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꼬프 문학의 질존주의적 해석 

- ‘거 장과 마르가리 따’를 중심 으로 -

1. 불가꼬프 문학과 실존주의의 동시대성 

권 영 훈. 

현대 실존철학이 찾아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연성(偶然性)’과 ‘유한성 

(有限性)’의 문제다. 이 같은 사실은 고전(古典)철학의 관심에서 소외된 문제들 

중의 하나가， ‘우연성과 유한성’의 문제이었음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적인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본래적인 지식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래， 헤겔에 이르기까지 2천년동안 서양철학은 모든 우연적， 예외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해소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헤겔은 ‘절대적 이념’만이 ‘유일한 철학의 

대상이며， 내용’이라고 보았고， 그리하여 ‘철학적 고찰은 우연적인 것을 제거하 

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고까지 단언하였다. 

그러나 실존철학은 ‘우연성과 유한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제까지 고전철 

학에서 경시되어왔던 문제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자신들의 사유체제 내부로 끌어 들여， 주요 연구대상으로 인 

식하려는 철학 사상이다. 우연성(偶然性)이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존재의 무상성(無 

慣性)에 대한 문제라면， 유한성이란 인간의 생(生)의 사실적 한계， 특히 사유 

능력과 시간적 현존재(現存在)의 한계성을 의미한다1)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강사 
1) 조가경실폰철학J ， 박영사， 1995, 129-130쪽. 실존철학의 근본문제를 ‘우연성(偶然 

性)과 유한성(有限性)의 문제’， ‘초월과 자유의 형이상학’， ‘실존적 인간해석의 문제’， 

‘역사이해의 문제’의 4개장으로 상세히 셜명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노그라 

도프가 자신의 평론 ‘거장의 유산’에서 지적한 r거장과 마르가리따」 의 실존주의 

적 측변인 우연성과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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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1차 대전 등 20세기 벽두의 혼란은 실존사상 등장의 결정적 계기다. 

세계의 지식인들은 그 역사적 사건 이후， 그들이 숭배해 왔던 역사의 필연적 

진보와 인도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던 19세기 낭만주의적 역사관을 수정해야만 

했다. 실존사상은 그 이후 1920년대 후반 약 10년간 활발히 논의되지만 나치 

철학의 등장과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은 보수적 세계관에 대한 지식인들의 

배신감을 극대화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30년대에 들어와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같은 극단적 사상이 출현하게 된다. 바로 이 30년대는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로 소설 속에서나마 ‘거 

장’이 현존했고， 불가꼬프 소설의 주인공으로 동장한다. 1930년대의 모스크바 

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불가꼬프에게는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찬 증오의 대상으로， 단지 ‘악령의 도시’로 기호화되고 있을 뿐이다.2) 서 

구 지식인들의 부정적 과거 인식과 사회진보에 대한 비관(悲觀)은 당시의 불 

가꼬프의 세계관과 동일선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동시대에 살 

면서 과거를 역겹고， 부조리한 현실의 산모로서 인식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도래의 가능성을 기존 세계관의 수정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1930년대의 ‘동시대’라는 조건이 ‘동시대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살펴 본 

대로 다른 두 사회의 철학사상과 작가의 세계관 각각을 ‘실존’이라는 공통분 

모로 묶어 내고 있는 것이다.3) 

비노그라도프는 ‘거장과 마르가리따’의 실존주의적 측면을 조심스럽게 언급 

하면서， 그 근거로 당대의 정체성(正體性)을 부조리로 규정하고， 그에 대웅하 

기 위하여， 중세의 신(神)과 근대의 절대이성， 초인에의 의지를 부정하고， 오 

로지 인간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의 의지를 주장하는 불가꼬프의 세계관을 

상정하고 있다. 

불가꼬프 문학사상과 실존사상의 동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데아의 공유는 

두 사상의 내적 연관의 개연성과 ‘동시대성’의 전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Kp뻐。HOC B. 18. MoTHB ‘3aKonnOBaHHoro MeCTa’ B ‘MaCTepe H MaprapHTe’. ν npo6J1eMa 

aBTopa B xYJ1o*eCTBeHHOII J1HTepaType. H*eBc l<. 1993. 
3) 사르트르와 마르셀 등올 중심으로 대두한 실존주의 사상의 특정 중의 하나는 문학， 
신학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영향이다. 특히 까뷔， 시몬느 드 보바르， 생펙쥐베리 등 

의 불란서 실존주의 문학의 동장은 철학과 문학의 경 계를 모호하게 했을 만큼， 철 

학사상의 문학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컸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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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조리 그리고 반항(反抗} 

불가꼬프가 ‘거장과 마르가리따’에서 보여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은， 

다름 아닌 인간의 문제였다. 그는 수많은 ‘나’를 실험하기 위해， 수많은 ‘나’ 

만큼이나 많은 사건을 둥장시킨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간성은 작가의 실험대 

위에서 철저하게 해부되고 그 결과는 낱낱이 독자에게 폭로된다. 

불가꼬프의 관심은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적 상황’의 인간이 보여주 

는 내면의 모습에 있다. 그의 주인공들의 삶은 의지할 정신적 대안을 허락 받 

지 못한 채， 부조리하고 우연적인 상황에 그저 던져질 뿐이다. 이것은 시련 

그 자체이며， 인간은 그 혹독함 속에서도 영원히 진실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정신을 지탱해주고 있 

는지에 대한 심오한 물음인 것이다. 

