진 자기의 가치 판단일 뿐이다. 

어쨌든 도스또예프스끼는 지상에 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인류는 서로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스운 인간 자신이 경험한 세계 즉 낙원에 대 

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관심 대상이 인류에 

대한 사랑 즉 인간 개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황금 시대에 대한 우스운 인간의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영적인 

부활을 고양시키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스운 인간의 꿈』이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은 지상낙원과 동포애를 다 

루고자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이 인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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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속에서 언젠가 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2 메니페아 풍자의 환상적 시간과 공간 r보보끄』 

도스또예프스끼의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는 평을 듣는 r보보끄』는 

그의 모든 창작의 소우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창작품에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창작의 관념， 테마， 이미지가 아주 날카롭고 적나라 

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초자연적인 환상 공간을 

통해 인간 삶의 도덕적인 면을 다양하게 풍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흐씬은 f보보끄」를 대표적인 메니푸스식 풍자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메니푸스식 풍자란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철학자 메니푸스의 이름올 따서 붙 

여진 용어이다. 문학에서 메니푸스식 풍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카니발적 세 

계관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올 해왔다. 이 풍자는 플롯과 철학적 상상력이 유난 

히 자유로우며， 세계문학을 통틀어 상상력과 장르의 환상성에 있어서 어떤 장 

르보다도 자연스럽다. 환상소설로 간주되는 r보보끄』는 메니푸스 풍자의 특정 

인 환상적인 플롯을 골격으로 하고 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주인공(화자)인 

이반 이바느이치가 우연히 망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는 설정은 분명 초 

자연적이고 환상적이다. 또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환상 세계를 너무나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며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메니푸스식 풍자의 상상력과 환상의 대담성은 철학적 보편주의 및 미시적 

세계관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 풍자 장르는 “최후의 질문”을 던 

지는 장르로서 바로 여기서 최후의 철학적 입장이 실현된다 r보보끄』에서 사 

용되고 있는 환상적인 플롯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후 세계와 지상 세계의 삶，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표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작 

가는 망자들의 대화와 그것을 듣고 판단하는 화자의 말올 통해서 현실 세계 

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속물적인 계급 사회의 속성을 비판한다. 즉 화자는 

사후 세계 역시 일상적 삶과 다를 바 없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그리고 계급 

제도와 속물근성만이 팽배한 세계임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망자들이 사 

용하게 될 관의 등급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의 계급제도를 버리지 못하 

는 인간의 명예의식과 속물근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스운 인간의 꿈』에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모티프가 주인공이 꾸 

는 꿈이었다면보보끄』에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망자틀의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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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 플롯이란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 상황 설정이라 할 수 있다 r우스운 

사람의 꿈』에서 현실과 대비되는 꿈의 세계가 더욱 생생하고 사실적인 것으 

로 묘사된 것처럼， 이 작품의 환상세계 역시 현실에서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 

껴지는 삶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현실과 다르리랴고 

생각한 막연한 사후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속물적인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더 큰 실망올 느끼 

게 한다 

“Pa3BpaT B TaKOM MeCTe, pa3BpaT nOCne~HHX ynoBaHHA, pa3BpaT ~P~Õl따X H 

rH빼빼X TpyuOB H ~a*e He .a~ nOCne~HX WrHOBeHI깨 C03HaHH~! 11M ~aHbI， no

~ape뻐 3TH WrHOBeHH~ H .... A rnaBHOe , rnaBHOe, B TaKOW MeCTe! HeT, 3TOrO ~ 

He Mory ~OnyCTHTb ... 3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 타락， 마지막 희망의 붕괴， 축 늘어져서 썩어 가는 시 

체들이 행하는 음탕한 수작들이라니. 그것도 의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 

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베풀어졌는데도 ... 더욱이， 더욱이， 이 
런 장소에서까지 그럴 수가! 아니， 나는 이런 일올 용납할 수 없다 ... 

『우스운 인간의 꿈』에서 현실과 환상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초의 아 

름다움과 순수함의 상징인 여자아이였다면 r보보끄』에서 환상과 현실올 연결 

하고 있는 것은 작품 제목인 “보보끄”라는 의성어이다. 이 “보보끄”라는 의성 

어는 썩은 시체가 6주에 한 번씩 내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아직 생명올 다하 

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 내고 있는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것 이 다. “보보끄”라는 말은 “콩알”이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콩알 

은 성서적으로 해석할 때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씨앗”에 흔히 비유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마지막 생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사람의 외침 

역 시 콩알이 갖고 있는 의 미 와 공통분모를 갖는다. 즉 “보보끄”라는 말은 생 

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청각 기호일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화자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최초의 청각적인 신호인 것이다. 누군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 

이 화자에게 들려오는 “보보끄”라는 말은 현실과 환상 세계의 연결점이기도 

하다. 결국 화자는 갑작스런 재채기로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 

30) φ M lloCToeBcKH꺼， <50ÕOK> , nOπHoe C06paHHe CO'lHHeHHf1 B TpHlIBa TH TOMax. 21 , J1e

HHrpall: HayKa , 1980, c.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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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그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보보끄”라는 의성어이다. 

이 “보보끄”라는 소리가 화자의 귀에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화자에게 이 “보보끄”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화자가 이제 곧 죽은 자들의 세계， 즉 환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 

는 청각 기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장례식에 가기 전에 “보보끄” 

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제시될 

정각적 효과의 시초로서， 그가 사자들의 세계에 접하게 됨과 통시에 이 청각 

적 효과들은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그가 환상의 세계와 결별함과 동시에 세 

상은 다시 적막에 싸이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 즉 환상의 세계는 

청각기호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화자는 보보끄라는 소리와 함께 이 환상의 공 

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채기 소리와 함께 환상의 공간에서 빠져 나오게 된 

다. 

