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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혜

1.

경 ..

낭만주의 산문 - 환상태 마

러시아 낭만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낭만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유

럽의

대표적 인

낭만주의 자

시 인 들(Bürger，

Goethe ,

SchiIl er,

Uhland ,

Southey , Scott, Wordsworth , Coleridge , Byron 등)의 서정시， 비가， 발라드，
노래가 러시아에 소개되었고， 푸쉬킨 (nYIIl KHH) ， 레르몬또프 (JIepMoHTOB) , 쥬꼬프

스끼(lI<YKOBCKHlí) 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러시아 낭만주의 작가들은 그들의 “미

학적 가르침"1) 에 갚이 매료되어 유럽 낭만주의의 장르적 속성과 스타일 등
을 수용， 모방하며 자신들의 시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18세기 고전주
의의

모방 시학에

반발하여

독창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낭만주의

미학은 그

자체로서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에게 하나의 모순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낭
만주의 정신이

예술적， 미학적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의 낭만주의는 유럽 낭만주의의 정신과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발전했

던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낭만주의는 처음부터 유럽의 낭만주의 운동에 강
하게 의식적이었고， 이 새로운 발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러시아인들은 낭

만주의 미학에서 독창성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신고전
주의의 모방 원칙을 경멸하였으며， 그러한 18 세기의

영향과 외국의

영향으로

*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립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Victor Terras(1985) f?Hαldbook 01 Russian Literature,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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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럽의 낭만주의

개념에 높

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족문학의 독립을 위해 1 차적으로 외국

모델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아이러니가 19 세기
러시아 낭만주의자틀을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했다. 러시아에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과 함께 러시아 낭만주의
자들은 그들의 문화를 유럽의 모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했고， 진정 독자적
이고 민족적으로 독창적인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다. 따라서 러시아 낭만주의
자들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강조는 유럽에서 보다 훨씬 더 확고했다. 그 결과
1820년대 초 무렵에는 ‘민족적 독창성’ (HapOIlHOCTb) 이란 말은 낭만주의와 실제
적인 동의어가 된다.

1820 년대 후반 들어 러시아 문학 발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 가장 뚜렷하고 가시적인 변화는 시에서 산문으로의 장르 이동이다. 갑작
스러운 장르의
련된

전환은 낭만주의자들의 미학적 가치관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

것으로서， 여기에는 제까브리스뜨라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에게
서 강조되던 민족성과 독창성， 시인 각자의 개성은 1825 년 제까브리스뜨 사건
이후 정치적 반동과 억압의 분위기 속에서 구속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시인들은 창조와 개성， 자유 대신에

정치적， 사회적 색채가 배제된 환상이나

전설， 민속 이야기로 숨어들게 된다. 이러한 장르의 작품들은 실제 현실을 반
영하지 않으면서도 부조리한 현실을 묘사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
며， 또한 러시아 각 지방의 전설을 사용함으로써 민족적 독창성이라는 낭만주
의 정신에도 부합될 수 있었다.
결국 18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 문단을 지배하게 된 낭만주의
산문의 등장은 시대적 상황과 미학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는 “인간 사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철학적， 도덕적， 정

치적 문제들， 인간 개성의 본질이나 발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고상
한 장르”인 반면， 산문은 “구체적이고 감정적이며 거칠고 일상적인 측면에서
의 삶을 묘사하는 하위 장르 "2) 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현실로부터 눈

을 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고상한 관념적인 삶을 다루던 시 대신 저급
하고 세속적이지만 외부세계를 묘사하는데 더 적절한 산문을 태하게 된 것이
다. 물론 시와 산문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18세기 말 감상주의 시

2) H. H. npyuKoB(19Sll flfCTOPHJI pyccKoR

까fTepaTypblJ ，

]]eHHHrpan: HaYKa , c.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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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까람진 (KapaM재H)

과 라지시체프 (Pall뻐eB) 의 감상주의 소설과 일련의 역사 소설들에 의해 19 세
기 초부터

러시아 문단에는 산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고，

낭만주의

유럽

작가들 (Madame

있었

de Genlis , Ann Radcliffe , Goethe ,

Rousseau , Chateaubriand , Constant , Geroge Sand , Jean Paul , Hugo) 의 산문
소설 (prose tales) 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산문에

다. 시로부터 산문이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

독자성을 획득해 가면서 산문의 장르도 점차 다양해져

초기의 시적 산문으로부터 세태소설， 일상적 이야기 등으로 산문의 영역은 확

대되어

나아갔다. 장르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나 여행기，

역사소설，

세태소설

(society tales) , 환상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산문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2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산문은 환상 소설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인다

이미 지적했듯이 많은 낭만주의 작가들은 자유와 개성， 창조성에 대

한 추구가 억압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자연
스럽게 환상의 세계로 숨어들게 된 것이다. Siebers 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상
소설이 낭만주의 시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
면 환상소설이야말로 최고의 “차이의 문학 Oiterature of difference)"4) 이기 때
문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은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자 했으며，

개인적인 차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에게는 “예술적인 반란”이나 “개
인적인 특성 "5) 이 특히 중요했던 것이다. 환상소설은 일상적인 인간의 영역으

로부터 초자연적인 세계로 넘나드는 체험을 그려냄으로써 낭만주의자들이 추
구하던 ‘차이성’을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낭만주의자들은 공공연

하게 마법이나 정신이상자 등과 관계있는 신비한 관념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자 했다 .6) 미신에 대한 낭만적인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과는 급진적으로 대조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미학이 환상소설의 한 수단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상문학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코멘트하고 현실을 모
방하는， 현실에

3)

대한 2차 텍스트 "7) 로서 작용한다. Rosemary Jackson 에 따르

npYUI<OB 에 따르면

nOBeCTb

안에서도 풍경묘사， 묵상록， 산문으로 된 비가， 심리적

초상화 등 다양한 이야기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Ibid. ，

p. 52.)
4) Tobin Siebers(1984) , wThe Romantic Fan따sticJ， Ithaca: Comell University Press ,
p.9
5) Ibid.
6) 괴테 역시 미신을 보다 높은 지식 (higher knowledge)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Ibid. ,
p.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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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환상은 현실을 재결합하고 역전시키지만， 현실로부터 도망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실에 기생하거나 현실과 공생관계에 있으며， 실제 현실과 바라는 세
계 사이의 간극에 대한 신중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현실과 가능의 세계는 비
현실과 불가능의 세계에 의해 정의 내려지게 되고， 그 두 세계 사이의 경계는
끊임없이 유동적이다. 이러한 경계의 유동성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해지지 못하던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억압적 상황을 드러내는 인식
론적， 정치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8) 이처럼 환상은 현실을 거부하면서 동
시에

현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작가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즉 작가와 독자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결정해야 하며， 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환상소셜은 순수한 환상으로 읽힐 수도 있고， 완전하게 현실적인 비판으로 읽
힐 수도 있다.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역시

억압된 정치 상황 속에서 현실과의

타협 불가

능성，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환상 소설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1820년대
중반 러시아 산문에 소개된 환상소설 ($aHTaCTH~eCKa~ nOBeCTb) 은 독자들 사

이에서 빠른 속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9) 20년대 말부터 이후 30년대까지 계속
해서 러시아 작가들은 환상 양식 ($aHTaCTH~eCKH~ pO~) 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

했고 저널의 주요 연구 대상도 환상 문학 ($aHTaCTH~eCKa~ CnOBeCHOCTb) 이었
다. 일반적으로 환상소설의

러시아적

noropenbCI이쩌)의 <페르또프의

유형의

출발점으로는 뽀고렐스끼 (A ， A,

양귀 비 과자 >(na$epToBCKa~ MaKOBHHua) 가 꼽히

고 있다. 이 소설에서 뽀고렐스끼는 환상과 세태묘사를 코믹한 분위기 속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그의

예술적

목적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어서， 선의

승리와 악의 붕괴는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유머와 코믹함은 아
이러니와 조롱의 의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박하고 선량한 기쁨을 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환상 소설은 슬라브 민족의 신화에도 남다
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 신앙과 연관된 신화적

7)

Ceri Sullivan and Barbara White0999 , ed.)
Longman , p.

~Writing

형태

양식들이 낭만주

and Fantasy ,g,

London:

2.