작가의 실험 조건인 ‘유한적 상황’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연히 존재하기 때 

문에， 그 앞에서 이성은 정지하며， 결코 해명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해명은 

커녕， 해명될 수 없다는 사실만이 해명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불가꼬 

프 자신이 해명올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4) 그의 해명의 포기는 부조 

리의 펼연적 존재에 대한 긍정이다. 가령， 악으로 가득찬 1930년대의 모스크 

바와 그 시민들， 개인을 파멸시키는 권력， 진실된 자의 죽음， 그리고 사회주의 

따위의 공허한 이념 둥이 실존적 부조리로 인식되는 한， 그들의 존재는 영원 

한 것이다. 

비노그라도프는 ‘거장과 마르가리따’에 대한 자신의 평론인 ‘거장의 유산’에 

서 ‘우연성과 한계성’이 불가꼬프 문학이 갖는 실존주의적 한 단면임을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불가꼬프는 악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인공들올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것들과 충돌시키면서도， 이들의 존재 근거에 대 

한 어떠한 해명도 하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들은 전혀 예견치 못 

하며， 그야말로 갑자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상 

4) CKOpHHO J1. J1Hua l5e3 UpHaSaJlbHhlX MaCOK. / / Bonpocμ J1HTepnyphl, 1968, N6. c. 26. 
소설의 사건， 광대짓 그리고 웃지 못할 기적들 모두는 ‘3Toro He I5h1SaeT’, ‘3Toro He 

MO llCeT I5h1Tb’의 테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현실이 인간의 이성으 

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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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실존주의자는 ‘유한적 상황’으로 규정해야만 했다. 불가꼬프가 유심히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 주인공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 
하여 보여주는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나’(4eJlOBe4eCK때 ‘R’)라는 실체는 무엇 
인가? 이다 "5) 

이와 같은 주장은 우연(부조리)과 한계의 모티브가 불가꼬프의 이데올로기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불가꼬프의 의도가 주인공들 

이 직면한 상황을 우연과 부조리， 숙명이란 세계에 가두어 둠으로써 해명의 

의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세계와 인간 존재의 ‘실존적’ 특성에 대 

한 작가의 동의이며， 실존주의 사상의 지평에서 세계를 해석하고자 함이다. 

위기의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중세의 신(神)도， 니체의 초인(超1\)도 아닌， 인 

간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라는 불가꼬프의 선언은 앞의 두 인간， 모두를 부정 

하는 것으로 실존철학의 인간중심주의에 근접하는 것이다. 신(神)의 세계에 

경도 되었던 관심은 근대에 이르러 무한한 능력의 이성 인간으로 이동하지만 

(계몽주의)， 곧 유한하고 부조리한 인간으로， 그러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 

인 ‘실존’의 ‘나’로 이동한다. 

불가꼬프는 거장의 소설인 예루살렘 편에서 주인공인 유대 총독 본디오 빌 

라도를 대표적인 부조리한 존재， 즉 실존적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이 도시를 싫어한다 ” 총독(빌라도)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추위를 
느끼는 듯 어깨를 웅츠리고， 손을 비였다. “사람들이， 네가 가리옷의 유다를 

만나기 전에 너를 죽였더라면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놓아 주셔야 합니다. 지배자 님 죄수가 예기치 않은 요청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저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예슈아를 쳐다보는 눈이 충혈 되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이 불쌍한 놈아! 어떤 로마 총독이 너처럼 그 따위 말을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패찜한-----그럼 너는 내가 너같이 처형되어도 좋 

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사상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명심해라 이 순간 

부터 누구에게나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뱉어라. 다시 말하지만 말조심해라1"6) 

5) BIIHorpallOB H. 3aBelllaHlle MaCTepa. / / BonpocbI J1I1Tepa Typbl. 1969, N6, c. 61. 
6) 미하일 불가꼬프거장과 마르가리따~， 박형규 역(서울: 한길사， 1991), 44면. 이하 

인용은 텍스트의 상권은 M.M.-상， 하권은 M.M.-하， 연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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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면서 그 도시를 싫어한다. ‘나는 이 도시를 

싫어한다’는 그의 중열거림에서 그의 모든 영광의 원천인 이 도시가 증오의 

대상으로 환치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영광이 허구임을 폭로하는 것으 

로， 빌라도는 더 이상 내적으로는 총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광의 유대 총 

독 빌라도는 어디론가 가고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편두통에 시달리는 환자 

빌라도만 외롭게 남아 있다. 불가꼬프는 자신의 주인공을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점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조리의 코드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그는 파스칼이 의심했듯이， 우연하게 이 광대한 우주공간에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인 것이다.7) 

실존사상의 출발은 과거의 해체에서 시작된다. 인간 상실의 현재에 대한 책 

임을 과거로 전가하면서， 그것의 결과물인 세계의 부조리한 질서의 부정으로 

부터의 출발이다. 실존적 인간은 중세의 신과 근대 이성의 감옥에서 끌어내어 

져 부조리(우연)， 운명， 자유라는 막막한 대지 위에 던져 진다. 물론 여기에서 

의 과거는 물리적 개념의 과거가 아니라， 실존사상의 비판의 대상인 기존의 

가치관을 가리킨다. 불가꼬프가 예슈아와 거장의 과거를 지워 버린 것은 우연 

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불가꼬프가 그들의 과거를 지워버림으로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부정을 암시하고， 예술의 자유， 즉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로마 총 