‘꺼 TyT ~ Bapyr qHXHyA. npOH30mAO BHe3anHO H HeHaMepeHH。’ HO 3빼eKT B버

meA nOpa3HTeJIbHblß. Bc!! CMOJIKJIO, TOqHO Ha KAaaCíHme, HCqe3JIO, KaK COH. Hac

TaJIa HCTHHHO MOrHJIbHa~ THmHHa.31) 

그때 갑자기 나는 재채기를 했다. 무의식중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다. 진짜 묘지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이 작품 속에서 청각적 효과는 지상의 세계와 구별되는 환상의 세 

계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상 공간으로의 출입을 

허용하는 신호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소리의 축제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청각적 효과들이 제시되 

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망자들의 대화”이고， 플롯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건은 사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화자가 듣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오로지 청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통해서 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기도 

하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사자들의 대화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죽 

31) TaM )j(e. - 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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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들의 성격이나 특성이 그들의 외모나 행동이 아닌 목소리나 웃음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육군소장 빼르보예프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당당하다. 그러나 그의 시중을 

들고 있는 레베자뜨니꼬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아첨하는 듯한 

어투가 섞여 었다. 상류 사회의 여자인 듯이 보이는 여자는 까탈스럽고 거만 

한 목소리를 가졌고， 시종일관 홍분하며 화를 잘 내는 아브도찌야 이그나찌예 

바의 목소리는 교태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가하면 점원은 계속해서 딸푹질을 

해대고， 열 여섯 살 밖에 안 되는 새파란 처녀는 연신 키득거리며 불쾌하고 

음탕한 웃음소리를 낸다. 까찌쉬라는 처녀는 유쾌하게 키득거리고， 끌리네비 

치는 귀족적이고 대담하면서도 또 무례하고도 멋을 부린 억양올 갖고 있다. 

이처럼 이 소설의 동장 인물들을 일차적으로 특정짓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개성적인 목소리나 웃음소리이다. 즉 혼자만이 앉아 있는 묘지라는 텅 빈 공 

간에서 이 목소리들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청각 기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 기호를 특 

히 강조한다. 후각 기호에서 독특한 것은 “썩은 냄새”이다. 작중인물들이 모두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썩은 냄새로부터 자유로올 수 없다. 그런데 특 

이하게도 썩은 냄새는 이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거부된다. 특정 인물만이 썩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썩은 냄새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때까지 등장인물들은 서로 이 냄새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우리는 모든 시체들이 거부하던 이 고약한 냄새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고귀 

하다고 여기는 귀족의 시체에서 풍겨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냄새의 주인 

공인 남작 끌리네비치는 이 냄새를 “도덕적 냄새”라고 말한다. 

“Hy 앤( TyT Ham 빼noco$ nycTHnc~ B TywaH. OH 뻐eHHO npo 060H~HHe 3aMe

THn, '1TO TyT BOHb cn뻐HTC~ ， TaK CKa3aTb, HpaBCTBeHHa~ - xe-xe! BOHb 6y

JlTO 6b1 JIYmH, '1To6b1 B JlBa -TH 3THX Mec~lla ycneTb CnOXBaTHTC~.... H '1TO 3TO, 
TaK CKa3aTb, nOCneZlHee MHnOCepJlHe ... 32l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철학자도 구름 잡는 소헐 하고 있어요. 그가 설 

명하는 바로는 지금 느껴지는 악취란 이를테면 도덕적 냄새라는 겁니다. 헤 

헤! 이 악취는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두세 달 동안에 

뉘우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뭐랄까 요컨대 마지막 은총이죠 

32) TaM *e , - c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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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사람들이 가장 고상하고 순 

결하며 선하다고 간주하는 도덕적 존재가 세상에서 최고의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다. 도덕적 악취는 이 작품의 핵심이다. 도덕이라는 미명하에 인류가 저 

질러옹 온갖 만행을 생각해본다면 도덕과 시체 썩는 냄새의 연관성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류는 약자를 괴롭히고 파멸시켜왔다. 따 

라서 도덕적 실체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취인 시체 썩는 냄새라는 모티 

프의 설정은 강한 풍자성을 갖는다. 

『보보끄』에서 죽음의 세계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다른 작품들에서 자주 발견 

되지 않는 묘한 특정을 지닌다. 여기서 작가가 생각하는 사후 세계는-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 죽음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의 죽음 

이 아니라， 삶과 두 번의 죽음이라는 삼차원적 구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즉 

죽음(D)은 보보끄를 말하기 이전의 죽음(Dd과 보보끄를 말하기 시작하면서의 

죽음(D2)으로 구별된다. (D=Dl+D2) 작품에서 우리가 엿듣는 서로 대화하는 시 

체들은 세 차원 중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다. 삶과 죽음， 즉 존재 

와 비존재 사이의 이러한 중간 단계는 단테의 연옥올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 

양상이나 의미는 단테의 연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단테의 연옥은 천상 

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없는 망자들올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다. 연옥에 

서 오랜 시련과 죄과를 치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단테의 연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간 단계요 매개체적 단계이다. 

r보보끄』의 망자들이 떠들고 즐기는 시간과 공간은 현세와 천국올 이어주 

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삶의 부분적인 연장이다. 여기서 망자들의 육체는 죽었 

지만 아직 의식은 현세적 삶을 지속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 있다. 이들은 

대개 갑작스러운 육체의 죽음올 아직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삶과 죽음의 혼돈 상태에 있다. 현세에서처럼 망자들은 사악하기 그지없고 오 

히려 수치를 모르고 최고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이들은 각각의 시간이 

정해주는 대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말해 보보끄를 옳조리기 시작하 

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상태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 

는 비존재의 상태인지， 아니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 작품에서는 거의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도스또예프스끼는 인간의 죽음을 반드시 육체의 죽음 

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물리적인 죽음일 뿐이지， 인 

간의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들은 차드 놀이도하며， 돈 

계산을 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고， 철학적 논쟁도 하며， 싸우기도 하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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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고의 향연까지 벌인다. 망자들의 끝없는 타락이 이어지는 문턱의 공간이 

랄 수 있는 묘지는 카니발의 공간으로 변한다. 즉 무덤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는 죽음의 공간이지만 망자들에게는 카니발의 공간이 된다.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이어질 뿐이다. 

