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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또예프스끼의 『백치』에 냐타난 마(美)의 주제 

백 준 현. 

1. 서 론 

도스또예프스끼 (φ. M. nOCTOeBCKI쩌)의 예술은 관념(觀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를 거쳐 후기에 오며 이러한 장은 짙은 숲으로 변해 그가 인생을 

통해 계속 고민해 왔던 신(神)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 

이 심원한 의미를 가지고 작품 속에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관념의 

숲에 가려 자칫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미(美)’의 주제이다. 미 

에 대한 언급이 대체로 그의 작품들 속의 비교적 적은 장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작품 집펼 시간에 쫓긴 그의 머릿속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부차적인 모티브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기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면， 미의 주제는 거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다른 어떠 

한 관념들에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 

이상학적인 측면에 치우쳐 표현된 지닌 여타 관념들과는 달리， ‘미’는 현실의 

인간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감성과 영혼의 측면에까지 동시에 관련될 수 있 

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의 개념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에서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의 중요성이 여타 주제들 

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잭슨(R. L. Jackson) 

은， 도스또예프스끼의 관념들은 미의 주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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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플라톤에서 중세 기독교 미학을 거쳐 쉴러， 샤또브리앙， 웰링 그리 

고 헤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미와 이상에 대한 개념은 도스또예프스끼 

세계관의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지배한다라고 평하고 있다1)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백치 (H따OT )~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는 ‘절대적으로 야름다운 인간’인 의쉬낀 (Mbl피쩌H) 과， 대단한 미모의 소유 

자로 칭해지면서도 서로 성격은 판이한 나스따샤(HaCTaCbjj) ， 아글라야(Arllajj) 

가 등장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주요 동인(動因)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미를 현실적， 이상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 

며 동시에 그 두 차원의 불협화음을 그리고 있기에 도스또예프스끼의 미 개 

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적절한 

장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에서백치」에서 미의 주제를 담지 

하고 있는 의쉬낀이란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스또예프스끼적 미 

관념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의쉬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에 대해 씌어진 작가의 계획안， 편지는 물론 미라는 주제를 통해 그 

와 연관될 수 있는 여타 작품들의 인물들을 통시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본 론 

미의 개념과 관련하여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작가가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쉽사리 인식하게 된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 자연에 대한 묘사 등 미의 구상적 

(具象l퍼) 표현에 접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독자들은 도스또예프스끼의 미 

관(꽁빠)은 어떠한 스타일로 나타나며，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는 데 어려움을 겸게 된다. 미의 관념이 담론화되어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러한 난해함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악령 (5e CbI)~ 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5paTbjj KapaMa30Bbl)~ 에 등장하는 샤 

또프(UlaTOB)와 드미뜨리(llMIlT띠꺼)의 말이다. 

1) Jackson , R. L.( 1966) rDostoeusky's Quest for Form A Study of His Philo 
sophy of Artd7,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Press , p.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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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B lIa JIH, 6YllTO BbI yBep~JIH ， '1 TO He 3HaeTe pa3JIH\쩌~ B KpaCOTe Me*lIY 

KaKO~-HH6Yllb CJIallOCTpaCTHO~ ， 3BepCKO~ WTyKO꺼 H KaKHM yrollHo nOllBHrOM, 

XOT~ 6에 lIa*e *epTBO꺼 *H3HH~ lIJI~ '1 eJIOBe 'leCTBa? npaB lIa JIH , '1TO BbI B 060HX 

nOJI~cax HaWJIH COBnalleHHe KpacoTbI, OllHHaKOBOCTb HaCJIa*lIeHH~? 

(T. 10. c. 201)2) 

당신(스따브로긴)이 어떠한 음욕과 짐승 같은 짓， 그리고 인류를 위한 자 

기 목숨의 희생 같은 공적 사이에서 아름다웅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확언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이 두 가지 극단적 반대 상황 사이에서 똑 

같은 미와 똑같은 쾌감을 발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KpaCOTa -- 3TO CTpaWHa~ H y*aCHa~ Be삐 CTpaWHa~ ， nOToMy '1 TO Heonpe

lIeJIHMa~ ， a onpelleJIHTb HeJIb3~ nOTOMY, '1TO 60r 3allaJI OllHH 3arallKκ TyT 6e

pera CXOll껴TC~ ， TyT Bce npOTHBOpe 'lHl! BMeCTe *HBYT... B COllOMe JIH KpacoTa? 