8) Jackson 의 환상론은 위의 책에서 재 인용한 것임.
9) 이하 러시아의

환상 소설에

대한 개략적

φaHTa3째~ Py ccKa Jl rþaHTaCTH 'I eCKaJl

소개는 B. M. MapI< OBH'I의 논문 “llJ,!xaHHe

I1po3a

3 I10XH poMaHTH3Ma ,g

(1820-1840 rr,)

(Jl eHHHrpall: 11311aTeJJbCTBO JJeHHHrpallC I< OrO yHHBepcHTeTa , 1990) CC 5-37. 을 참조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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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특히 소모프 (OpeCT COMOB) 의 환상소설에

서 초자연적인 환상성이

민속적인 기원이나 특성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꾸빨라의 저녁 >(KynaJIOB Be <i ep) ,
<끼끼모라 >(KHKHMopa) ， <루살까> (PycaJIKa) 둥은 고골의 우크라이니 환상소설
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베스뚜제프 마를린
스끼 (A.

A.

5eCTYlI<eB-MapJIHHCKHA) 의

초기

환상소설(<에이젠

성 >(3aMOK

뼈 3eH) ， KpOBb 3a KpOBb) 에서는 삶의 일상성이 역사성의 성격을 얻게 된다. 역
사적

선빙성이라는 장치에

의해， 독자들 앞에는 그로테스크적인 악당보다는

평범한 인물이 제시되었다. 오도예프스끼 (B. φ. O.llOeBCKHfI)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환상 슈제트는 상류 사회의 결점을 폭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회의

상류사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공허함 (cye Ta)의 분위기， 위선， 악， 기만， 교활，

배신 등이 삶의 정신적인 공허함이나 무의미함과 결합되었다

이처럼 현실 묘사의 사회적 구체성， 사회적 날카로움은 러시아 환상 소설
에서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제시와 멜 수 없게 연관되어 있었다. 인간을 에
워싸고 있는 현실의 경계 너머에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이성
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존재의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세계
(nOTYCTopOHH뼈 뻐p)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른 세계’는 소설 속에서
현실의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환상소설의 슈제트는 반복적으로 두 세계의
상호침투를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 세계관의 주요한 원칙인 ‘두세계
성(.IlBOeMHpHe )'이 실현된다. 두 세계라는 개념은 낭만주의 예술에 있어서 필연
적인 부분이며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 다른 세계에 대한

꿈， 존재하는 세계를 알아볼 수 없게 변형시키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었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환상적인 개념들은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 발전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했다. 환상문학은 계몽적

합리주의의

도그마틀을 잠식해

들어갔고， 결국 그것을 극복했다.

11.

환상태마의 수용과 변형

러시아 낭만주의 시가 모방과 독창적 창조성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탐

10) 고골은 소모프의 전통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민속적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ohn
Mersereau , ]d1983l

Russian Romantic Fiction .!l. Ann Arbor: Ardis , p. 167.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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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했듯이

환상소설도 유럽 낭만주의

환상소설과 러시아적 독자성을 가진 산

문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러시아 문학발전의 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러
시아의 환상소설은 유럽의 영향 아래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
명 러시아만의 색채와 특정이 나타나고 있다. 환상테마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
서는 특히

호프만(E. T. A. Hoffmann) 적

텍스트에 논의를 한정시키고자 한

다. 러시아 산문에서 환상테마의 본격적인 수용은 호프만에게 힘입은바 크며，
따라서 호프만적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낭만주의 환상문학의 주요한

하나의 흐름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820년대 러시아에 호프
만 작품의

번역이 소개되면서 11) 그때까지 주로 짧은 형태의 산문 작업에

치

중하고 있던 러시아 작가틀은 호프만의 산문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20 년대 중반부터는 호프만식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산문의 주류
를 이루게 되고， 1830년대 초반 호프만의

인기는 절정에 달한다. 오도예프스

키 (B. OilOeBCI<J써)와 뿔레보이 (H. nOJleBO찌)의

호프만 모방에

이어

그의

영향력

은 푸쉬킨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호프만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에 확실하게
이끌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작가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풍자와 아이러니， 코믹함 "12) 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호프만 텍스트 기법을 자신의

차이를 보이

창작의 바탕으

로 삼았던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B. OilOeBCn때)의 <아가씨들이

댐스끼

대

로를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한 이야기 (CKa3Ka 0 TOM ,
KaK OrraCHO ile6ywKaM XOilHTb TOJlrrO~ rro HeBcKoMy rrpOCrreKTY)> 라는 짧은 길 이

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 제목을 가진 이야기와， 낭만주의의 가장 뛰어난 산문
작품으로

평가받는 푸쉬킨의

<스페이드의

여왕 >(flHKOBaJI

llaMa) ,

두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읽기를 통해 호프만 텍스트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러시아 환상문학이 어떻게 독자성과 개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오도예프스키 - 현실비판적 환상 텍스트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끼 (BJlailHMHp OiloeBcKHA , 1804-1869)13) 의
11) 1822 년 호프만의

“ Mademoiselle de Scudéry" 가 처음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호프

만을 모방한 러 시 아의 첫 작품은 A. A. nOrOpeJlbCK때의 『πaφeprOBCK4ß
(825) 이다.

12)

이름은 러

]ohn Mersereau ]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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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문학에서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생
애 말기까지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였고， 속기에서 감옥 개혁까지 정말 다

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학은 그러한 잡다한 관심사들 중

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도예프스끼는 러시아 문학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였다. 작가이자， 음악가， 학자， 저널리스
트로서 그는 1840 년대 러시아의 문학적， 문화적 삶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
는 “낭만주의
집

ff"neCTpbJe

작가 (nHcaTeJJb-pOMaHTμK )"1 4) 였던 것이다. 1833년 출판된 작품
cKa3KHj} 15l 에 수록된

TOJJn OlO no HeBcKoMy

<CKa3Ka

npocneKTY) 의

0

TOM , KaK onaCHO ae6ymKaM xoaHTb

스토리는 짧은 길이만큼이나 간단하다 16)

환상과 초자연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작품은 오도예프스키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호프만적인 것으로 범주 지워진다17) 20년대 러시아에 소개되

면서 러시아 작가들에게 독일 환상문학의 세계를 열어 보여준 호프만의 작품
은 많은 낭만주의 작가들을 환상 문학의 길로 이끌었다 18)

이

13)

"CKa3Ka" 의

시작은 매우 현실적이며

낭만주의 시인이며

세태 반영적이다. 법스끼

대로를

제까브리스뜨였던 알렉산드르 오도예프스끼 (AJleI< CaH.llp 뼈 aHOBIl'l

O.llOeBC l<llìí) 와는 사촌간이 다

14)
15)

E. A.

그의

MaìíMIlH(1975) W0 pyCCKOM poMaHTH3Me,g, MO Cl< Ba: npOCBe ll\eHlle , C. 203
작품틀은 (nOBeC TIl, Cl< a3 1<1l, paCC l< a3 b1) 1820년대에 단편적으로 출판되었으며，

이 작품들 중 대부분은 1833 년 Wnecrpμe CKa3KHj} 와 1844년

PyccKHe HO'쩌』라는 제

W

목의 작품집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16)

빼쩨르부르그의 1셉스끼 대로를 따라 아름다운 11 명의 아가씨들과 3명의 어머니가
산책을 하던 중 한 기이한 상점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구경을 하고 나오던 중
소녀들 중의 한 명이 상점에 남겨지게 되고， 갑자기 마법사로 변한 상점 주인은
그녀를 인형으로 만들어 버린다

은이가 그 인형을 사가지만

진열대 위에 세워진 인형에게 반한 러시아의 젊

인형의 시끄러움과 어리석음에 지쳐 결국 그녀를 창

밖으로 던져 버린다.

17)

w.

E. Brown (1 986) r A 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of the Romantic Periodj},

Ann Arbor, Ardis , p. 223
18)

환상텍스트는 우선 비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호프만에게서 비합리적인 장치
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초자연의 세계에서 그것은 하나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모호하게 받아들여지며， 가능한 설명을
위해 사실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호프만 소설의 구조적 특징은 이중성이다.
예술가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와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창조성으로 그를 이끄
는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한다

초자연적인 힘과 숨겨진 심리적 욕

망은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분명해진다. 주인공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접
촉을 시도한 결과 정선이상이 되어 버린다. (R obert

Reeder,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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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책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

고 미소짓지만， 극도로 지겨워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바라보았고
(nepec~‘OTpeJJH) ，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neperOBOpHJ띠)， 너무 많이 웃었기
(nepeCMe $l JJH) 때문에

더 이상 주고받을 이야기도， 미소도 없으며 그저 서로를

지겨워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그것
은 “우리의 관습 "(TaKOB YJl< e y HaC OÕbI'l aη)19) 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 관습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어머니들의 철저한 감시로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점 에
-

있다

Cnepe，llH MaMeHbKa , C3a ,llH MaMeHbKa , B cepe띠He MaMeHbKa

cTpaulH o! (94)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그들의

어머니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

에 어느 누구도 아가씨들 곁으로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아가씨들도 마찬가지

로 주위에 관심을 돌릴 수 없다. 그녀들의 삶은 철저하게 어머니들에 의해 외

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아가씨들이 지루한 일

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점 구경과 쇼핑이다. 세상에 대한 그들
의 호기심과 관심은 철저하게 주변 사물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새
로운 상점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오락거리이자 호기심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러시아의 아가씨들과 어머니， 그리고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들의 관계는 1 차적으로 당시 러시아 현실에 대
한 화자의 풍자와 조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문

불과 사상의 도입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그들을

외국의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점이란 물론 외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사상적 혼란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한 관계는 어머니， 즉 러시아의 위협적인 감시에
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회교도 마법사로 대변되는 유럽적
영향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만다.