독/예슈아)과 잘못된 이념(소비에트 사회주의/거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이다，8) 그는 새로이 도래할 진리와 정의의 왕국은 과거의 수정으로부터 가능 

7) “‘나의 생명의 근소한 지속과 내가 차지하는 미미한 공간’을 우주의 무한한 크기와 

영원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놀라며 도대체 “누가 나를 이곳에 던져놓았는 

가?" 하는 의문을 던졌던 것은 바로 파스칼 자신이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로부 

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 인간폰째의 우연정을 적절히 묘사한 대단히 인간적인 

구절이다. (-------) 파스칼이 들추어 보여준 개별적 얀간의 존채의 유연정은 곧 
r결존」 재념의 전구적 형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존재의 극단적인 우연성을 

향해 던진 물음은 곧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불신의 우선적 표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믿음으로써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종국적인 믿음에 앞서 던 

지는 물음의 극단성은 신이 세운 자명한 에계 겔서얘 대한 항거가 아닐 수 없 

다 조가경 f실존철학A ， 박영사， 1995, 37변. 
8) M IlYJIJulHa r. A. 0 KOMlI0311U뻐 pOMaHa M. 5yJlraKOBa MacTep 11 MaprapllTa. c. 58. 권 력 

과 개인의 갈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nOJ깨Ka pyCCKOß COBeTCKoß 

lIp03μ， Yiþa, 1985, c. 58 rOCllapCTBO - aHTarOHIlCT He TOJlbKO Hewya, yTBep ll<llalOlI(e

ro , qTO Kall<llWß qeJlOBeK ll06p, 11 MeqTalOlI(ero 0 uapCTBe IICTIIH~ ， rlle f He 6YlleT BJla

CTII HII Kecape때， HII KaK。α-Jl1l60 IIHoA BJlaCTH~ ， HO H npoKypaTopa nOHTII~ nllJlaT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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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으며， 이것을 과거가 없는 거장과 예슈아의 형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너 의 조상은 누구냐?" 

“잘 모릅니다 죄수가 재빨리 대답했다. “저의 부모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의 거주지는 어디냐?" 

“저는 집이 없습니다 죄수가 수치스러운 듯 말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랑자란 말이구나 총독이 또 물었다. “누구 연고자가 

있느냐?" 

“없습니 다. 이 세상 누구도."(M.M.-상， 31) 

“당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저는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 이상한 방문객이 날카로운 경멸의 빛으로 

대답했다. 

다 

“저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잊어버립시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의 소설에 대해서만 이라도 얘기해주십시오 

이반이 슬쩍 질문을 던졌다. (----------) 

이 역사가는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으며 모스끄바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 

다. 어느 날 그는 10만 루블리를 별었다 

(M.M.-상， 186-187) 

그러나 과연 진리와 정의의 왕국은 도래할 것인가? 부조리한 세계질서는 

개선될 수 있는가? 의 물음에 대한 불가꼬프의 답은 실존주의자들처럼 비관 

적이다. 애초부터 실존주의 사상은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인간은 설명될 수 없 

는 우연적 존재이며， 어차피 허무， 불안， 결핍에 시달리는 존재로， 인생이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까까지 부조리와 마주치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한 

다.9) 

때*aeHHoro npeaCTaB~Tb ero *eCTOK때 MexaHH3M. nHnaTy HeHaBHCTeH EpmanaHM C 

uapCTByxll따IMH Haa HHM 30nOTblMH HaOnaMH aBOpua Hpoaa, OH CO'lyBCTByeT Hemya." 

9) A6aynnHHa r. A. 0 KOMn03때뻐 pOMaHa M. BynraKoBa rMacTep H MaprapHTaJ. ν n03TH

Ka pyCCKO꺼 COBeTCKoA np03μ.Yφa. 1985. c. 62-63. 소설 전체를 종합하는 에필로그 
에서 ‘달의 모티브’는 본문에서 같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참여한다. 이 모티브 

는 독자들의 시선을 사건 발단의 시점으로 회귀시킴으로써 마치 모든 사건의 순환 

성. 부조리의 영원성을 암시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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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는 이러한 부조리의 영원성을 예슈아-빌라도 그리고 마태오-볼란 

드(악마)의 언쟁에서 암시하고 있다. 빌라도는 꿈속에서 거지 철학자 예슈아 

와 달빛을 따라 걸으면서 논쟁을 계속하지만， 끝이 나지 않는다. (“둘은 지극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나 상대방 

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 

으며------") (M.M.-하， 158) 이 언쟁의 불일치는 “모든 사람은 선량하다”는 

예슈아의 ‘말’에 대한 부분부정이다. 이것은 악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인 바， 

악이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善)과의 공존(共存) 

올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세상은 분명히 부조리한 일면을 지 

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장변인 악마 볼란드와 예슈아의 제자 

마태오의 대화에서는 악의 존재를 긍정하는 불가꼬프의 의식이 명백히 나타 

난다. (“자네는 그림자를， 그리고 또 악을 인정하지 않기라도 하는 듯한 말을 

했어. 자네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으려나 - 만일 악(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네의 선(善)은 어떻게 되고， 만일 그림자가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 

떻게 보일까?")(M. M-하， 215) 

한편， 프랑스 실존주의자들의 ‘반항하는 인간’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 사르 

트르가 그토록 구토증을 느꼈다던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은 까뷔가 감지하 

고 요청한 현대인의 유형이다. 까뷔는 이와 같이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의 

운명을， 희랍전설의 최고신인 제우스를 거역한 죄로 중형을 받은 시시포스적 

운명에 비유한다. 