작가가 보는 지상세계는 한마디로 거짓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체연과 수치 

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꺼린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걸맞는 행동올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사회 역시 그렇게 하기를 기대 

한다.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랍이나 솔직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기 쉽다. 그러나 사후 세계는 그와 정반대이다. 거짓과 허위가 

필요 없는 반세계이다. 끌리네비치가 망자들에게 아무런 부끄럽 없이 진실 속 

에서 살기를 제안했을 때 상류사회의 여성이었던 아브도찌야 이그나예브나는 

그 제안올 열광적으로 찬성한다. 지상세계에서 상류사회 여성이라는 껍데기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녀는 “난 벌거벗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 

어!"라며 너무나 반가워한다. 비단 그녀만 열렬한 반웅올 보이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망자들이 찬성을 하며 수치심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 

다. 여기서 작가의 사후세계와 지상세계에 대한 의식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 

다. 지상세계가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이라는 가면올 쓰는 공간이라면， 

사후세계는 수치심과 거짓이라는 가면올 벗어 던지고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람의 진심이 감추어지는 곳이 지상세계라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지하세계인 것이다. 

사후세계를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인물은 끌리네비치이다. 

그는 자신을 그저 사이비 상류사회의 건달로 소개하고 있다. 지상세계에서 그 

는 방탕한 생활올 하며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했던 난봉꾼이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서의 끌리네비치는 지상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행동한다. 거짓의 가면올 

벗어버리고 수치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한다. 무덤 안에서 위선과 수치심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지상세계의 비리를 폭로한다. 새로운 

사후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정착시키는데 초석을 세운 사람이 바로 끌리네비 

치인 것이다. 그와 대립하는 인물은 빼르보예도프 장군이다. 그는 사후세계에 

서도 지상세계에서와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 허식만을 중요시하는 빼 

르보예도프 장군은 변화를 거부한다. 그의 육체는 사후세계에 적응되어 썩어 

가고 있으나 영혼은 지상세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장군의 지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는 명예와 황제， 그리고 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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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 작품의 종반부에서 자기를 충설히 따 

르던 레베자뜨니꼬프 마저도 등올 돌리고 끌리네비치를 비롯하여 모든 망자 

들이 그를 비웃는다. 여기서 빼르보예도프는 카니발의 세계에서 조롱이 되는 

공식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3 환상적 유토피아의 담론 r악어』 

도스또예프스끼에게 환상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 

로 그는 환상이 없다면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장 

사실적이며 가장 진실성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핍진성만으로는 미홉하 

며 환상적 형식과 기법이 아울러 곁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앞에 

서 이미 작가의 일기에 수록된 두 편의 작품 r우스운 인간의 꿈』과 r보보끄』 

에 나타난 환상문학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r우스운 인간의 

꿈』에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주도적 모티프가 주인공의 “꿈”이라면 r보보 

끄』에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죽은 자들의 대화”였다. 이 두 작품은 모 

두 초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플롯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단편소설 r악어』는 현실과 비현실이 외비우스 

의 띠처럼 맞물련 기묘한 환상의 세계를 담고 있는 풍자작품이다. 

무엇보다도 『악어』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악어가 사람을 삼키는 광경， 악어 뱃속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악어 뱃속에 

서 사람이 무사히 살아남아 말올 한다는 것， 악어 뱃속의 인간이 그 상황의 

긴박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일상적이고 진부한 말을 한다는 것， 악어 뱃 

속의 공간이 넓어 많은 사람틀이 머물 수 있다는 것 등 사실 일상에서는 도 

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티프들이 작품의 스토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스토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작품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대 미문의 기상 천 

외한 사건”을 다룬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상 

적인 모티프들은 그 자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환상적 모티프를 이용한 현실 풍자이다. 

환상은 모티프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서술 기 

법을 통해 더욱 공고해친다. 우선 매우 객관적인 듯 보이는 화자의 태도는 역 

으로 서술의 환상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화자는 악어 뱃속에 사람이 갇히 

는 일이 기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줄을 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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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하는 화자는 매우 텀텀하고 객관적이며 관찰자적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인 양 문제 해 

결을 도모한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읽으면서 더욱 기이한 느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두 번째로 둥장인물들 간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건 

의 환상적 요소 및 괴기성이 증폭된다. 주인공들은 “악어가 누군가를 삼켰다” 

는 사건보다는 엉뚱하게도 유럽， 자본주의， 외국자본， 진보 둥에 대해 논한다. 

이런 논의와 사람이 악어에게 먹혔다는 사건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연관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둥장인물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쏟아낸다. 바로 등장인물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들의 대화 사이에 놓여진 불 

균형 때문에 작품의 환상성과 괴기성은 증폭되는 것이다. 

토도로프는 환상소설의 제1조건으로 독자의 망설임을 들고 있다. 그는 독자 

들이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올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 초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이게 

하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환상성을 구현하고 있는 환상소설이라고 하였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r악어』의 사건과 공간은 사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별하 

기가 망설여진다. 

이 작품은 서두에서부터 독자를 망설이게 하는 에피그라프를 삽입해 놓았 

다. 이 작품의 에피그라프은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 

을 시사하고 있다. 에피그라프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님올 강조하고 있다. 실화라는 단서 

를 붙이고 있지만 일정한 나이와 일정한 풍채라는 모호한 단어(수식어)를 설 

정함으로서 인물에 대한 애매성과 불확실함을 증폭시킨다. 에피그라프 마지막 

에 나오는 람베르라는 단어는 현실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는 작품 안 

에 동장하는 인물도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불어로 적혀 있고 각주가 붙어 

있다. 작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단어를 에피그라프의 메타포로 사용 

함으로서 독자의 망설임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Heo6~KHOBeHHoe co6μTHe ， H.IIH nacca* B naccue, CnpaBel1JlHBaJl nOBeCTb 。

TOM, KaK OLlHH rOCnOLlHH, H3BeCTH~X .IIeT H H3BeCTHOR Hapy*HOCTH, naCCUH뻐 

KpoKOLlH.IIOM 6~.11 npor끼。'1eH *HBbeM, BeCb 6e3 OCTaTKa, H ‘ITO H3 3TOrO B~m.llO. 