러시아 젊은이들의

일상성 앞에

이상한 상점이 나타남으로써 이야기는 새

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세태 이야기를 환상 이야기로 전

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이 상점의 등장과 함께 세태 풍
속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이야기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 아가씨들
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이 상점은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19) B. φ. OnoeBcKHR , <CKa3Ka
npocneKTy> ,

FnOBecTH H

0

B，llpyr HaIIIa

TOM , KaK onaCHO neBywKaM xonHTb Tonnαo no HeBcKoMy

pdCCKd3배， c. 93./ 이하 본문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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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Ba~ napa OCTaHaBH Jl aCb , nOBOpOTH Jl aCb H npblr Ha qyryHHble cTyneHbKH ... (94)

(강조 - 필자) ‘갑자기’라는 말은 환상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새로운 사건의 전환에 논리적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환상 소설에서 논리와 이성은 필요 없으며， 모든 기괴함은 ‘갑자
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갑작스러움만으로 그것은 이미 아가씨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기이한 상점은
이야기를 환상 소설로 이끌어가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이상한 것들뿐이다 .20) 그것

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성을 흐려 놓고， 마침
내는

분별력을 상설하게

만든다. 화자는 러시아의

어머니들이

“분별

있

게 "(6J1aropa3YMHO )(94) 아가씨들의 숫자를 세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별없

음’에
말기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별력은 10 에서 끝나고
때문이다 .21)

따라서 상점에서 나온 이들이 “이전의

질서와 정연함”

(npell<H때 nop~ LlOK H 6J1arOqeHHe)(95) 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정연함인 것이다. 이들이 모두 상점을
나간 후 주인은 마법사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화자는 그를 “바다 건너에서
온 회 교도 "(3aMopCK째 6aCYPMaHHH)(95)

“저주받은 자" (oKa~HHblfl)(95) 로 표현하

고 아가씨를 “불행한 아가씨 "(HeCqaCTHa~) (95) 라고 묘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법사의 마법 의식에는 “화장 분통
에서 뒤어나온 우둔한 프랑스 머리”와， “담배통에서 튀어나온 당나귀 귀를 가
진 민감한 독일 코

“소다수 병에서 튀어나온 배가 잔뜩 부른 영국 배”가 함

께 한다. 이후 벌어지는 마법의 의식은 매우 그로테스크하다. 마법사는 마담
잔리스의 소설과 체스터필드의 편지， 약간 곰팡이가 낀 센세이션， 캔버스， 이

탈리아의 음， 새로운 카드릴 춤 한 다스， 영국의 도덕적인 산수의 몇몇 계산，
냄스끼 대로의 공기， 도시의 유언비어나 소문， 이야기 한 줌， 외교 문서 조각，

20)

나비 날개가 달린 거미줄 망사， 바늘 끝에 놓여 있는 시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순간적 으로 다 볼 수 있는 파리 의 눈으로 만든 오페 라 글라스(J10pHeT ), 닿기
만 해도 녹아버리는 비단 레이스， 잠자리 발로 만들어진 장화， 벌의 털로 엮어 만
든 펜.

21)

여기에서 화자는 또 다시 러시아의 어머니들에 대한 조롱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

는 어머니들이 11 명의 숫자를 세지 못해 1 명을 남겨 두고 옹 사실을 숫자를 4까지

밖에 세지 못하는 까마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TO Jl bKO

nO

'1 eTblpex."(94)

“ rOBOpJl T,

BopOHa )'M eeT C'쩌T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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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은 존경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 데 섞어
마법의

액체를 만든다. 그리고 아가씨의 심장을 꺼내어 그 마법 액체에 담갔

다가 다시

그녀의

가슴에

집어넣는 엽기적인 의식을 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아름다운 러시아의 아가씨는 마법사의 인형으로 변하게 되고， 그의

진열장에 놓여지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마법

의식에서

회교도 마법사와 프랑스 머리， 독일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러시아인들이

귀， 영국 배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의 지성과 이성， 감성의 지배를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프랑스 분으로 화장을 하고 독일 산 담배를 피우
며 영국의 소다수를 마셔왔다. 그들은 민족적 독창성을 상실한 채 유럽을 모

방하는 인형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영
향력이

감소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러시아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새로 등장한 유럽의 소설과 음악， 춤， 그리고 러시아 안에
서 떠도는 유언비어들과 소문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마법에는 “슬라브인의 용
기 "(C JlaB~HCKlie

My)((eCTBa) (96) 도

소용없다. 러 시 아의 감시 와 노력 에 도 불구하

고 젊은이들은 유럽적 사상과 유행에 마치 마법에 흘린 듯이 쉽게 물들게 되
고， ‘슬라브인의 용기’로 표현되고 있는 러시아의 힘은 유럽의 마법 앞에 무기
력하게 무릎꿇고 만다.

그러나 유럽화된

러시아를 상징하는 인형에게

유럽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은 러시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
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그의 사랑은 인형에게 잃어버렸던 “러시아의 정신”

(pyCCK Ii꺼

llYX) (97) 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무분별한 외국 문물의 수용과

온갖 소문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빼쩨르부르그에서 조용함과 평온함을 찾으

려는 젊은이는 러시아 정신의 상징물이다. 그러나 선과 예술과 사랑， 감정， 관
념을 가르치려는 젊은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형은 마법사에

의해 자신의

심장에 주입된 존경과 충성만을 되별 뿐이다. 그는 인형에게 사랑이라는 신성

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영혼의 음악을 이야기하지만， 러시아의 정신을 모두
빼앗긴 그녀가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녀는 가
슴 이 아닌 머 리 로 단지

알뿐 이 다

HeT -

~ 3Ha lO, OqeHh 3HalO: eCTh Ha CBeTe

llo6pOlleTe Jl h , eCTh Ii CKyCCTBO , eCTh Jl106oBh , KaK paBHO Ii TIOqTeHlie
eCTh IiMe lO 6 b1T h.(99)

젊은이가 인형에게 선과 예술과 사랑이

,

C KO IiMIi

있다는 것을 말

했을 때 그는 그녀가 그러한 감정의 세계를 함께 느끼도록 (qYBCTBOBaTh) 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감정들이

있다 (eCTh) 는 것을 단지 머리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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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Tb) 하려고만 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입된 대로 존경과 충성이라는 감정

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앵무새처 럼 반복할 뿐이다. 마법사는 그녀의 심

장 속에 소문과 유언비어를 집어넣었으며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TBoero X03 .s! HCTBa!(...)
'I yBcTBoBaTb

,

.s!

그녀는 알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

4TO MHe 3a aeno aO TBOeA aywI H aO

xO 'l y H ÆOÕÆO HH 'I erO He He aenaTb , He aYMaTb , He

He Xa3 .s!때HH'I aTb -

a TBOe aeno 3aÕaBn.s! Tb MeH.s!.(l O이 그녀 는 상

대의 감정과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아무 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인형일 뿐이다. 유럽의 이성과 기이한 것들로 가득 찬 그녀의 머리
와 심장은 결국 러시아의 정신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이처럼 외국
문물과 지식의

무분별한 수용은 결국 그와 그녀

모두에게 불행을 야기한다.