“시시포스는 험한 언덕길에서 이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야만 했다. 돌은 

언덕꼭대기에 닿기가 무섭게 도로 굴러 떨어지곤 했다. 힘에 겨운 무거운 짐 

을 헛되이 운반해야 하는 육체적 고역은 수없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까위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는 시시포스의 표정과 태도에 무 한 홍미를 

느낀다. (-----) 허망하게 다시 굴러 떨어지는 바위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에도 절망하지 않고， 무거우나 침착한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 이 끝없는 

고형올 다시 감수하는 것이다. 시시포스는 가혹한 운명의 힘보다 우월하고， 

그의 의지는 바위 자체보다도 굳었다 "10) 

까위에 의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란 헛수고 

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 

10) 조가경실존철학A ， 박영사， 1995, 17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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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이 비록 부조리하고 고통스럽다 할 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시시포스처럼 

진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것임을 실존사상 

은 가르치는 것이다. 

불가꼬프의 주인공 들， 거장과 그의 연인 마르가리따， 유대 총독 본디오 빌 

라도， 마태오， 예슈아 그리고 시인 이반 베즈돔느이 이들은 모두 까뷔의 ‘반항 

하는 인간’의 좌표 위에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조리를 폭로하고， 인생이란 

아무런 보수도 없고 헛된 수고로 그칠 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지하게 살아간다. 그들의 종말은 비극적이지만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속물 

들의 그것보다 한층 더 아름답게 묘사된다. 거장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마 

녀(魔女)가 되는 마르가리따， 예슈아를 만나기 위하여 2천년 동안이나 기다리 

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운명은 시시포스의 운명이다. 

3. 죽음의 문채 

실존철학의 인간이해의 한 카테고리는 인간의 유한한 구조， 즉 생(生)을 이 

해하기 위한 ‘죽음’의 문제의 논의와 관련된다 11) 

과거의 종교나 철학사상은 모두 ‘죽음’올 생(生)에 대립되는 것， 생의 타자 

(他者)로 보았다. 가령 내세의 축복을 설교하는 기독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 

의， 노발리스의 ‘밤의 송가’에서의 낭만주의적 동경 둥은 모두 그러한 인생관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설존철학은 이 같은 일체의 사관(死觀)을 넘어서 

서 죽음의 현상을 하나의 ‘사실’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의 학살， 전쟁터에서의 무자비한 살육， 기아와 빈곤이 가져오는 이름 없는 수 

많은 죽음들은 그저 ‘사실’로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뿐 

이다. 과연 우연한 이들의 죽음에 내세의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거대한 이념에 자신을 떠맡긴 현대인은 무력감과 한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 

11) 실존철학은 과거의 어떤 철학보다도 인간이해에 초점을 두며， 그리하여 인간의 유 

한한 구조를 가장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 중에서도 셀링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그 방법에 있어서 현대 실폰철학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가 죽음을 탁월한 미래 시간적인 경험양식으로 분석한 것은 옐링의 영향올 받 

은 까닭이다. 그는 ‘계시의 철학’ 강의에서 죽음을 ‘실존 즉 탈존(脫存)이라는 시간 

적 지평에서 문제를 전개하고 있다. 조가경， 앞의 책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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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실존사상은 ‘실존’의 중요성올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렇게 집단화된 개인을 고독의 울타리에서 끌어내어 잃어버린 ‘나’를 ‘각자’에 

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다. 실존적 사관(死觀)은 수 없이 많은 인간들만큼이나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자신에게만 떠맡겨진 ‘각자적(各自 

的)’인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를 진정한 자신으 

로 만드는 최후의 권위이며 가능성임을 역설하고 있다. 

불가꼬프의 문학에서 ‘죽음’의 모티브는 중요한 역할올 갖는다. 그의 죽음은 

세계의 부조리한 질서에 대한 항거이며， 동시에 그의 산물이다. 소셜의 두 주 

인공인 거장과 예슈아는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다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 이 

들의 운명은 동일선 상에 있다. 그들의 반항적 삶은 ‘죽음’이란 극단으로 끝이 

난다. 불가꼬프는 구역질 나는 인간세계의 부조리를 폭로함에 있어， 주인공들 

을 죽여 버림으로서 자신의 의도를 극대화시킨다. 이들에 의해 저항 받는 현 

실은 자유를 압박하는 권력(로마제국/예슈아)과 잘못된 이념(사회주의/거장)의 

소산으로 불합리한 존재인 그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지며. 나약하 개인은 오로 

지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슈아와 거장은 자신들의 과거를 모른다. 이들의 과거 

를 삭제한 불가꼬프의 의도는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도래하지도 않겠지만， 그 

것은 부조리한 과거와의 단절 또는 수정에서만 가능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다.(진리의 왕국이 등장------) 그리고 독자들은 이들에게서 무한한 연민의 

감정을 갖는데，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고독한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태어났 

듯이 고통스럽게 생올 마칠 것이라는 그들의 불행한 ‘죽음’을 예감하기 때문 

이다. 결국 불가꼬프는 거장과 예슈아를 죽이기 위해서 탄생시켰고， 권력의 

압제자나 1930년대 모스크바의 천박한 속물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이미 죽어서 태어난 것이다. 