Ohè, Lambert! Où Lambert? As-tu vu Lambert?33) 

33) φ M flOCTOeSC K\씨， <KPOKOLlH.II>, nOJJHOe C06pllHHe CO'lHHeHHH B TpHDUllTH TOMll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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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사건(전시장에서 일어난 괴상한 사건): 전시장의 악어가 일정한 나이 

에 일정한 풍채를 갖춘 한 신사를 산채로 남김없이 흘랑 삼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실화. ‘여보게 람베르! 람베르 어디 있나? 자네 람베르를 보았나?"’ 

『악어』에서 우리는 현실 공간과 환상 공간을 보게된다. 이반 마뜨베이치가 

들어가 있는 악어 뱃속은 환상의 공간인 반면에 악어의 외부는 현실 공간이 

다. 여기서 그 현실과 환상 공간의 경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소리이다. 악어 

전시장에서 이반의 아내가 비명을 지름으로써 이 소설의 환상은 시작된다. 조 

용했던 악어 전시장은 이반 아내의 비명소리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이반이 

자기 사상을 펼칠 환상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소리는 환상세계로의 진입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환상과 현실을 구분 

하는 경계의 역할도 수행한다. 현실 세계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렵다. 이반 

이 악어에게 먹히자마자 그의 아내 엘레나 이바노브나와 화자는 비명을 지르 

며 울부짖고， 악어 주인인 독일인과 그의 어머니는 송아지처럼 울기 시작한 

다. 대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반의 아내는 악어의 배를 갈라내라고 소리치 

고， 독일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소리지른다. 현실세계는 무슨 뭇인 

지 조차 알 수 없는 비명과 고함과 울음으로 가득 찬 카오스의 세계이다. 그 

러나 이반이 틀어가 있는 악어의 내부는 정반대이다. 그곳에서의 이반의 음성 

은 침착하고 단호하다.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료고 허둥대는 모 

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성적이며 침착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이 악어에게 

먹힌 상황치고는 너무나 담담하고 이상하기까지 한 목소리이다. 작가는 현실 

과 환상 세계를 묘사할 때 바로 이 소리의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소리를 통 

해서 현실과 환상 세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악어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이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이 

지 뚜렷한 소리가 아니다. 악어라는 실체는 화자의 바로 옆에 있으나 소리에 

서 거리감이 나타난다. 이반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로 발돋 

음하려고 하였다. 악어 안에서 통나무처럼 움직일 수 없지만 목소리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당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는 지 

식인들과 언론인들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바로 소리의 효과를 통해서 이런 지 

식인들과 언론인들을 비판하며 풍자하고 있다. 

J1eHHHrpan: HayKa, 1973, c.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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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편소설 『악어』는 당시 러시아 사회에 대한 풍자로 가득 차 있 

다. 이 텍스트에서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외국자본， 언론의 무책임성， 관 

료의 부패와 무사안일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사회 문제가 풍자되고 있는 

것이다. 1865년의 러시아 시대상황은 농노제도의 붕괴와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러시아는 정체성의 혼란올 겪던 시기였다. 이 작품에서는 타자에 의해 정체성 

을 잃어 가는 러시아인들의 1860년대의 삶이 풍자되고 있다. 1861년 농노해방 

이후의 시기는 파벌주의와 정치적인 논쟁으로 러시아 인텔리겐차들 간의 대 

립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보수주의자들과 온건파들은 대체로 사회개혁에 만족 

하였고， 알렉산더 2세 정부에 기꺼이 수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 

산층과 젊은 층에 속하는 다수의 인텔리겐차들은 정부 개혁에 실망하였고， 러 

시아 전제주의의 붕괴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니힐리스트들의 대표자는 체르늬 

셰프스끼였다. 저널리스트이자 철학자인 그는 엄격한 이성과 자연과학적인 방 

법을 통해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 

올 해결할 수 있는 급진적인 리얼리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863년에 출판 

된 그의 소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성과 유물론적인 토대에 기초한 미래 

사회의 유토피아 비전올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스또예프스끼는 체르늬셰프스 

끼의 이론에 반감올 가지고 있었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 『악어』도 이러한 맥락(콘텍스트)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작가는 가장 먼저 자본이라는 경제문제를 풍자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서 가장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 “경제원칙”은 화자를 제외한 모든 둥 

장인물의 제일원칙이 되고 있다. 그들은 경제원칙이 인간 삶의 모든 것올 지 

배한다고 믿고 있다. 주인공인 이반 마뜨베이치뿐만 아니라 세미온 세미오노 

비치도 그렇고 악어 주인인 독일인도 그러하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 원칙이란 

외국자본이 러시아에 유입되면 사유재산과 중산층이 생겨나고， 고분고분한 프 

롤레타리아가 생겨나 경제가 부홍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이반 마뜨베이치를 잡아먹은 악어가 바로 외국에서 유입된 자 

본이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반을 잡아먹은 악어를 흉악한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높인 외국자본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악 

어의 배를 갈라 이반을 구하자는 그의 부인을 경제원칙도 모르는 무식하고 

교육을 덜 받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작가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경제원칙만을 강요하고 있는 당시 시대 상황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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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고 있다. 즉 작가는 경제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 무조건 서구의 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지식인 

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가 비난하고자했던 지식인틀은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부정하고， 돈을 삶의 최상으로 간주하였다. 그틀의 활동은 

언론과 관료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설 『악어』에서는 두 개의 언론 

기관 「빼쩨르부르그 소식」과 r볼로스」가 언급되고 있다. 이 두 신문은 모두 

진보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신문으로서， 현실에 대한 상황과 통계 수치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문이다. 따라서 이 신문들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글올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에 대한 일방적 

인 수용올 옹호하는 글올 싣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설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r볼로스」지(誌)의 평론올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신문은 무식하고 