두 사람은 물론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젊은이는 절망에
빠지고 그의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 그녀 역시 유럽적 이성과 러시아적 감정

의 뒤섞임 속에서 분노하고 눈물 흘린다. 결국 그녀는 창 밖으로 던져지고 젊
은이는 그러한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행과 슬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화자는 독자들에

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A

I< TO

BceMy

BHHO~? CnepBa õaCypMaHe , I< OTOphle nOpT .s! T HaWHX I< paCaBHU , a nOTOM MaMeHb I< H,
I< OTOpble

He yMe~T C'쩌TaTb aanbWe aeC .s!T H. BOT BaM H HpaBOY 'l eHHe. ( l OO) 아가

씨를 불행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은 물론 회교도 마법사에게 있다. 그 다음으
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머니들이 10까지밖에 생 수 없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의 아가씨를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웅직이는 인형으로 만든 것은 마법사의

죄이지만， 그들의 철저한 보호자로 자처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잘못은 있다. 어
머니들은 러시아의 남자들로부터는 아가씨들을 보호하는 데는 철저하지만， 그
들의 지적 수준은 러시아로 빌려드는 유럽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딸들을 보
호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숫자를 열까지밖에 셀 수 없다는 것은 그

들의 지적 수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화자의 비아냥거림인 것이다. 결국 러시아
아가씨들의 불행은 유럽적 지식의 무분별한 수용과 어머니들의 무지함이 빚
어낸 결과이며， 이것이 화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인 것이다. 그

러나 한편으로 어머니들의 무지함은 러시아의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밀려드는

유럽의 문화와 유행에 대한 호기심과 유럽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럼으
로써 러시아의 정신을 상실한 유럽의 인형이 되고 만다. 그 결과 그들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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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운명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정신의 파멸， 이것이 러
시아로서는 가장 큰 불행이며， 화자가 경고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작품은 호프만적인 환상 테마를 기본적인 음조로
사용하고 있다. 호프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거괴하고 섬뜩한 마법과 그로 인
한 인간의 불행한 운명은 독자를 오싹하게 만드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현실과 환상의 세계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 속에 참여하며 화자에게
서도 인물들에게서 그러한 두 세계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듯이 마법의 세계， 초
현실의 세계도 또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

사성에도 불구하고 주제론적인 지향점에서 호프만과 오도예프스키는 본질적
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도예프스키에게서 환상은 단순한 환상
의

세계를 묘사하기

사용되고

있다는

위해서가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기

점에서

“오싹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보다 “억제되어

위한 주요 수단으로

호프만과 차이가 난다. Brown은 호프만의

있고 합리적이며

광기에 가깝다면

환상이

오도예프스키의 환상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2) 이 이야기에서도 사회적， 도덕적 교훈의 전달이 주된 목

적이라는 점은 화자에 의해서도 작가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화자
의

교훈성은

“이것이

당신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BOT

BaM H HpaBoy앤 HHe.)

(00) 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는 작가도 마찬가
지 이 다. 제 목에 대 한 각주에 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OÕBHH~T

He

3ananHoro

MblC JUI II(H e

JII0 ,llH

aBTOpa B KBaCHOM naTpHOTH3Me 3a 3Ty WyTKy. KTO nOHHMaeT ueHy
npOCBe ll(eHI쩌

TOMy

nOH~THbl

H

ero

3]]oynoTpeÕ]]eHH~.(93)

그는

<CKa3Ka 0 TOM , KaK OnaCHO neBywKaM XOnHTb TO]]nO~ no HeBcKoMy npOCneKTY>

라는 길고 우스광스러운 제목에

대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편협한 국

수주의라고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이 러시

아에 가치가 있는 것이면서 또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
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 시작과 끝에서 작가와 화자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일한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소설을 환상으로서가 아니

라 교훈으로 읽도록 분명하고 명쾌하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도예프스끼는 전형적인 계몽주의자로서 그의 작품에는 항상 합리적인 교
훈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삶에

22)

w.

E. Brown , P. 222.

대한 반영， 사회적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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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비판 등은 호프만의 텍스트에서보다 훨씬 깊게 탐색되고 있다. 그는
당대 러시아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와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환상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

아니었다. 그의

주제의식에서

환상소설은 기본적으로 호프만적

러시아화 되어

환상은 수단이지 목적
텍스트를 수용하면서도

있으며，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환상 소설의 발전에서 보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작가는 푸
쉬킨이다. 낭만주의 산문 호프만적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푸쉬킨은 환
상테마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환상테마의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다음절에
서는 푸쉬킨의

작품 중에서

가장 호프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스페이드의

여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푸쉬킨 환상테마의 본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푸쉬킨 -

푸쉬킨에게

현실과 환상

있어서

그 경계에서의 긴장

1830년대는 산문의

시기이다. 1830년의

기 >(nOBeCTH 5enKHHa) 와 1833 년의 〈스페이드의

〈벨낀의

이야

여왕 >(nHKOBa}l .llaMa) 은 푸쉬

킨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산문， 러시아 산문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827 년 <뾰뜨르 대제의 흑
인 >(Apan neTpa Ben싸<o ro) 을 발표할 때까지 그는 산문을 “시에

대한 안티테

제 "23) 정도로 간주했었다. 그에 따르면 산문은 논쟁적이고 격한 시의 세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830년대 이후 많은 러시아 작가들
이

산문의

영역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24) 푸쉬킨 자신도 이제는 러시아 시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산문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푸쉬
킨을 비 롯해서 낭만주의 작가들은 산문이 야말로 “당대 사회 를 가장 적 절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묘사”잃)할 수 있다고 보았다.<벨낀의

이드의

23)

여왕>은 이러한 시대적

Pa비

Debreczeny ,( 1987)

상황 속에서

이야기>와 <스페

발표된 산문 작품으로， 위대한

"Poetη

and Prose in <The Queen of Spades>" ,
wM odern Critical Vieωs: Alexander Pushkinjj , ed. Harold Bl oom ,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 p.1 49참조

24) 에이헨바움은 이러한 전환이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한
다 (B oris Eikhenbaum , "Pushkin ’ s Path to Prose," f M odern Critical Vieωs:
Alexander Pushkinjj , p. 120
25) Abram Lezhnev , “ The Essential Difference: Poetry and Prose ," WM odern
Critical Vieωs: Alexander Pushkinjj ,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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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푸쉬킨이 산문작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다. 특히 <스

페이드의 여왕>은 균형과 조화， 절제， 시공을 뛰어넘어 자유자재의 화법을 구
사하는 화자 등의 요소가 그 어떤 산문에서보다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푸쉬
킨 산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낭만주의， 사실주의， 심리소설， 사회소설， 애정소설， 환상소설 등 다양한
장트적 정의에서 접근가능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설보다도 풍부한 비평적 조망 속에서 읽혀진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환상테마이다. 주인공 게르만의 집착과
간접적인 살인， 뒤를 이어 나타나는 백작부인의 유령과 게트만의 파멸은 낭만
주의 고닥소설， 호프만적인 환상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26)

<스페이드의 여왕>은 3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백작부인
과 게르만 (repMaHH) ， 리자베따 (JJH3aBeTa)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
고 있지만， 이들의 세계는 또한 개별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짧은 이야기에 구성적

인 완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는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백작부인과 리자베따의 감상주의적

문학적

인간관계， 게르만

의 낭만적 주인공 형상은 푸쉬킨이 러시아 문학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에 의해서 고안된 교묘한 가변에 불
과하다. 특히 종횡무진 소설 속을 누비며 때로는 객관적 자세로， 때로는 인물

들의

과거와 내변세계까지

자27) 를 통해

26)

읽어내는 전능함으로 소설에

푸쉬킨은 이전의

Reeder는 논문 “ The

문학적

활기를 불어넣는 화

전통을 전복시키고 그 위에

Queen of Spades: A Parody of The Hoffmann

자신만의

Tale" 에서 〈스페

이드의 여왕〉과 호프만 산문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론적， 구성론적으로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특히 두 작가에게서 비합리의 세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공
통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호프만의 텍스트는 민속 설화 등의 변형이 아니라 초자연

적인 요소를 가진 독창적인 작품이다. 그것은 인간이나 자연에 대한 철학적 통찰력을

수반하고 있다. {Robeπa Reeder, "The Queen of Spades: A Parody of the Hoffmann
Tale, in New Perspective on Nineteenth- Century Russ띠n Prose (ed. G. Gutsche
& L. Leighton) (Columbus: Slavica Publishers , 1982) , p. 73-96.)
27) Andrej Kodjak은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화자에게 다양한 시점이 부여되고 있음
을 분석하고 있다. 이야기 시작부분에서 화자는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목격자이다.
1 장의 전반부에서 그는 백작부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스타일과 관련하여 상당히
친근한 지식을 얻게 되고 인물들의 정신 속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전능함을 드러