Bepb , '1 TO B COllOMe-TO OHa H CHlIHT lIJIl! orpOMHoro 60JIbWHHCTBa JI~lIell... Y*aCH。

TO, '1 TO KpaCOTa eCTb He TOJIbKO CTpaWHa~ ， HO H TaHHCTBeHHa~ BeIllb. TyT lIb 

l!BOJI C 60rOM 60peTC l!, a nOJIe 6HTBbI -- cepllua JI~lIell. (T. 14. C. 100) 
아름다움 - 그건 무섭고도 끔찍한 거야| 무섭다는 건 그것이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데， 신이 수수께끼로서 던져준 이상 그것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 아름다움 속에서는 양극단이 만나고 모든 모순이 함께 존재 

해 소돔에도 미가 있을까? 내 말을 믿어， 소돔에도 역시 대단히 많은 사람 

들을 위해 미가 존재하고 있어 끔찍한 건 마가 단지 무서울 뿐만 아니라 

비밀스런 것이라는 사실이야 거기에선 악마와 신이 싸우고 있는데 그 장소 

는 인간의 영혼이란 말이야. 

위의 두 인용문에서 우리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대표적인 두 등장인물의 정 

체성이 미와의 관련 하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등 

장인물들의 정신적 혼돈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있다3) 

2) 본 논문에서 인용될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 펀지， 계획안， 논문 등등은 모두 lloc • 

ToeBCKHll ’ φ. M.(1972-1990) rno까foe co6paHHe CO 'lHHeHHH B TpHI1IÆaTH TOMax,J , }]e 

HHHrpall HayKa 의 내용에 의 거 한다. 앞으로는 인용문 옆에 권수(T.)와 쪽수(C .l만 

을 표기하기로 한다 

3) 이렇듯 미의 관념이 작품의 결정적인 소수의 부분에서만 은유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 로스끼 (H. }]OCCKHll)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에서는 미가 

대단히 고양된 (B03BbIweHHa꺼 KpaCOTa)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미의 

관념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은 그 본질적 의미 

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OCCKH때， H‘(1953) I낀OCToeBCK쩌 

μ Ero ψHCTHaHCKoe MHpOlTOHHMaHHej} , 11311. HMeHH 4eXOBa ’ Hb~-HoPK ， c.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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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위와 같은 관념적 불명료성이 나타난 

다면， 그것은 도스또예프스끼가 생각했던 미의 본질이 그들에 의해서는 구현 

되기 힘든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들 속에는， 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등장인물들 자신 역시 관념적 혼돈에 빠져 있다는 

일차적 사실만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이렇듯 쉽게 구체화될 수 없는 미 개념을 포착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 

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펼요하다 즉 미에 대한 직접적 언급뿐 

만 아니라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간의 상호관계를 

유추하는 연구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백치』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시켜 본 

다면， 의쉬낀의 외모와 행동 방식에 대한 고찰이 이러한 연구의 가장 첫 단계 

가 될 것이다. 믹쉬낀을 외적인 미의 측면에서 논할 때 그의 외모나 자세， 행 

동 방식이 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눈에 뜨인 

다. 러시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그는 대단히 비(非)러시아적인 모습 

으로 등장한다. 그가 입었던 “소매가 없고 큰 벙거지가 달린 넓적하고 두툼한 

외 투(뻐pOKY!H H TOJ1 CTb!H nJ1a띠 õe3 pyKaBoB H C OrpOMHbIM KamOWOHOM. T. 8. c. 

6)"는 러시아의 추위에서는 별로 쓸모 없는 궁상맞은 물건이다. 그가 의복을 

입는 방식은 러시아에 적응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 ... > Bcë n .IJaTbe 6b1.IJO tlpyroe , CWHToe B MOCl< Be H XOpOWHM nopTHblM , HO 

H B n .IJaTbe 6b1.IJ HetlOCTaTOK < ... > y* CWHTO 6b1.IJO Ha 4e.IJOBeKa, HHCKO.IJbK。

3THM He “HTepecylO띠eroc~ ， TaK 4TO npH BHHMaTe.IJbHOM B3r~tle Ha KH~3~ C.IJ씨UKOM 

60.IJ b띠OH OXOTHHK nOCMe꺼TbC~ ， Mo*eT 6b1Tb, H Hawë.IJ 6μ ， 4eMy y.IJbl6HyTbc~ 

(T. 8. c. 159) 
<…> 그의 전체 옷은 달라졌다， 모스크바에서 괜찮은 재단사에게 맞췄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 옷에는 뭔가가 부족해 보였다 < ... > 옷 자체가 유행 
같은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위해 지어졌으니 그럴 만도 했다， 때문에 

만일 웃기 좋아하는 사람이 공작을 바라보았다면 빙그레 웃을 만도 했을 것 

이다. 