경박한 한 러시아인이 유럽을 대표하는 악어의 뱃속에 들어가 그 통물을 괴 

롭힌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라 할 수 있는 

서구의 자본과 문물이 러시아에 유입되는 상황에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것에 역행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언론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진보라는 허울 속에서 거짓된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 

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거짓된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올 자신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진보이며 서구화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용조 때문에 이반 마뜨베이치는 신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게재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올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풍자가 진보의 허울 속에 빠진 언론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관료사회의 부패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관료로 동장 

하는 인물은 쩨모페이 세미오니치와 이반 마뜨베이치이다. 먼저 쩨모페이 세 

미오니치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근 50년 동안 

공직생활로 인해 현재의 급진적인 진보를 수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볼로스」지를 읽는 독자로서 서구의 자본을 도입하려하고 있다. 그도 이 

반 마뜨베이치가 서구 자본인 악어의 뱃속으로 틀어간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동정심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도 경제원칙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다. 특히 화자가 그에게 이반의 빚 

7루블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자마자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은 그가 물질 

만능주의에 얼마나 빠져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화자는 찌모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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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오니치라는 관료를 통해 물질만능주의에 짖어 가는 관료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가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관료들의 무사 안일주의를 

풍자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관리가 바로 이반 마뜨베이치이다. 그는 악어 

의 뱃속으로 들어가자 마자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상하게 말올 하기 시 

작한다. 그는 자신이 자연과학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미래를 예측 

할 수도 있고， 러시아 지식인들을 계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허풍을 떤다. 그 

러면서 그는 자신이 서구적인 인물로서 모든 삶으로부터 존경올 받을만하고， 

그 만큼의 물질적인 대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가는 이처럽 악어의 

뱃속에 통나무처럼 누워 있으면서 말로만 사회 개혁과 경제부홍을 외치는 러 

시아 관료들올 비난하고 있다. 작가는 지금까지 러시아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 

였던 것은 이처럼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 때문이라고 인식하 

고 그들의 무사안일 정신을 꼬집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악어는 종합적으로 서구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인 

과 함께 전시용으로 러시아에 들어 온 악어는 산업화와 더불어 러시아 사회 

에 만연하였던 서구화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악어라는 외형이 외국 자본이나 

유럽사상을 뭇한다면， 악어의 내부 공간은 그 사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반 

은 악어 뱃속을 고무와 같이 탄력적이고 텅 빈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악 

어 뱃속은 쿠타르페르카로 만들어진 커다란 빈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어. 턱과 

꼬리 두 끝 사이의 중간 부분은 텅 빈 공간이야 그래서 이반은 악어에게 먹 

혔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편안함올 느끼고 있다. 악어의 뱃속은 좁으나 견딜 

만한 편안한 공간이다. 즉 서구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 

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서구주의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다르다. 그에 따르면 

서구주의는 악어 뱃속처럼 아무 것도 아닌 텅 빈 공간일 뿐이며 지지할 중심 

뼈대도 없는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뼈도 심장도 내장도 없는 악어가 진 

정한 동물이 아니듯이 서구주의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겉만 번드르르한 실체 

없는 환영인 것이다. 당시 유럽에 비해 산업화가 늦어진 러시아에서 서구주의 

는 구원의 빛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서구주의의 허상을 비판하고 맹목적이며 

무비판적인 유럽화를 거부하였다. 

이반에게는 악어의 뱃속이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공간이다. 비록 좁은 공간 

이기는 하나 자선의 사상을 실현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반에게 이 공간은 거칫된 지식을 얻고 서구화라는 허황된 목표만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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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이었다. 악어에게 삼켜진 주인공은 곧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것이고 

자신의 말은 곧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의 사상은 전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이반은 교훈을 설파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평소에 주목받기 

를 좋아했던 이반은 악어의 뱃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따라 

서 악어의 뱃속은 이반에게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의 공간인 것 

이다 

이반의 유토피아는 그를 바라보는 타인들에게는 거짓과 허위의 공간으로 

변한다. 찌모페이 세미오니치가 정확하게 꼬집어 내고 있듯이， 악어 뱃속에서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가만히 

누워서 현상만을 보고하는 이반에게 찬성할 수 없음올 밝히고 웅직이지도 않 

고 지식만을 앞세워 인튜를 변화시키려는 인간들올 비판하고 있다. 도스또예 

프스끼에게 이런 지식인들의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악어 

뱃속은 허위의 공간일 뿐이다. 그곳은 머리만으로 세상올 웅직이려는 지식인 

들의 허위 공간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악어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악어는 식욕이 왕성한 파충류로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리는 서구사상이 

나 외국자본올 의미할 수도 있고， 위선자를 상징할 수도 있다. 사실 악어는 

텍스트에서 유럽， 서구자본， 사유재산 개념과 퉁가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작가 

는 악어의 어원을 택스트 내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 

“ cawoe Ha3BaHHe KpOKOnUn 03HaqaeT npo*op깨BOCTb. KpOKOnUn, Croco비110， 

-- eCTb CnOBO, OqeB때HO， HTMbJlHCKOe, COBpeWeHHOe, WO*eT 6h1Tb, npeBHUW Iþa

paOHaw erHneTCKUM U, OqeBκIlH。’ npoHCXODJI.ee OT IþpaHQY3CKOr‘ o KOpHJI: 

croquer, qTO 03HaqaeT CbeCTb, cKymaTb U Boo6.e ynoTpe CíuTb B nu.y. Bcl! 3T。

,. HaMepeH npOqeCTb B BUne nepBoA neKQUH nyCín씨<e ， CO CípaBWeAc,. B CanOHe 

EneHhI HBaHOBHhI, KOrna MeH,. npuHecyT Tyna B ".uKe.34) 

악어라는 단어 자체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뜻이야. 크로코질로 (Croco

dillo - 악어)는 라틴어인 것 같기도 하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삼켜 버리다’， ‘먹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먹이로 사용하다’의 의미를 지닌 불어 Croquer의 어근에서 생겨난 

것이 분명하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나는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살롱에 모인 

34) TaM l!<e. -- c.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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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에게 처음으로 강의를 해야겠어 

위와 같은 언급에서 우리는 악어라는 제목이 갖는 중요한 상징성을 간과해 

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텍스트 전체의 지배적인 테마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악어를 서구자본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예문은 매우 

많다. 악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유재산이며 자본을 증식시켜야할 중요 

한 상품이다. 