낸다. 마지막 두 장과 결론에서는 논평자가 되고， 우주의 몇몇 측면들에 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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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논의의 출발점

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어느 한 장르의 소설로도 읽힐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현실의 공
간과 환상의 공간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공간의 만남이
이루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테마론적， 장르론적 개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이드의

여왕〉은 인물들의

관계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감상주의

소설

로 읽혀질 수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상소설로 읽혀질 수 있다. 백작부

인과 리자베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어나갈 때

이 소설은 감상주의 소설이

되며， 반면 백작부인과 게르만의 관계를 공고허 해주는 것은 환상 요소의 개

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향은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게르만과 리자베따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뒤얽힌 복잡한

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 둘은 각각 백작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뒤얽힌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백작부인은 전제군주와 같은 인물로 그녀에게서

리자베따에게

벗어나는 것만이 삶의 유일

한 희망인데 비해， 게르만은 백작부인의 초자연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조차도 서슴없이 사용한다. 리자베
따는 백작부인에게서
대의 움직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게르만은 백작부인을 향하려

하는 반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펼요로 한다. 단지 게트

만이 능동적인 반면， 리자베따는 수동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리자베따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백작부인은 18 세기의

귀족적

전통을

고수하는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잔소리 많은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을 고수하고， 1770년대의 유행을 따르고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
랫동안 정성을 기울여 치장을 하는 노파에게 현재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외모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던 6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시들어 버렸지만， 백작
부인은 과거의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이 과거로부터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자 한다. 그녀는 또한 당시 귀족들의 유행에 따라 리자베따
를 양녀로 데리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백작부인의 태도는 전제적이며， 리

의 관점 과 지 식 을 드러 낸다. Andrej Kodjak(1976) "The Queen of Spades in the
Context of the Faust Lεgend，" WAlexander Pushkin' A Symposium on the 175th
Anniversary 01 His Birth.g, ed. A. Kodjak & K. Taranovsk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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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베따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1 BOT M051

)i( H3Hb!) ,

28l 그녀

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집안에서는 노파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사교계
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구원자의 출현이다
6b1JIa CaMOJII0 6HBa ,

)i( HBO

'1 yBcTBOBaJIa

OHa

CBOe nOJIO )i( eHHe H rJI5I lleJIa I< pyroM ce651 ,
그리 고 그녀 의 열 망에 응답이 라도

- C HeTepneHHeM O)i( Hlla51 H36aBHTeJI5I;

(202)

하듯 갑자기 ‘신비한 인물’ 게르만이

나타나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백작부인과 리자베따， 게르만은 감상주의 소설의

전형적인 인물

구도를 형성하게 되며， 리자베따로 하여금 스스로를 그러한 소설의
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이 소셜은 감상주의의

여주인공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테마에 대한 패러디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히 화자의 역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인물들의 운명에 관여하다가도， 다음 순간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필
요에 따라 자유롭게 문학 공간을 누비는 화자는 <스페이드의

여왕>에 기존

소설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생동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자는 백작부인과 리자베따를 감상
주의의 전형에서 탈피해 훨씬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화자는 리자베

따를 한없이 불쌍하고 가없기만 한 여자로 남겨 두지는 않는다. 위 예문에서처
럼 처음에는 그녀를 소심하고 겁 많고 노파의 모든 잔소리를 말없이 받아들이
는 순종적인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곧 그녀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그녀

가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
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리자베따와 게르만이 서로를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게
르만은 백작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자베따를 이용한 것이며， 또한

순진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리자베따는 게르만의 야심에 이용되었을 뿐이
라는 설명 역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그들은 각각 의식하고 있었건， 그렇지
않았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를 택한 것이다.
화자는 백작부인에 대해서도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 리자베따의 입장에
서 보았을 때 백작부인은 그녀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
드는 악의 큰원이지만， 화자는 백작부인이 사악한 영혼의 소유자는 아님을 지

28)

A, C, nYWKHH (l 975) <l1HKOB 8. JI

/18. M8.>,

wCo6paHHe CO'쩌 HeHI깨 B lIeC 5I TH TOMax , TOM 5~ ，

MOCKBa: XYllo*ecTBeHHa51 재TepaTypa ， C, 20 1.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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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

lI<eH띠HHa ，

H BCe CTap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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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e tJ HO , He HMe Jla 3J1 011 .oymH; HO ÕblJla CBOeHpaBHa ,

H3Õa JlOBaHHa.sl CBeTOM , cKyna H nOrPYll<eHa B XO JlOßHblll 3rOH3M , KaK
J1IOßH

, OT JlIOÕHBmHe B cBoll BeK H tJ yll<llbI e HaCT .sIDleMy.(204)

리자베따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오히 려

백작부인 역시 사회적 요구

에 따라 길러진 인간에 불과하다. 리자베따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쌍한
양녀로 살도록 교육받았듯이， 백작부인이

변덕스럽고 차가운 이기심

속에서

늙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류 사회의 오랜 교육의 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 속에 화자가 관여하는 순간 인물들은 전형성을 탈피해 현실적인 공간
으로 나오게 되며， 그 결과 이 소설은 감상주의 소설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소

설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감상적인 소설들에 대한 백작부인의 비
아냥거림은 분명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푸쉬킨의 조롱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o eCTb TaKall pOMaH , rße Õhl repo때 He ßaBHJI HH OTua ,

배 MaTep l!

“ rlle

5비 He 5hlno yTonneHHhlx Ten. ~ y*CHO 50lO Cb yTonneHH싸<O B! (200) 백

작부인은 주인공이 부모를 괴롭히는 소설， 물에 빠진 시체가 나오는 소설을 두

려워한다

이러한 소셜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감상주의 산문을 의미하는 것이

며， 특히 물에 빠진 시체가 나오는 소설이란 까람진 (KapaM3HH) 의 〈가없은 리
자> (5eßHa .sl 깨 3a) 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여주인공의
이름이 리자베따인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까람진의 화자가 자신의 여주인
공 리자를 불쌍하게 여겼듯이 푸쉬킨의 화자 역시 리자베따를 동정하고 있다.

(õeßHa .sl BocnHTaHHHua , 5eßHa.sl ßeBymKa)(212) 그러나 화자가 리자베따를 동정하
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불행해서라기보다는 그녀가 꿈꾸어왔던 희망이 일순간

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화자는 게르만이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작
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용했다는 고백을 한 이후에， 즉 모든 상황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 그녀에 대해서 두 번 연이어 õeßHa.sl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
다 .(õeßHa.sl BocnHTaHHHua , ÕellHa.sl ßeBymKa)(212) 자신을 불행한 삶으로부터 구원

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게르만이 실은 은인의 살인자이며 강도였고，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그를 도와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불쌍한 것이다. 화자의 관
점에서 보자면 그녀는 백작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불쌍한
것 이 다. õeßHa.sl flH3aBeTa 는 õeßHa .sl flH3a 와는 분명 히 다르다.

리자베따가 결코 감상주의적 여주인공이 될 수 없음은 에펼로그에서도 확

인된다. 우선 화자가 전하고 있는 리자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그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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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전하면서

화자는 이야기

전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두 가지

에피소

드를 함께 전하고 있는데，영) 하나는 남편이 백작부인의 이전 집사였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리자베따가 양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백작부인의

하인들이

주인 몰래 물건을 어떻게

빼내어

가는지를 알고

있는 화자가 집안 전체를 관리하던 집사의 탐욕스러움을 모를 리 없으며， 그
러한 집사의 아들에 대해 “친절한 젊은이" (JlI06e3H뼈 MonO~OH qenOBeK) 라는 표

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낭만적인 구원자를 기다
리던 리자베따는 게르만만큼이나 재산에 집착할 것이 분명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오히려 게르만보다 더욱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르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

음을 알게 된 리자베따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친절한 젊은이와 결혼을 한
다. 그녀가 게르만의 적극적인 구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를 감상주의

소설의

여주인공과 동일시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녀

의 감상성은 소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본성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안락함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이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게르만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만， 리자베따는 모든 것을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결혼한 이후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양녀를 키운다

Y ]]H3 aBe TbI I1 BaHOBHbI

BocnHTbIBaeTC jI 6e~Hajl pO~CTBeHH때a. (219) 리 자 베 따 의 양 녀 역 시 6e~Hajl 하다.