이 렇듯 외모나 의복에 대한 무관심， 엉거주춤한 태도， 때에 맞지 않는 행동 

등은 그가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백치’라고 불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들 

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외면을 세련되게 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그에게 미의 감각이 부재(↑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믹쉬 

낀이 미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은 인물의 얼굴을 감지할 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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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예뺀친 (EnaH째H)의 세 딸과의 첫 만남에서 의쉬낀은 이미 “그들의 열굴 

을 알고 있다(51 I1X JlI1ua 3HalO. T. 8. c. 57)"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그는 세 

자매에게 그들의 내면세계가 얼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그리 

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러한 장면은 평소의 겸손한 믹쉬낀의 언행으로 

봤을 때 파격적이지만， 동시에 의쉬낀이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한 예 

민한 본능적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능적 미감(美感)이 여 

성들을 대상으로 발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미에 한정되었을 것이라 보 

는 아젤라이다의 추측은 정당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 의쉬낀은 스스로 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51 CBOIO MbICJlb I1MeJl. T. 8. c. 65)"고 말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능적 미감은 그가 지난 특별한 정서 솜씨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 

로 돌아와 처음으로 들른 예뺀친 장군 집에서 그는 대단한 정서 실력을 보여 

준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글쓰기의 문제가 도스또예프스끼의 등장인물 이 

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글쓰기， 즉 정서는 『가난한 사람들(5ellHble J1101111)~ 의 제부 

쉬낀 (lleBYw때H)과 관련된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는 열등의식 때문에 남들이 정서 속에서만 그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을 거부 

한다 장래 문학가가 되겠다는 희망은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자연스 

런 보상심리의 표현이다. 따라서 바르바라(BapBapa)에게로 향한 그의 편지 쓰 

기는 한 사람의 독자를 향한 소박한 형태의 문학적 습작 과정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의 편지 쓰기는 일상에 대한 

의미 없는 반복이 되어 버린다. 그의 편지가 바르바라를 묶어둘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내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의 편지 쓰기는 단순한 정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대자화(對딩化)되지 못한 

자기반복 행위가 되는 슬픈 한계를 가진다. 

글쓰기의 문제는 『악령 (5eCbI)~의 주인공 스따브로긴(CTaBp。대H)에게서도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던 스따브로긴은 자신이 쓴 『수기 

(OT CTaBpo대Ha)~ 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 

이었는가에 대한 고백을 시도한다. 그러나 찌혼(THXOH) 신부는 구조적인 측면 

의 짜임새를 가졌다고 보이는 이 수기의 가치를 단적으로 부정한다. 그는 이 

수기의 문제점을 “추함이 수기를 망칠 것이다(HeKpaCHBOCTb y6bëT. T. 11. c.2 

7)"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수기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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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 려 고 (Bhl KaK 6ynTo HapOYHO rpy6ee x。깨Te npenCTaBHTb ce6JJ. T. 11. C 

24)" 씌어졌으며， 따라서 “스타일상 문제가 있기 (HeMHoro 6bI B CJIore. T. 11. C 

23)" 때문이다. 즉 찌혼은 스따브로긴의 수기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굴욕감과 쾌감을 동시에 맛보려는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적 의식에 기반한 수기는 

자신을 대자적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고백록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기에 내， 외적인 미 중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의쉬낀은 스따브로긴처럼 자신의 생각을 슈셋 (CIO>I<e T)화할 수 있는 글쓰기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글쓰기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가 말하는 마리 

(MapH)와의 스위스 이야기， 사형수의 심리 묘사 등등은 장황하며 스타일상의 

정교함이 다분히 떨어진다. 그가 작품 속에서 보이는 가장 최고 수준의 글쓰 

기는 아이러닉하게도 정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정서가 제부 

쉬낀처럼 정서의 1차원성에서 끝내 탈출하지 못하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이 

다. 그의 정서의 특징은 남의 필체를 자신의 것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흉내 