거장은 작은 사람이다. 그는 역사를 전공한 자로 한 때 박물관에서 일했고， 

어두운 지하실의 단칸방에서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우연히 마르가리따를 만나 사랑을 하게되고，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되어 적지 

않은 돈을 갖게 되지만 그는 역시 작은 사람일뿐이다. 이런 작은 사람의 죽 

음은 분명 보잘 것 없는 죽음이다. 그러나 불가꼬프는 이 작은 죽음올 통하여 

이미 논의 된 것처럼 부조리를 폭로하고， 죽음의 새로운 개념을 얻는다. 

다음은 거장과 마르가리따의 죽음과 관련된 텍스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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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께서는 거장이 쓴 것을 읽으셨다 레위 사랍 마태오는 말하기 시 

작했다. “그리하여 자네가 거장을 같이 데리고 가 그에게 안정nOJ<ol!을 줄 것 

을 부탁하고 계신다. 그런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악의 넋이여?"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 볼란드는 대답했다. 

“그건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는 잠시 입올 다묻고 있다가는 덧붙였 
다， 

“그런데 어째서 자네들은 그자를 자네들에게로， 빛 CBeT 속으로 데리고 가 

지 않는 거지?" 

“그는 빛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저 안정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야 레 

위 사람은 슬픈 목소리 로 말했다. 

“부탁은 들어주겠노라고 전하게 볼란드는 대답하고 눈에 노기를 드러내 
면서 덧붙였다. “여기서 썩 물러나게 

“그분의 부탁이 또 하나 있다.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괴 로움을 

겪는 여자도 역시 같이 데리고 가주었으면 하는 거야 이때에야 비로소 애 

원하듯 하는 말투로 레위 사람은 볼란드에게 말했다. 

(M.M.-하， 215-216) 

불가꼬프는 거장의 죽음을 ‘안정’nOJ<oR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마태오는 그가 ‘빛’CBeT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저 안정을 받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왜 불가꼬프가 마태오에게는 빛올， 선하게만 

살아온， 진실된 예술가인 거장에게는 안정올， 즉 죽음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평가들의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작가 자신도 이에 대한 답올 

하지 않고 있다. ‘안정’nO J<oR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6장에서 도덕의 

테마와 관련하여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 죽음의 개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작가는 거장의 운명을 예슈아에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예슈아가 진리와 정 

의의 왕국의 도래를 확신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거장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의 예언 속의 왕국일 것이다. 독자들은 그의 죽음이 생(生)이 다하여 땅 속 

에 묻히는 통속적 개념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데， 또 

다른 생의 시작으로 아름답고 안락한 ‘영원한 은신처’에의 안주이다. 불가꼬프 

는 거 장과 마르가리 따의 죽음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12) 

12) 4y~al<oBa M. O. OG~ee H HH~HBH~yanbHoe ， nHTepaTypHoe H GHorpa빠l'IeC l<oe B TBOp'le

CI<OM npouecce M. A. 5ynra J<oBa. B I<H.: Xy~O)(<ecTBeHHoe TBOp'leCTBO, 11. , HaYJ<a, 1982, 

c. 142-143 불가꼬프는 ‘자살’(죽음)은 커다란 죄라는 전통적 관엽에서 벗어나 자 
살은 다른 세계로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한다 “(------) B rMacTepe H MaprapHTeJ 



불가꼬프 문학의 실존주의적 해석 

“마르가리따 니꼴라예브나! 거장을 위해서 최상의 미래를 생각해내려고 

당신이 애쓴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내가 권하고 그 
리고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었던 것은 그보다도 더 훌륭한 미 

래입니다. (---------) 낮에는 연인과 함께 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밑을 

산책하고 밤에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춧불의 불빛 밑에 

서 거위깃털 펜으로 쓰는 것이 그래 당신에게는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M.M.-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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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이 자유의 몽이 되면서 거장의 소셜은 끝이 난다. 여기에서 기억-양심 

-자유의 모티브는 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난다. 기억은 양심의 단초이다. 인간 

은 기억함으로써 괴로운 존재이며，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하여 거장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구역질나는 모든 과거의 늪에서 빠 

져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영원한 집’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 보세요， 이 고요 마르가리따는 거장에게 말했다 모래가 그녀의 

맨발 밑에서 소리를 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당신의 인생에 

는 주어지지 않았던 이 정적을. 자， 저기를 보세요.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상으로 주어진 당신의 영원한 집이에요. (-------) 

그의 기억， 바늘에 찔린 불안에 찬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거장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것이었다. 금방 그 자신이 그가 창조한 주인공 
을 놓아주었던 것처 럼 (-------)." 

(M.M.-하， 248) 

거 장의 죽음으로 나타난 불가꼬프의 사관(死觀)이 실폰주의 사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정’(nO I<oß) ， ‘영원의 집’， ‘최상의 미래’， ‘자 

유’ 둥 그가 ‘죽음’과 관련하여 등장시키는 용어들의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죽음은 생(生)의 타자로서의 통속적인 사망의 개 

염을 분명히 초월하고 있다. 그의 죽음은， 예컨대 하이데거가 정의하듯이， 죽 

음은 생의 연속이 끊어지는 곳이 아니요 오히려 생의 의미가 집중되는 초점 

으로 생은 그곳(죽음)으로 향하여 모이고 또 다시 거기서 반사하여 생의 전면 

적 구조가 조명되는 생의 최후이며 동시에 최초의 순간인 것이다. 이렇게 죽 

음이 해석되는 한， 거장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 우리 앞에 

cneUHanbHwe MOTHBHpoBKH OTCyTCTBy~T， B HëM CMepTb COBepmeHHO B ToR *e Mepe 

KOHeu o.llHoR *H3HH, KaK H Ha4anO llPy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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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것이다. 한국어로 죽는다는 것을 ‘돌아가다’라고 한다. 이 개념에서 다회 