이것은 리자베따가 사람들에 의해 부당한 대접을 받았듯이 그녀의 양녀 역시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쌍한 처녀시절을 보낸 리자베따
가 감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나서게 되는 순간 그녀는 또 하나의 백작
부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푸쉬킨은 감상주의

들을 새로운 의미

소설의

특징

영역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패러디하고 러시아 산문에

보다 사실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전의 소설에서 사용되던 유아기
적 감정성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절대적인

피해자도， 절대적인 가해자도 없는 현실의 냉엄함인 것이다.
백작부인과 리자베따의 관계， 리자베따의 본성이 이 이야기를 세태 소설에
대한 패러디로 만들고， 소설에 사실적인 성격을 부여한다면， 게르만은 환상에

29) Kodjak 은 화자가 이야기 전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한 사실들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운명과 우주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
력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Kodjak ,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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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갈망으로 백작부인을 추구함으로써 환상소설의 가능성을 준비한다. 백작

부인의 신비한 카드에

얽힌 에피소드와 그 이야기가 게르만에게 불러일으킨

기묘한 심리의 변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백작부인의 유령과 게르만의 파
멸은 낭만주의 환상 소설의 외적인 전형을 따르고 있다.떼) 게르만과의 관계에

있어 백작부인은 초월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악한 존재이며， 게르만
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푸쉬킨은 당

시 유행하던 환상소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가 또 하나의 논점
이 될 것이다. 이것은 〈스페이드의 여왕>이 환상문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

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문학을 패러디함으로써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지

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는 백작부인과 생제트망， 그리고 카드의 비밀에 얽힌 똥
스끼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 에피소
드에 대해 “우연"( c JlYllaií) , 혹은 “속임수 카드 "(nopOWKOBble KapTbI) 라는 반응을
보이고， 게르만 역시 “꾸며낸 이야기 "(CKa3Ka) 라고 단정

가 당대

러시아 현실에서

환상적

이야기에

짓는다. 이러한 평가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성적， 현실적으로 환상 이야기들은 우연과 속임수， 혹은
꾸며낸 이야기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라는 반

응을 보였던 게르만 자신이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를 믿게 되고 자신의 삶 속
에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독자들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 결

국 이 소설이 CKa3Ka 인지 아니면 환상소설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주인공 게르
만을 추적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로 귀화한 독일인의 아들인 게르만은 대단히 확고하고 단호한 성격
과 나폴레옹의 외모에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소유한 낭만주의의
인물이다. 고독하지만 위대하고 단호한

행동력의

고뇌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낭만주의의

소유자인

전형적인

전형적인

영웅 나폴레옹과

인물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판단이 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설 내 등장인물인 똥스끼 (TOMCKHií) 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
르만이

신비하고 단호한 힘의

소유자라는 환상은 화자가 아닌 등장인물들의

의식 속에서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결국 점차 드러나는 게르만의 실체

30) 심리주의 비평가들은 백작부인의 유령이 나타나기 전 게르만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었고 평소에 마시지 않던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거짓 환상이 나

타난 것이라고 심리적

원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장의 카드는 심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Kodjak , p. 88)

그러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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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가 나폴레옹도 메피스토펠레스도 아닌 돈에 집착하는 소심한 인간이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일확천금에 대한 꿈과 카드비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그
의 의식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새벽 5시까지 친구들의 카드놀이를 지
켜볼 정도로 카드에 집착을 하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그들의 게임에 함께 한
적이 없다. 그러한 게르만의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된 성향은 곧
해

자신의

할머니인

BOT H BCe! - 3aMeTHn

똥스끼에 의

노백작 부인과 비교된다 .(repMaHH HeMeu: OH paC4eTJUl B,
TOMCKH 때. -

A eCnH KTO

6a6y띠 Ka ， rpa빼H~ AHHa φeJlOTOBHa.

(96))

an~ MeH~ HenOH~TeH ，

TaK 3TO

MO~

똥스끼는 게르만은 독일인이기 때문

에 계산이 빠르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자
신의 할머니라고 말한다. 리자베따와 백작부인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연결
되고 있듯이

게르만과 백작부인은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계산적인 독일인 출신의 젊은이 게르만과 카드의 신비한 힘을 알고
있는 백작부인은 서로 상반되는 성향의 소유자인 듯하지만， 본능적으로 두 사람
은 같은 의식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게르만의 “상상력 "(Boo6pall<eHHe) 에 의
해서 가능하다.:

OH 씨en CHnbHhle CTpaCTH H OrHeHHOe Boo6pall< eHHe , HO TBep JlOCTb

cnacna ero OT 06blKHOBeHHblX 3a6nyll<JleH째 MOnO JlOCTH.(203) 단호함으로 무장을
한 채 젊은 시절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

던 게르만의 본성은 실제로는 강한 욕망과 타오르는 상상력의 세계이다. 그
래서 백작부인에게 카드의 비법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의 단호함과 계

산적인 치밀함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상상력에 침식당하고 점차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AHeK JlOT 0 TpeX KapTaX CHnbHO nO Jl eACTBOBan Ha

ero Boo6pall< eHHe H uenym H04b He BhlXO Jl Hn H3 ero ronoBhl.(203))
절제 (YMepeHHOCTb) ， 근면(T pYJlonm 뻐 e) 이라는

그의

신조는

절 약 (paC4eT ),

물질만능의

시대에

풍부한 유산을 갖지 못한 게르만이 더 많은 부와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만들

어낸 이성적， 합리적
그를 환상의

자기

암시이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구해낼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또한

“알 수 없는 힘 "(HeBeJlOMa~ CHna , Ka3anbCb , npHBneKana ero K HeMY.) (204) 의

작용도 있다. 결국 게르만과 백작부인의 관계， 그리고 그 매개체인 카드에 얽
힌 이야기는 환상 소설로 발전될 가능성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게르만에게서
백작부인은 리자베따에게와는 달리

전제적이지도 변덕스럽지도 않다. 오히려

평상시 화장과 가발이라는 가면으로 가려졌던 그녀의 실체는 흐릿한 시선과
의지 력 없이 떨리는 입술， 죽어 가는 얼굴로 인해 유령과 같은 인상을 강하
게 드리운다. 리자베따를 두려웅에 떨게 만들던 백작부인이 한 밤중에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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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게르만을 향해서는 침묵을 지킬 뿐이다 .(CTapyxa MO Jl1.l a CMOTpe Jla

Ha HerO 11 , Ka3a JlOCb , ero He c Jlblxa Jl a(209) / ra p4JIIH$I MO Jl1.l aJl a (209) / CTapyxa
He OTBeTII Jl a HII CJlOBa (210)) 그녀는 게르만에 게 “늙은 마녀 "(C Tapa$l Be JlbMa)

와 같은 인물인 것이다.
푸쉬킨은 이

이야기에 겨울 밤31l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에피그라

프를 통해 스페이드의 여왕이 가진 사악한 힘을 언급함으로써 환상테마의 가
능성을 열어 놓았다.

뻐l 쩨르부르그라는 도시가 갖는 환상성과 더불어 겨울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환상세계의 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이다. 또 하나는 에피그라프의 역할이다. 푸쉬킨은 항상 에피그라프를

통해 자기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암시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그러
한 특징은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각 장마다 제시되고 있는 에피

그라프는 그 장의 내용 전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하지
만 이야기의

환상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설 시작

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피그라프의 내용이다. “ nllKOBa$l
He Jlo5po)((e Jl a Te Jl bHOcTb." (195) 최근에 나온 점술서에서

스페이드의

Jl aMa

03Ha 1.l aeT TaRHy~

인용했다는 이 문장， 즉

여왕은 비밀스러운 악의를 뜻한다는 에피그라프를 제시함으로써

화자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지로서의

이야기는 환상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환상이

그 것은 사악한 힘의 발현

될 것이다. 그리고 비밀스럽고 사악한 환상의 세계의

힘은

스페이드의 여왕에 의해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환상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1

。

M-

며 게르만의 환상 세계를 조정하는 것은 숫자이다. 카드게임이 숫자와 관련된

놀이인 만큼 숫자의 중요성은 큰 것이겠지만，

3, 7,

1 이라는 카드의 숫자는 주

인공 게르만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과

은 게르만이 꿈속에서 노파의
리 하고 있었다
KapThl , BOT

1.I TO

7

비밀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자

HeT! paC 1.I eT , YMepeHHOCTb 11 TpYJloJl~5I1 e: BOT MOII Tpll BepHhle
yTpO Il T , yceMepllT

MO 때

KanllTa Jl 11

Jl OCTaBIIT

MHe , nOKoR 11

He 3 aBIICIIMOC Tb! (203) 절약， 절제， 근면이라는 세 가지 신조가 자신의

재산을 3

배， 7 배까지 늘려 줄 수 있다는 게르만의 자기 다짐에서 왜 갑자기 3과 7 이라

31)