“nO-Moeμy， HBaH MaTBeH'I, KaK HCTHHHwI! CIIIH OTe'leCTBa, .aOJlll<eH ellle p a.ao

BaTbC~ H rOp.aHTbC~ TeM, 'ITO co60~ ueHHOCTb HHOCTpaHHOrO KpoKO.aHna y .aBO

HJI, a nOll<anyA, ellle H yTp얘기. 3TO ~ npHBJle'leHH~ Ha.a06HO-C. Y.aaCTC~ O.a
HOMY, CMOTpHI뻐， H .apyroA C KpoKOllHJlON npHe.aeT, a TpeTHA y* .aByx H TeX 3a

pa3 npHBe3eT, a OKOJlO HHX KanHTaJ뻐 rpynnHPYlOTc~.35) 

나의 생각으로는 이반 마뜨베이치가 진정한 조국의 아들로서 자기를 바쳐 

외국 악어의 가치를 두 배로， 그렇죠， 세 배까지 늘이게 됨을 기뻐하고 자랑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소 

이 소설에서 〈악어에게 먹히다〉라는 모티프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러시아적인 것이 유럽적인 것에， 특히 철저히 실 

리를 추구하는 유럽식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잠식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장인물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은 

없다. 하지만 작가가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콘텍스트에서 만들어내는 함축의 

미는 너무 크다. “악어에게 먹히고도 그 속에서 간신히 연명하다”라는 표현은 

미래의 러시아의 운명올 암시한다. 언젠가 러시아는 서구 자본주의에 잠식당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남을 것임을 

보여준다. 

악어의 어원학에서 작가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언급하고 있다. 고대 이 

집트의 전설에서 악어는 위선자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악어의 눈물”이란 거 

짓 눈물을 의미한다 36) 서양에서 악어는 위선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35) TaM lI<e. - c. 190 
36) “악어의 눈물”이란 거짓 눈물이라는 의미이다. 서양에서는 악어를 위선자의 상징 

처럼 여긴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눈물올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 
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집트의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원문에서 작가는 이집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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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모든 작중인물들을 위선자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 또한 거짓 사 

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악어』라는 환상소설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구별할 수 없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을 사용하 

고 있다. 음모이론이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변에 “진실한 진 

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가설이다. 그리 

하여 음모이론은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 

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의심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소설에 

서는 특정 지식인들이 사실올 은폐시키고 거짓된 논리로 위장하여 유포시킴 

으로서 일반인들을 진실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악어 뱃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론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이반의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거짓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타락한 언론인의 이론이기도하다. 러시아 일반 민중은 악 

어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고 오로지 선전선동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전해들올 

뿐이다. 

11 1.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환상문학의 담론에서부터 도스또예프스끼의 단편소설에서 

파라오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 전셜에 따르면 “옛날 한 여인이 나일 강가에서 악어 

에게 아이를 빼앗겼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돌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악어는 ‘내가 아이를 돌려주겠는가， 안 돌려주겠는가를 맞혀 보아라. 맞히 

면 아이를 돌려주마’라고 말했다. 상대의 마음을 일부나마 헤아린 것처럼 가장한 

말로서 어떻게 대답하든 잡아먹겠다는 뭇이었다. 만일 여인이 ‘돌려준다’고 대답하 

면 악어가 아이를 잡아먹고는 네 대답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며， 또 ‘돌려주지 않는 

다’고 대답한다면 악어가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부득이 잡아먹 

어야겠다고 말할 심사이기 때문이다 당황한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악어 

는 애석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우화적인 전설에서 “악 

어의 눈물” 또는 “악어의 논법”이란 말이 나왔으며， 이후 이러한 궤변은 위선자의 

논리를 상정하게 되었다. “악어의 눈물”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프로크루스테스 

의 침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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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환상성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러시아 소설 장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환상성을 떠나서는 러시아 소설의 전통올 제대로 말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만 환상성은 그 동안 리얼 

리즘의 담론에 가려져 제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도스또예프스끼 

의 환상문학은 오늘날 독립된 장르로서 다양한 비평 담론을 낳고 대중적 관 

심을 불러모으는 환상문학 장르라기보다는 러시아 문학이 가질 수 있는 보편 

적 속성의 환상이 지배소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의 환상문학은 환상적 사실 

주의라는 전통적 본격 문학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환상과 

실재， 초현실과 현실， 추상과 구상， 관념과 실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가 사실주의에 환상 기법을 첨가한 것은 새로운 

형식의 개발인 동시에 기존의 리얼리즘 소설의 결정론을 허무는 풍부한 상상 

력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스또예프스끼 문 

학의 특성은 현실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작가의 독특한 재현 방법에 의해서 새 

롭게 창조된 삶의 사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성은 단순한 사실 자체와 

는 구별되는 것으로 때로는 오히려 사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인 것으로부터 얻 

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인 인간이 환상올 통해 인간의 본 

성과 삶의 모습올 더 절실하게 경험하거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 

고의 사실주의인 것이다. 