냄으로써 정서의 예술을 장조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글 

씨에 담긴 글쓴이의 성격과 직업도 알아본다. 이것은 그가 정서를 통해 자신 

의 세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렇듯 외적인 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까지 담지하고 있는 그 

의 정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의쉬낀은 정서를 제부 

쉬낀이 갖혀 있던 한계를 넘어 스따브로긴이 달성치 못했던 예술적 미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정서에 있어서도 단순한 차원의 미를 넘어서고 있는 의쉬낀의 속성 

은 미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리자베따 부인에게 

“미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미란 수수께끼이니까요(KpaCOTY TpynHo 

cynHTb ... KpacoTa - 3aranKa. T. 8. C. 66)"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드 

러난다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추상적이며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를 단순히 감각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만은 분명히 시 

사하고 있다. 그가 미를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있어 미는 현실 

세계의 일반적 판단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쉬낀의 이 

러한 사고방식의 정체는 다음의 두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YtlHBHTeJlbHOe 기Hl\OI ... H BOT He 3HalO, tlo6pa JlH OHa? Ax , Ka6b1 tlo6pa l Bc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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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JllO CnaCeHol (T. 8. c. 32) 
놀라운 얼굴이군요 I 그런데 그녀가 선량한지는 모르겠네요? 아아， 선량 

하기만 하다면! 그럼 모든 것이 구원받을텐데， 

B Bac Bcë COBep띠eHcTBO ’ ‘ lla*e TO , YTO Bμ XYL삐 11 611ellHbl… Bac 11 He *ellaeWb 

npellC TaBIITb IIHaye ... (T. 8. c. 118) 
당선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뿐입니다 심지어 여위고 창백한 것까지 

도 당선을 이와는 다른 식으로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 

위 첫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의쉬낀은 미 속에는 당연히 선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 통합적 가치를 지니는 미야말로 세계의 모든 것 

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미의 전일적(全一的) 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본능적이기까지 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처음 대하는 나스따샤의 미에 대해서 

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완성된 

미는 다른 모든 인간적 자질의 완성까지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나스따샤의 ‘여위고 창백함’마저도， 그녀의 외적인 미 

가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심원함과 결합되어 있음을 말해 주 

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띄는 이 작품의 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도스 

또예프스끼가 자신의 주인공에게 부여한 ‘아름다운 인간’이란 명칭 자체의 의 

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쉬낀의 정체성을 확정해 나가논 것은 도 

스또예프스끼에게 대단한 산고의 과정이었다.10여 차례에 결쳐 변경된 작품 

계획안(~~劃쫓)과 창작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그의 편지들은 이 

점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의쉬낀에 초점을 맞추어 『백치』 계획안을 살펴 

본다면 그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닐 수 있다.5) 1차에서부터 3차 계획안까지 

유지되어온 남자 주인공의 형상은 겸허와 자부심의 혼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4) 이것은 나스따샤의 미에서 파괴성을 느끼며 “미는 힘이며…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 
다(KpaCOTa 一 CIIJla. “ C 3T aKOIO KpaCOTOìi MO ll<HO Mllp nepeBepHyTb. T. 8. C‘ 67)."고 

말하는 아젤라이다와는 달리， 의쉬낀에게는 세계의 모든 가치는 전일적(全 一的)으 

로 존재할 수 있다는 조화의 관념이 있음을 시사한다. 

5) r 백치』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asiolek , E.(l973) rFyodor Dostoevsky 

The notebooks for the IdiotJj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와 

Miller, R. F. (l981) rDostoevsky and the Idiot ; Author, Narrator and Readerjj ,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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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질 발작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백치라는 소리를 들으며 모욕을 당하지 

만 병적일 정도의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굴욕감을 조금도 내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향해지는 모욕을 의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겸허 

속에는 사회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이 동시에 깔려 있다.4-6차 계획안에 오면 

남자 주인공 형상화의 초점은， 그의 진실한 겸허가 당대 사회의 악에 전염되 

어 잠식당하는 모습으로 모아지게 된다. 남자 주인공은 미(美)와 선(善)에 대 

한 근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내부에서 자라난 또 다른 어두운 속 

성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휘될 기회를 막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집필을 시작한 며칠 후0867년 12월 초) 작가 

는 기존의 계획안에 따라 씌어진 원고를 모두 폐기해 버리고 또 다시 완전히 

새로운 구상에 착수한다. 궁극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주인공의 이중성이란 틀 