성(多回性)의 개념을 제거한다면 실존주의적 죽음의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4. 인간과 도덕의 문제 

실존철학은 과거 어떤 철학보다도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 20세기의 실존사 

상은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고， 인간존재의 무상성(無慣性)을 터득한 지라， 환 

상 대신 냉정히 사고하는 합리성에 입각한 인간의 전면적인 ‘자기 책임’의 절 

대성을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이러한 인간존재의 무근거성을 일종의 숙명과 

합치시키고， 거기에서 인간의 본질을 끌어내려고 한 반면， 사르트르는 끝까지 

부조리를 부조리로 남게 하고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 규정하며， 

그리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귀착시킴으로써， 인 

간은 진정한 자유존재로 태어나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의 신념은 인간 이외의 

어떠한 초월적 권위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노그라도프는 ‘인간의 책임의 문제’， 즉 불가꼬프 문학사상의 실존주의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계 상황’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내면의 ‘도덕적 신념(신 

(神)에의 의지보다도)’이라는 원리에 대한 불가꼬프의 확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가 확신한 이 원리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의 시대에서， 서구 

의 지배적 사상으로 보편화된 실존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 실존주 

의는 ‘역사이성’에 의한 펼연적 진보와 인도주의의 승리를 위한 불굴의 전진 

을 주장했던 19세기 낭만주의 역사관의 붕괴와 더불어 출현했다. 재앙 이외 

의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세계 제 1차대전과 그 이후 나타난 시대의 부 

조리는 이 역사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 

새로운 역사관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위기와 재앙에 대비할 것을 인간 

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도덕적 신념의 절대적 가치， 도덕적 의무의 준 

수， 어두운 미 래에 대한 절망과 그로 인한 퇴보， 그리고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진실성’은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것이다. 

불가꼬프 소설에 나타난 몇 개의 모티프를 통하여， 그가 역사적으로 보편 

화된 페시미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진리의 왕국의 도래를 확신하는 예슈아 

를 상기하라)， 당대의 상황을 위기적 상황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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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바로 이와 같은 전 
제로부터 제기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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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가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비노그라도프가 언급한 인간 

의 책임과 양심， 즉 도덕의 문제다. 소설 속의 소설인 ‘거장의 소설’은 부랑인 

철학자 예슈아와 폭군인 로마제국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운명적 만남 

으로 시작된다. 죄수와 심판관의 만남은 ‘한계상황’의 인간의 내면을 낱낱이 

독자에게 폭로한다. 오만한 권력의 상징인 유대 총독 빌라도는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했던 (결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선과 악， 속박과 자 

유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에 빠지며， 부조리한 

세계질서의 대표적인 희생자로서 조명된다. 

“그럼 말해봐라 왜 너는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모 

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가?" 

“예， 모두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금시초문인데?" 빌라도가 웃으연서 말했다. “아마 내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모양이지?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 없다 그 

는 서기에게 말했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백인대 대장 끄르이소보이도 선량한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죄수는 대답했다. “사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선량 

한 사람들이 그를 흉측하게 만든 이후로 그는 거칠고 무뚝뚝해졌을 뿐입니 

다 

(M.M.-상， 39) 

예슈아는 끊임없이 유대 총독 본이오 빌라도에게 ‘선(善)’에 관한 설교를 한 

다. “예， 모두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압제자 유 

대 총독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 잔인한 백인대 대장 끄르이소보이도 선량하 

단 말인가? 게다가 자신을 배반한 유다도? 빌라도는 이 어리석은 자의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그의 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듣고 싶 

어한다. 저 위대한 로마제국의 총독이 보잘 것 없는 한 부랑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의 갈둥이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 폭군의 내면 

은 무어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선， 진리， 정의， 

13) B뻐。rpaLIOB H. 3aBeBlaHHe MaCTepa. / / BonpocbI JIHTepa TYP잉， 1969, N6, c.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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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속박을 설교하는 예슈아 앞에서 심판관 빌라도는 죄수 빌라도로， 즉 죄 

수 예슈아와 심판관 빌라도는 심판관 예슈아와 죄수 빌라도로 환치된다. 죄수 

의 시선은 부드럽고 눈빛은 섬뜩한 광채와도 같았지만， 심판관의 육신은 고통 

과 두려움으로 가득차 죄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다. “이 세상에 악한 사 

람은 없습니다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 

들을 죽였단 말인가? 죄수 앞에서 심판관은 한없이 추락하여 죄수가 되어 버 

리는 역설은 오묘한 예술 원리의 차원을 너머， 독자들을 진지한 사색의 늪에 

빠지게 한다. 

유대 총독 빌라도의 고뇌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양심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는 불합리한 현실과 방금 터득한 양심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리 

하여 2천년 동안 하루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고뇌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불가꼬프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죄(예슈아)와 심판(볼란드)이 

라는 극단과 극단의 충돌을 끌어냄으로서 자신의 의도를 더욱더 드라마틱하 

게 전달하고 있다. 