노드롭 프라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제식이나 민속에서 겨울과 밤은 주인공의 패
배， 소멸， 혼돈， 보조 인물로서의 도깨비나 마녀 등과 관련이 있다 (D ebreczeny , p.
15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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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민담에서도 3 과 7 이
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왜 이

두 개의 숫자를 특히

지목해서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3, 7,

그다지 중요하지

펼요가 있다

언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1 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증명하는 것은

않다. 오히려

세 장의

카드라는 것에

이 소설에서 특히 중요한 숫자는 3 이기

더 주목할

때문이다. 시간 등의

숫자에서 3 은 여러 번 사용되고 있고， 게르만의 신념 세 가지(절약， 절제， 근
면 paC 'I eT , yMepeHHOCTb , TPY JlOJJI0 6He ,

203) , 세 장의 카드와 세 번에 걸친 카

드 시합 역시 3 이다. 똥스끼는 게르만에게 세 가지 악행이 있다고 말한다 . (71

JlyMa lO, '1 TO Ha ero COBeCTH no KpaHHe꺼 Mepe TpH 3JJO JleHCTBa.) 하지 만 무 엇 보
다도 3 의 힘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카드의 비밀이 3 명에게 전수되었다
는 사실이다. 카드비법은 생-제르망 (CeH-JKepMeH) 에게서

백작부인과 차뿔리쓰

끼(니anJJHUKHH) ， 그리고 게르만에게로 이어진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카드의 비밀이 선비한 힘의 영역과 관계있는 것임은

비법의 전수자 생-제르망의 신비함에 의해 한층 강조된다. 생-제르망의 정체
는 상당히

불명확하다. 그는 “영원한 유대인 "(Be 'lHbIH 째Jl， 197) 으로 자처하며

스스로를 불로불사의

영약과 현자의 돌의 발명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

분의 보통 사람틀은 그를 사기꾼이나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비웃논다. 이 소설
에서

모든 사건， 상황， 등장인물은 항상 두 가지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영역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

한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생 제르망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한데， 생 제르망이 스스로 자처하
는 바에 따르면 그는 마법사와 같은 인물이지만， 현실적인 사람들에게서 그의

기이한 행동은 사기꾼이나 스파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
나 화자의

볼 수 있다

선택적

인물묘사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의

판단에

접근해

생 제르망이 발명했다는 불로불사의 영약이나 현자의 돌은 전통

적으로 마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것들이다. 그는 “기인"('1YJlaK) 이며， 카드

놀이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법 "(T때Ha) 을 알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지， 백작부인에게 비밀을 알려 준 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
보는 없다. 화자는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친절하게 등장인물들

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지만 생 제르망 백작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
다. 그의 존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만큼이나 비밀에 부쳐 있으며， 신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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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Be '-lHb때)" 악의 구현체이며， 그

의

힘은 백작부인을 거쳐 차뿔리쓰끼， 게르만에게로 이어지며

이들의 운명에

불행한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마법적인 힘이 그렇듯이 카드의 비밀은 이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
에

있을 때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백작부인은 카드놀이에서 많은 돈을 잃고

남편의 도움도 거절당한 상태에서 생-제르망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녀의 상황

이 열마나 절박했던가는 남편과 “처음으로” 의논을 하고 그에게 설명을 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B nepB뼈 pa3 B 써 3HH OHa ßowna C HHM ßO

paCCY*ßeHI써 H

06b Jl CHeHHH.

(96))

생존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

교계에서 명예에 철저하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생-제르
망의 마법의 카드는 그녀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
시에 생-제르망의 의지에 대한 절대적인 종속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차뿔리쪼끼
망 상태에 빠져
람들의

역시 카드놀이에서 30 만 루블을 잃고 절

있을 때， 백작부인의 비법을 전수 받아 이기게 된다

장난에는

엄격했던

백작부인이

이상하게도 그만은 동정해서

젊은 사
카드

3

장을 건네 준 것이다. 차뿔리쓰끼 역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마
법 카드 3 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며， 그 힘으로 크게 이기게 된다.

이 두 사람에게 카드의 비밀이 전해 질 때 하나의
의

전제조건은 3장의 카드

힘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카드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32)

백작부인과 차뿔리쪼끼가 그 약속을 지켰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3장의

카드가 그들에게

대단한 승리를 안겨주고 가장 절망스러운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준 것은 분명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오히려 불행했다

차뿔리쓰끼는 3 장의

카드를 사용해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극도
의 가난 속에서 죽게 된다. 그는 백작 부인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로부터 카드
의

비법을 전수 받았으나， 그것이

부인의

결국은 그의

파멸로 이어진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생의

것이다. 백작
파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카드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 때문
이다. 카드로 인해

32)

야기된 권총 위협과， 놀라움에

의한 예기치

않은 죽음은

백작부인의 경우 이러한 전제 조건이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백작부인이 그 이후
로 절대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똥스끼의 지적， 그리고 그녀가 차뿔리쓰끼에게
다시는 카드놀이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사실에서 그녀 역

시 그러한 맹세를 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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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운명 또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그들이 생 제르

망과의 약속을 지켰다 하더라도， 카드의 불행한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카
드는 사람들의 운명을 파멸로 이끄는 사악한 힘의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게르만에게서는 카드의 사악한 힘과 그로 인한 인생의 파멸이 가장 극대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게르만은 백작부인이나 차뿔리쪼끼와는 사정이 다르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카드는 기본적으로 놀이로서， 그들은 카드에 인생을 걸지
도 않았고， 카드놀이로 전 재산을 탕진할 위험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카드게
임에 크게 져서 위기의 순간을 맞기는 했지만， 그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카
드 빚을 갚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명예의 실추였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게

르만은 일확천금의 가능성 때문에 카드에 집착한다. 게르만이 카드의 비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HeCJJenCTBO , TOT

。 T l.I OBCKOe

KaKHe

현실적인

51

neMOHCTKHe yCHJJHjj.

llJl jj MeHjj He nponallyT.

이유에서이다

BCe-TaKH
He MOT; jj

yMpeT

B

KTO

He

HH 삐 eTe ，

yMeeT

6epe 'l: b

HeCMOTpjj

3aHIO l.I eHy neHbraMH. Ba띠H

TpH

HH

Ha

KapT비

(209) 노파와 차뿔리쪼끼의 경우 위기의 순간에 카드

의 비밀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게르만은
이미 그들과는 다르다. 그는 극단적인 위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카드놀이를 한 적도 없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모으

는 것이었다.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힘에라도 의지하려는 게르
만은 시대가 양산해

낸 산물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더

이상 명예도

사랑도 아닌 돈과 재산으로 전락한 러시아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열망은 마침내 응답을 얻게 된다. 장례식

장에

다녀온 날 밤

그는 흰옷을 입고 나타난 백작부인과 만나게 되며， 이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
으로 환상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백작부인의 유령의 등
장과 그녀가 말하는 카드의 비밀

그리고 게르만의 파멸로 이어지며 빠른 속

도로 진행된다. 게르만 앞에 등장한 백작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51
Te6e npOHfB

CBoe 때

BO Jl H

, -

HCnOJJHHTb TBOIO npocb6y.

에

비법을 알려주려

그것이

HO MHe BeJJeHO

왔다고 말한다. 그녀를 자신의

게르만에게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는 밝혀지고 있지

며， 또한 그것을 밝히는 것이 문제의

33)

, -

(215)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누군가의 명령

의해 게르만에게 카드의

의지에 반하여

CKa3aJJa OHa TBepllbIM rOJJOCOM

npHlliJJa K

않으

핵심은 아니다，33) 중요한 것은 카드의

생-제르망 백작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는 ‘영원성’을 보장받고 있는

사악한 힘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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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에는 알 수 없는 힘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사악한 힘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죽은 사람까지 되돌려 보낼 만큼 강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게르만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꿈속에서 본
대로 TpOßKa , CeMepKa , TY3 세 장의 카드를 사용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TY3 에
서 nHKOBa~ llaMa 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완벽하게 파멸하고 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일부비평가들은(특히 심리주의 바평가) 환상
요소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폐한 상태에

있던

게르만이

술을 마심으로써 야기된 거짓 환상이며， 이 모든 것은 정신이상의 징후라고
설명한다. 과연 게르만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초월적인 힘이 그의 파멸을 유

도한 것인가? 화자는 두 번 연거푸 그가 미쳤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
번은 카드놀이를 시작하기