환상소설의 본질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을 현실 도피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오늘날 환상 문학은 철학적 사유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본격문학으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도스또예프스끼는 환상과 현실올 철학적으로 잘 조화시킨 환상문학의 선구자 

라 할 수 있다. 그는 환상의 이면에 자신의 치열한 철학적 사유를 반영함으로 

써 환상을 흥미위주의 단순한 공상이 아닌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발전시켰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실존적 세계관을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r우스운 인 

간의 꿈』은 황금시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변증법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우스운 인간의 꿈은 바로 작가의 꿈인 것이다. 그 꿈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세의 이성의 법칙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스운 인간에게 “새롭고 위대하 

고， 갱생된 힘찬 삶”을 가져다준다. 우스운 인간은 순수한 유토피아 공간을 

발견하지만 자기 모순에 빠져 그 공간을 타락시켜 황폐화시킨 다음에야 비로 

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변증법에서 최고의 선은 최악 

의 악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는 말하자면 작가의 정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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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일치〉의 예술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우스운 인간은 모든 죄의 원천 

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환상적인 공간 이동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자신 

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타자 역시 자신의 또 다른 변형체임올 알게 된다. 인 

간의 유토피아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타자의 세계에서 찾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호 사랑만이 현실공간이나 미래공간을 황금시대의 

유토피아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작가의 단편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 

품으로 평가되는 『보보끄』에서는 인간 삶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조소당하는 

메니페아 풍자이다. 작가는 망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사후세계에서 인간 

은 전생의 모든 관습과 행동양식에서 자유로와 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의 역동적인 관계성이 이 작품올 환상소설의 진 

수로 만들어 준다. 인간의 온갖 범속성과 거짓 그리고 위선이 차니발화된 문 

학 양식으로 폭로된다 r악어』에서 작가는 악어 뱃속이라는 환상적 공간을 설 

정하여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구사상의 비합리성과 물 

질주의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며 논의하고 있다. 서 

구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황금 만능주의가 풍자된다. 환상과 현실 모두가 화 

해할만한 한 치의 여지도 없이 일그러져 있는 러시아 사회의 비극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악어 뱃속에 들어간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 19세기 러시아 인간 

들의 삶이 희화화된다. 

결론적으로 이 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우스운 인간들이며 우 

리들의 초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분신이며 그림자이다. 도스 

또예프스끼가 보여준 가상공간 즉 환상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의 환상적 분신들올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 속에서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 

진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또 다른 변형체인 것이다. 그의 환상은 현 

실에 대한 무수한 굴절과 변형의 이미지인 동시에 그 현실에 대한 거대한 메 

타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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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Фантастическая эстетика 

в рассказах Достоевского 

Чо Джу-Гван 

в западной и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фантастика играла не менее важную ро

ль, чем реализм. Однако глубо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

ре до сих пор н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фантасти

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будучи не способна быть центральной, находится на уро

вне поб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эти дни фантас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завоевывая 

массов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становится объектом дискуссий. До сих пор продол

жаются споры о том, следует 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фантастику как придаток ли

тературы или же как независимый жанр. Говоря о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о том, что если фантастика становится доминирующим элементом в каком

либо литератур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то мы можем назвать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фан

тастическим. достоевский имел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к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в своих рассказах он показал величественную сущность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Этот доклад посвящен изучению эстетики фантастики, выраженной 

в рассказах Достоевского.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е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радициях 

русского романа, оставив в стороне фантастику, занимавшую столь важное ме

сто среди жанров русского романа. Фантастика, утонувшая в дискуссиях о 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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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3Me, BCerO nHmb He CMOrna CTaTb õonee OTKpYTOR MHpy. φaHTaCTH~eCKa~ nH

TepaTypa DOCTOeBCKOrO, KaK He3aBHCH뻐R *aHp CerOaH~mHerO nH~ ， nOponHna M

Horo pa3nH~HOR KpHTHKH, H BYCTynHna KaK nOMHHHp~mHR 3neMeHT yHHBepcanb

HoR aTTpHõyTHKH, nO~BneHHe KOTOpOrO ÕWlO B03MO*HYM B pycckoR nHTepnype, 

He*enH Kak *aHp φaHTaCTH~eCkoR nHTepaTypY, Bμ3μBa~mHR MaCCOBYR HHTepec 

nyÕnHKH. φaHTaCT‘i~eCKHe npOH3BeneH때 DOCToeBCKoro npHHanne*anH K ~aHTac

TH~ecKoMy peanH3MY -- TpanHUHOHHOR cepbe3HoR nHTepaType. MHorHe ero npo

H3BeneHH~ npHHHMa~T φp뻐， pa3pyma~~e rpaHHUY Me*ny ~aHTaCTHKoA H neRCT

BHTenbHOCTb~， c~ppeanH3MOM H peanH3MOM, a6CTpaKUHeR H KOHkpeTHOCT~， kOH

uenUHeR H cy6cTaHUHeR. D06aBneHHe Tex뻐kH ~aHTaCTHkH k peanH3MY 6W10 on

HOBpeμeHHO H OTkpYTHeM HOBOR ~OPNY， H cpenCTBOM ~ BYp~eHH~ 뻐pa 6ora

Toro Bo06p~eHH~ ， pa3pymaBmero neTepNHHH3M cy.eCTBOBaBmHX peanHCTH~eCkHX 

p。μAHOB. KpOMe Toro ocoõeHHOCT~ npOH3BeneHHR DOCToeBCkoro 60nee ~Bn~eT

C~ peanbHOCTb *"3HH, 3aHOBO C03naHHoR no oco60MY MeTony BocnpOH3BeneHH~ 

nHcaTe~ ， He*enH BocnpoH3BeneHHe peanbHOCTH. 3Ta peanbHOCTb OTnHqaeTC~ OT 

npOCToro ~akTa， kak TakOBoro, H HHorna 6epeT Ha~ano Hao60poT OT φaHTACTH

qeCkOrO, a He peanbHoro. EcnH ~enOBek ， kak *HBYIllHR B peanbHOCTH cy6bekT, 

Mo*eT 60nee peanbHO npo~yBcTBoBaTb C~OCTb ‘lenOBeka H kapTHHy *"3HH qe

pe3 φaHTa3째， TO 3TO H eCTb caM뻐 nyqmHR peanH3M. 