“제가 말한 것들은 죄수가 계속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의 형태로 출현한다. 그리고 케사르에 의한 지배나 어 

떤 다른 형태의 지배도 없어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인간세계는 어떤 종류 
의 권력도 필요하지 않은 진리와 정의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다 

(------) 

“티베리우스 황제 (B.C. 42-37, 로마제국 2대 황제-역주)의 통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정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 

을 것이다 빌라도의 목소리는 준엄하게 울렸다. 

총독은 서기와 호위병들을 역겨운 듯이 쳐다보았다. 

“그따위 얘기를 늘어놓다니， 이 미치광이 죄수 놈!" 빌라도가 소리쳤다 

“호위대는 발묘니에서 물러가라1" 그리고 서기에게 돌아서서 덧붙였다 

“죄수와 단둘이 얘기할 게 있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니까 

(M.M.-상， 42) 

빌라도는 예슈아가 “인간세계는 어떤 종류의 권력도 필요하지 않은 진리와 

정의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미치광이라고 크게 꾸짖었지 

만， 왜 그의 서기와 호위병들을 역겹게 바라보면서 기록을 정지시켰는가? 빌 

라도는 그의 설교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대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웬지 모 

르게 그가 싫지 않았고， 그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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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는 빌라도의 양심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숨어 

있던 그의 양심은 세상 밖으로 나와 역겨운 현실에 저항한다. 빌라도는 예슈 

아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불가꼬프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의 의도는 자신의 실험대위에 끌어내어진 빌라도의 양심을 통해， 한계적 상 

황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마제국의 유대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은 시민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법적 입장이다. 대 반역죄인인 예슈아의 사면을 위한 

그의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초법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슈아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 

의 지금의 내면적 삶의 세계가 ‘선’과 ‘양심’을 설교하는 예슈아라는 부랑인 

철학자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른 세계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다. 이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숭배했던 법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부정은 다름 아닌 부조리한 현실과의 투쟁을 용감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설령， 그 투쟁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는 불가꼬프의 준엄한 경고다 14) 그의 신념은 

‘악’과의 투쟁에서 양심적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리라. 

이와 같은 불가꼬프의 도덕의 문제의 중심에는 ‘비겁’TpyCOCTb의 모티브가 

있다. 그는 예슈아와 빌라도의 입을 빌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은 ‘비겁’임 

을 역설하고 있다. 

14) 헤겔， 키에르케고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의 역할에 대하여 다르게 인 
식한다. 헤겔은 정의와 선을 내면적 양섬에 의거 규정하려는 태도는 사회가 인간 

의 의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대는 소크 

라테스와 스토아학파 등이 나타났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반 

대로 당대를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연으로 잠기고 양심의 

결단을 호소하는 태도는 ‘낭만적 주체성’이요， 젊은이의 감상(感傷)이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의 구체적 실존은 내면적， 도덕적 결단의 실천이다. 그러나 그의 실천은 

하나의 출중한 인격으로서의 선돼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개개인의 주관적 

각성을 위한 이상은 될지언정 보편적 도덕성의 전제를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어쨌 

든 개인적인 우월성을 확신하여 내면적 양심을 사회적 도덕보다 높이 섭기고 국가 

와 종교와 모든 지식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대한 그의 사상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 

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지만 미하일 불가꼬프가 ‘거장의 소셜’의 주인공들인 빌라도 

와 예슈아의 대화를 통하여 드러낸 그의 사상(비겁/인간 양심의 문제)과 공통점을 

갖는다. 프리츠 하이네만실존철학Æ.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37-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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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있는 데서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하. 이번에는 그다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자가 말한 딱 한 가지 것， 그것은 비겁한 짓을 인간의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것의 하나로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었올까?" 총독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M. M-하. 139) 

“자유로운 시간은 필요한 만큼 있었고 뇌우는 저녁에야 올 것이다. 의심 

할 나위 없이 비겁은 가장 무서운 죄악들 가운데 하나다. 예슈아 하노츠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 철인이여， 나는 자네에게 반대야 - 그 

것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야 

(M.M.-하. 158) 

예슈아는 사형 집행 직전에 말한 딱 한 가지는 비겁한 짓이 인간의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을 체념한 빌라도는 곤한 잠에 빠져， 

예슈아와 달빛 비치는 길을 걸으면서 언쟁을 하는 꿈을 꾼다. 그 언쟁에서 빌 

라도는 자기 스스로 ‘비겁’TpyCOCTb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올 영원히 기억해줄 것을 예슈아에게 요청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여 허락하자， 냉혹한 유대 총독은 하도 기뻐 울며 웃었던 것이다.(M.M.

하. 159) 빌라도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질 것을 맹세한다. 