전 친구 나루모프를 통해 (OH C yMa CO피eJI!) (217) ,

그리고 에펼로그에서 화자에 의해 다시 한 번 (219) 언급되고 있다. 그가 미쳤

다고 하면 지금까지 게르만의 눈앞에 나타났던 모든 초월적인 현상들은 이성
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이 소설은 환상소

설의 모양새를 취한 사실주의 소설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 여

기에서 또 다시 화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데， 게르만에 대해서 그는 “게르

만은 미쳤다”고 그럴듯한 결론을 제시하지만， 화자의 단정은 그 자신이 뒤 이
어 게르만이 갇혀 있는 병원 호실이 17호실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진지성과 신

빙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게르만이 미친 것과 그가 17호실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즉 게르만의 결말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 인

연관성 이 없는 병 원 호실을 언급함으로써 화자는 교묘하게 독자들이 자신의
서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앞에서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게르만은 미

쳤다라는 말조차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게르만의 환상성은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남겨지게 된다. 이 모든 사건을 게르만의 광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환상의 존재 여부， 화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의도적으로 무시하

고 있는 유령과의 만남 이후에 기록한 쪽지이다. 게르만은 유령과의 만남 이
후 춧불을 켜 고 자신 이 본 것 을 기 록한다 .(repMaH B03BpaTHJIC~ B CBOIO KOMHaTY ,

3aCBeTHJI CBeqKY H 3anHCaJI CBoe BHlleHHe.)(216) 이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행동
이다. 유령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만남은 충분히

게르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기록을 남겨두려는 게르만의 행동은 평소의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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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백작부인과의 만남을 단순히 술에 취한 게르
만의 환각 상태로 결론짓기에는 무언가 미흡하다. 또한 화자는 게르만이 자신
이 본 것을 기록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 그것의

행방이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게르만은 미쳤고 그의

어떻게

3, 7, 1 이라

는 카드는 정신이상자의 환상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가 남긴 카드비밀의 기
록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 손에 들어갈 것이며， 사악한 카드의 힘은 여전
히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스페이드의

여왕〉을 환상소설장르와 연관해서

읽을 경우 그것이 환상소

설인지， 환상소설을 패러디함으로써 사실주의 산문의 길을 열어놓은 것인지를

규벙하는 것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화자는 게르만의 망상과 광
기를 정신이상이라는 심리적 문제로 결론지음으로써 이 소설에 사실성을 부
여한다. 환상은 단지 그의 과대 망상적인 정신상태의 혼란에서
뿐이며，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는 독자들을 소설의 환상성

앞에서

야기된 것일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화자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든다. 그의

의도적인 합리적 설명과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설명되지 않는 환상의 세계

는 <스페이드의 여왕〉을 한편으로는 러시아 사실주의 산문의 시작으로 읽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푸쉬킨만의 독특한 환상소설로도 읽게 하는 것이
다. 이 점에서 푸쉬킨과 그의 화자는 독자들과 또 다른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
는 것이며， 독자들에게 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川. 결론
츠베탕 토도로프 (Tzvetan Todorov) 는 환상을 “자연 법칙밖에는 모르는 사
람이 분명 초자연적인 양상을 가진 사건에 직면해서 체험하는 망설임 "34) 으로

정 의 한다. 환상의 망설 임 양쪽에 는 괴 기 (the uncanny) 와 경 이 (the

marvel1 ous)

가 자리 잡고 있다. 현실의 여러 법칙들은 손상당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환상적 현상이 현실의 법칙으로 해명된다고 독자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

은 괴기의 장르가 된다. 반대로 독자의 결론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경이의 장르가 될 것이다. 따라

34)

토도로프의 환상문학 논의는 그의

사，

1996) ,

124-159를 참조

r환상문학 서절J ( 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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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인 한 장르라기보

다는 경이와 괴기라는 두 장르의 경계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결말에 이르게 되면 작중 인물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독자는 어떤 결정을 내

리게 마련이며，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환상에서 이탈
하는 것이다. 괴기와 경이는 다시 순수한 괴기， 환상적 괴기， 순수한 경이， 환
상적 경이로 구분된다.
토도로프의 환상테마에 대한 장르 구분이 모든 환상 소설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두 작가의

작품의 환상적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오도예프스키의 환상은 설명도 되지
않고 합리화도 되지 않은 채 멈추어 버리고 그럼으로 해서 초자연의 실재성
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적 경이에 가깝다. 괴기와 경이 사이

에서 독자가 환상의 위치를 결론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오도예프스키의 환상
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환상장르

의 유형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푸쉬킨의 환상은 훨씬
복합적이고 애매하다.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였던 마법

의 카드와 백작부인의 유령은 게르만의 광기라는 합리적인 해명을 통해서 환
상적 괴기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와 그것이 독
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독자들도 환상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의

상태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환상적 경이의 속성도 지니게 된다. 토도로프에 따
르면 환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두 개의 경계에서 주저하게 하다가 결국에
는 어느 하나의 장르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푸쉬킨은 마지막까지 독자

를 괴기와 경이 사이에서

계속 망설이게 함으로써 환상의 속성을 유지시켜

나간다. 여기에 푸쉬킨의 위대성이 있다. 그는 <스페이드의 여왕>을 통해 한
편으로는 당시 유행하던 장르였던 환상소설을 패러디함으로써 사실주의 소설
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를 여전히 환상의 경계에서 놓아
주지 않고 주저하게 함으로써 환상소설의 유형학을 따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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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ssian Romantic Fantastic Fiction and
A. S. Pushkin
Park, Hye-Kyung

The Russian Romanticism covers the first half of the 19t h century. The
European Romanticism had influenced on them.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ir teachings are the quest for originality and the national identity. The
Russian romantics were immediately responsive to this new literary
movemen t. They accepted the importance of originality and endeavored to
liberate themselves from foreign influences. They wanted to create an
original national literature.
Poetry was dominant in the romantic movemen t. Romantics translated
the ballads and other verse works of English and German romantic poets ,
and then created their own verse works. But from the middle of the 1820s
there appeared prose works in Russia. And from the 1830s prose works
dominated over the romantic verse tales. The Russians were interested in
the society tales , travel sketches , historical novels and fantastic stories.
In this paper 1 would like to study of the Russian fantastic fiction. From
the mid-twentieth on , the supernatural tale becomes one of the most
popular types of fiction. In the twenties the fantastic works of E. T. A.
Hoffmann and Washington Irving were introduced , and Russian authors
began to imitate these imported works.
It is natural that the fantastic emerged during the Romantic period , for

it is "the literature of difference." The fantastic is a deliberate response to
a gap between the real and the desired , under the

contr이

of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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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ntastic acts as a secondary text to reality. It comments on reality
or imitates reality. But the fantasy does not escape the real. The fantastic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real world.
The literary fantasy has a political function. It violated a dominant
assumptions of what is generally accepted as normative. The history of
the fantastic is the history of struggle. Fantasies are one of the
individual' s deliberate response to circumstances which are not ideal.
After the Decembrist revolution , the romantic movement suffered a
severe setback. The romantics expressed their thoughts through the
fantasy. Many romantics wrote the fantastic prose. (A. nOrOpeJl bCKH낀， A. A.
5ecTy:l< eB-Map JlHHCKHH , O. M. COMOB , 11. B. KHpeeBCKHH , B. n. THTOB , B. φ. OlloeBCKH꺼，
A.

c. nyIll KHH , H. B. rOrO Jl b, M. 10.

Jl epMoHTOB , A. φ.

Be Jl bTMaH) They treated the

contemporary social and moral faults in their fantastic works. The fantasy
was used for instruments which discover the individual hypocrisy , mental
vacancy , cunning , betrayal , meaninglessness(no IllJlocTb).
One of the popular authors was V. F. Odoevsky. His short tale <A
Story of How Dangerous it is for Girls to Walk in a Crowd along Nevsky
Prospect> (CKa3Ka 0 TOM , KaK onaCHO lleBylllKaM XOllHTb TO JlnO~ no HeBcKoMy
npOcneKTY) shows social and mental problems. He criticized the social
conditions and social manners. Especially he attacked the thoughtless
acceptance of foreign influences. Foreign ideas , thoughts and things are
very dangerous to Russian soul. The important thing in his works is not a
belief in the supematural but a didacticis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ntastic fiction is A. S. Pushkin's wThe
Queen of Spades .JJ. On the one hand , this tale is parody of Romantic
fantastic fiction. On the other hand , Pushkin still continues fantastic
tradition. The reader hesitates between the uncanny and the marvellous.
There is no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