Cy뼈HOCTb ~aHTaCTH~eCkoro pOMaHa -- 3TO yToneHHe *a~， HeyToneHHoR pe

anbHOCTb~， C nOMolllbm HOBoro H36era~lIlero peanbHOCTb napaaHrMa. φaHTaCTH~e

Cka~ nHTepaTypa ceronH~mHero aH~， nHmeHHa~ ~HnocoφCkoro 3neMeHTa, HaBp~n 

nH CMo*eT BYCTynHTb B Ka~eCTBe BYCOkOR cepbe3HoR nHTepaTypY. OaHakO MO%

HO CKa3aTb, ~TO DOCToeBCkHR õyn nepBonpoxonueM φaHTaCTH~eCk。꺼 nHTepaTypbl, 

rapMOHH~HO co~eTaBmeR ~aHTa3Hm H peanbHOCTb. OH OTpa3Hn CBoR coõCTBeHHYR 

TBepnl뼈 3neMeHT Ha oõpaTHoR CTopOHe ~aHTa3HH ， H npeBpaTHn ee B 때aHTaCTH

맨CkHR peanH3M, ~Bn~BmHMC~ He npocToR ~aHTaCTHKoR ~ pa3Bne~eHH~. 

< <COH CMemHoro '1enOBeka> > DOCToeBCKoro, nOKa3aBmH까 MHpOB033peHHe nH

caTen~ C iþaHTaCTH'IeCKOR CTOpOHbI, nHaneKTH~eCKHM MeTonOM nOka3an Bepy nH

caTen~ B 30JlOTylO 3noxy. COH CMemHoro '1enOBe l< a -- 3TO H eCTb COH nHCaTem!. 

3TOT COH He TOJlbKO npeBOCXOLUiT BpeM~ ， npOCTpaHCTBO H npHHUHnbI pa3yMa, HO 

H llapHT CMe띠HOMy 니e JloBe l<y “ HOBylO, BeJl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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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T~ CMeWHOA 4eAOBeK H OTKpMn npOCTpaHCTBO 4HCTOA yTonHH, 3aTeM OH BnaA 

B C06CTBeHHμe npOTHBOpe4H~ ， H TOAbKO nOCAe yHH4Toll<eHH~ H pa3py띠eHH~ 3TOr 

o npOCTpaHCTBa n03HaA ero Ball<HOCTb. B MOpaAbHOM nHaAeKTH4eCKOM MeTOne ca 

Moe BeAH4a꺼wee n06po MOll<eT CHH3。찌TH nO CaMOrO YlI<aCHOrO 3Aa. To eCTb 3TO 

OTpall<aeT npHHUHn <ellHHCTBa npOTHBOpe4HA> B HCKyccTBe, OTpall<a lOm.HA nyxOBH 

oe MHpOB033peHHe nHCaTeA~. CMeWHOA 4eAOBeK, 4epe3 nepeMem.eHHe B ~aHTaCTH4 

eCKOM npOCTpaHCTBe, OC03HaeT TOT ~aKT ， 4TO HCT04HHKOM BCeX rpeXOB ~B~eTC 

껴 OH CaM. OH y3HaeT, 4TO 4Yl1<OA , C4HTaBWHA ero cYMaCWenWHM, j[BJlj[eTCj[ HH 4eM 

HHhlM, KaK em.e OnHHM ero BHnOH3MeHeHHeM. YTOnHj[ 4eJlOBeKa 3aBHCHT OT COCTOj[ 

HHj[ ero nYWH, H ee HeB03MOll<HO HaATH B MHpe 4 Yl1<OrO. TOJlbKO B3aHMHa~ JII060Bb 

MOll<eT npeBpaTHTb HaCTOj[m.ee HJlH 6ynym.ee npoCTpaHCTBa B yTonH4eCKOe. B < < 

5060Ke> >, C4HTalOm.HMCj[ CaMhIM JIY4WHM paCCKa30M nHCaTeJlj[, 3TH4eCKHe BOnpoCLI 

4eJlOBe4eCKoA )/(H3HH -- 3TO BLlCMeHBaIOm.a j[ CaTHpa MeHHnOna. B pa3rOBOpe Mep

TBμx ， nHCaTeJlb BLlpa)/(aeT MLlCJlb 0 TOM, 4TO 4eJlOBeK B 3arpo6HOM MHpe He MO

)/(eT 6L1Tb cB060nHhlM OT BCeX npHBLl4eK H nOBeneHHj[ B npomJloA lI<H3HH. npOTHBO

nOJlO)/(Haj[ B 3 al써OCBj[ 3b Mell<ny HaCTOj[m.HM H 3arpo6HLlM MHp4MH neJlaeT 3TO npo

H3BeneHHe OCHOBOnOJl4r41Om.HM LV때 ~aHTaCTH4eCKoro pOM4Ha. P43J1H4H찌e 06뻐eH

HOCTb, JlO)/(b H JlHueMepHe 4eJlOBeK4 B찌.lI B~IOTCj[ B φopMe J1HTepaTypLl KapH4BaAa. 

B < <KpoKonHJle> >, onpeneJlHB φaHTaCTH4eCKoe npOCTpaHCTBO BHyTpH )/(HBOTa 

KpOKOllHAa, nHC4TeAb C4THpH4eCKH j[pKO onHCLlB4eT neRCTBHTeJlbHOCTb. 3TO npo

H3BeneHHe o6cYl!<naeT HepaUHOH4J1bHOCTb H MaTepHaAH3M 34nanHoR HneOJlOrHH, 

paCWHpj[j[ paMKH 06cYl!<neHHj[ nO np06J1eM yTonHH H nHCTonHH. 3necb COnepll<HTCj[ 

caTHpH4eCKaj[ HaCMeWKa Ha BCeBJl4CTHOCTb neHer B npoHHKHyToM KanHTaJlH3MOM 

3ananHOM 06m.ecTBe. 4epe3 06pa3 4eJlOBeKa, nonaBwero B 6P1Oxo KpOKonHAa, KO

MellH3HpOBaHa )/(H3Hb pyCCKHX J1lOneA B 19 BeKe. B 3aKJII04eHI깨 MO)/(HO CKa3aTb, 

4TO ~aHTa3Hj[ B TBop4eCTBe ßOCToeBCKoro He j[ BA~eTCj[ oTToprHyToA OT peaAb

HOCTH neACTBHTeJlbHOCTblO, a e m.e onHHM BHnOH3MeHeHHeM peaJlbHOC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