“그는 자기의 빛나는 앞길을 기꺼이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 머 
리가 돈， 죄 없는 공상가이자 의사인 한 사내를 처형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 

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었다 

(M.M.-하. 159) 

본 논문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거장의 죽음은 불가꼬프 연구가들의 최대의 

쟁점이며， 그 원인에 대한 견해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적으 

로 행위와 책임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예브게니 깐추꼬프는 “거 

장과 레위 마태오의 행위는 대칭적 관계이다. 거장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 

기자신의 내부에 침잠 하는 반면， 마태오는 외부세계로 들어가 자기희생을 구 

현한다. 거장이 ‘안정’nOJ<oß을， 마태오가 ‘빛’CBeT을 받은 것은 마태오는 예슈아 

를 위해 자기희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거장은 자신의 소설과 마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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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위해서 최선은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거장의 ‘방기’OTpe"leHHe ， 

마태오의 ‘자기 극복’caMOOTpe"leHHe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과 ‘빛’은 이들 

각각에 대한 벌HaKa3aHHe과 상HarpaJla"임을 언급하고 있다.15) 라드이긴도 거 

장이 소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예술을 버린 것인 만큼， 

이것은 거장의 완전한 패배이며， 그가 ‘빛’을 받지 못하고 ‘안정’을 받은 이유 

라고 주장하고 있다.16) 

불가꼬프는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극한적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한다. 인간의 삶에서 “‘도덕적 신념’은 

신(神)과 초인(超人)에 우선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 이 다”는 그의 확신은 실폰 

주의적 세계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5. 결 론 

실존주의 사상이 끝까지 부조리를 부조리로 남게 하려는 것은 그것의 존재 

가 펼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리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떠한 초월적인 

권위에 그들의 삶을 의지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신(神)， 운명， 자연법칙， 어 

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으며， 자신 그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외의 아무 것에도 책임을 톨 

릴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존재이다. 

“그럼， 결국 당신은 누구요?" 

“나는 영원히 악하고 싶지만 영원히 션을 행하게 되는 그 힘의 분신이오 

- 괴테 (W파우스트~ )17) 

15) KaH'iyKoB E. PaccnoeHHe MaCTepa, / / JIHTepaTYPHoe o603peHHe 1991, N. 5. c. 77 
16) JIa뻐rHH M. 5. wMacTep H MaprapHTaA M. A. 5ynraKoBa H Tpall뻐뻐 poMaHTH'ieCKOr。

pOMaHa (K Bonpocy 0 THnonorHH )lCaHpa), T‘monorH껴 H B3~HNOCB~3H B pyCCKO찌 H 3a

py6e)ICHolI nHTepaType. KpacHo~pcK ， 1981, c. 126. 
17) 미하일 불가꼬프악마와 마르가리따J ， 박형규 역(서울 삼성당)， 1983. 13면. 1991 

년 판은 『거장과 마르가리따』로 제명이 다르게 번역되었고， 위에 인용한 에삐그라 

프가 누락되어 있어， 1983년 판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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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꼬프가 인용하고 있는 에삐그라프이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선과 악의 공존’의 진리는 부조리의 펼연성에의 동의 

로 ‘실존’의 세계관에 경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천년 후에도 빌라도와 예 

슈아가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언쟁을 계속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선량하다’ 

는 예슈아의 ‘말’에 대한 빌라도의 부정으로，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 인용된 에삐그라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즉 세계 

의 부조리한 질서의 존재를 경시하고， 역사의 필연적 진보 그리고 인도주의의 

승리를 낙관하는 과거의 낭만적 휴머니즘의 공허함에 대한 경고이다. 불가꼬 

프는 오히려 인간의 삶은 선하지 않은 부조리한 ‘유한적 상황’과의 충돌이며 

이를 불가피한 ‘인간의 조건’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불가꼬프는 이러한 현기증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방 

법을 거짓된 권력과 이념이 아닌 인간 내부로부터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한계에 이르고 그의 인생관이 절망적인 비관론에 빠져든다고 하더 

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된 희망을 저버리게 하고 현실로 불러들임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허무， 불안， 결핍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무덤까지 안고 가야만 하 

는 것들이다. ‘악령의 도시’로 기호화 된 1930년대의 모스크바에서의 거장의 

삶이 그러하다. 불가꼬프는 진정한 한 예술가의 파멸을 통하여 구역질나는 현 

실의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그에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따위의 이 

념， 권력 등은 다름 아닌 까뷔의 반항하는 인간들 그리고 사르트르가 그토록 

구토증을 느꼈다던 부조리한 세계질서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불가꼬프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주의적이다. 그에 의 

하면 절망의 끝에서도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 

적 신념’이다. 그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은 ‘비겁’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신(神)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 

되， 그를 부트기 전에 우선 자신의 ‘도덕적 신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인간 내부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불가꼬 

프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그의 사상은 절망의 언덕에 

서서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설존적 인간에 관한 사상이다. 



불가꼬프 문학의 실존주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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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311ке 

Булгаков в свете экзистенциаЛИЗNа 

Квон Ен Хун 

в данном работ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философская особенность булгаковского 

романа при всех чертах сходства с экзистенциалистской позицией. 

Шутовские чудеса, происходящие в романе, вся карнавальная буфоннада его 

событий как раз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разбенчать и осмеять тезис 'это

го не бывает', 'эт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Само появление и исчезновение Духо

в Тьмы и его стра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носит путаницу, смятицу в повседнев

ную жизнь города. Н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не все в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познаваемо 

разумом, многое только лишь имеет видимость реальности, а в самом деле не

объяснимо, иррационально. 

И некотрые мотивы, звучащие в романе М. Булгакова, позволяют предпола

гать, что хотя М. Булгакову и не был свойствен всебщий, концептуальный ис

торический пессимизм, однако осознание конкрет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

ки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как кризисной отнюдь не было, по-видимому, вполне чуж

до ему. 

Заметим, что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М. Булгаковым безусловной первичности нрав

ственной позеций человека даже в самой жестокой ситуации весьма близко 

по своему смыслу к тем формулам,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виты в нащ век филосо

фией экзистенциализма 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экзистенциализм получил та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 сыграл такую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в период сопротивления 

фашиз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