속에서 모색해 본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에 대해 문우 마이꼬프 

(A. H. Ma싸<OB)에게 설명하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미 

개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HaROHe~ ~ OCTaHOBHAC~ Ha OnHO~ H HayaA pa60TaTb, HanHcaA MHoro , HO 4-
ro ileRa6p~ 6POCHA BC강 R yëpTY. YBep~1O Bac , YTO pOMaH Mor 6μ 6b1Tb no

cpeilCTBeH . HO onpOTHBeA OH MHe ilO HeBepO~THOCTH HMeHHO TeM, YTO n。←

cpeilCTBeH, a He !!OAO :l<HTeAbH。 XOpOW ... naBHo y :l<e MyYHAa MeH~ OilHa M버CAb ， 

HO 꺼 60~AC~ H3 Heë CileAaTb pOMaH , nOToMy YTO MblCAb CAHWROM TpynHa꺼 H ~ 

R He꺼 He npHr‘。 TOBAeH ， XOT~ M비CAb BnOAHe c06Aa3HHTeAbHa~ H ~ A‘06AIO eë. 

Hile~ 3Ta -- H306pa3HTb ~nOAHe npeRpaCHoro yeAOBeK~. TpynHee 3Toro , n。

MoeMY, 6뻐Tb HHyerO He MO :l<eT, B Hawe BpeM~ oc06eHHo 

(T. 28. RH. 2. CC. 239-241 밑줄은 필자가 한 것) 61 

6) 도스또예프스끼가 이보다 하루 늦게 조카 소냐(CO빼~ A. HBaHoBa)에게 보낸 편지에 

서 같은 맥락에 “ nOAO :l<HTeAbHO npeKpaCH뻐 yeAOBeR(T. 28. RH. 2. c. 251)"라는 표현 

을 쓴 것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종종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란 개 

념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편지에서 도스또예프스끼가 소설의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을 “nOAO:l<HTeAbHa~ HeYilaya(‘긍정적 실패’가 아년 ‘완벽한 실패’의 

의미)"로 표현한 것과， 위의 편지에서 보이듯 ‘nocpenCTBeH(평범한)’의 반대 의미로 

‘nOAO째TeAbHO xopow(완벽 하게 훌륭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nOAO:l<HTeAbHO’라 

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뜻， 즉 ‘BnOAHe’와 같은 ‘완벽하게’， 혹은 ‘절 

대적으로의 뜻으로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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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난 계획을 잡아서 쓰기를 시작했지만 12월 4일 모든 걸 다 집어치우 

고 말았소 물콘 그렇게 썼어도 평범한 수준은 되었을 거라고 당신에게 확언 

은 할 수 있소 하지만 내 마음에 지극히 혐오감을 일으킨 건 바로 그것이 

윌별효건l 훌륭하지가 않고 그저 평범했다는 것이었소 오랫동안 날 괴롭혀 

왔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난 그것으로 소설을 쓰는 걸 두려워했소， 왜 

냐하면 내 마음에도 들고 대단히 매력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생각이란 

완벽하게 아름다문 91 간을 그리는 것이오 내 생각에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소， 특히나 요즘 세상엔 말이오 

위의 편지에서 쓰이고 있는 ‘npeKpaCH뼈’ 라는 형용어는 기본적인 러시아어 

의 개념상으로는 단순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지칭하기보다는 ‘대단히 멋진’， 또 

는 ‘홀륭한’이란 개념으로서 인간의 내， 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 

는 단어이다. 이와 관련해， 모출스키(K. Mochulsky)는 위의 ‘npeKpaCH뼈’를 작 

품 속 의 쉬 낀의 선(善)에 연관시 켜 ‘morally beautiful(도덕 적 으로 아름다운)’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7) 그러나 모출스키의 견해는 ‘도덕적 선’을 직접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llo6pbI잉’라는 단어 대신에 작가가 구태여 ‘npeKpaCH뻐’를 쓴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npeKpaCH때’라는 

형용어를 사용한 것은 ‘llo6pbIH’라는 형용어로서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 

다움’의 차원이 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것이 의쉬낀의 외적인 미 

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정서 실력을 제외하고 

그에게 구상적 미로서 눈에 띄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인간 의쉬낀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각과 생각이 ‘미 

(KpaCOTa)’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천성적 겸손으로 인하여 특정한 세계관 

이나 관념을 설파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의쉬낀이지만， 유독 미와 관련해서 

는 “미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KpaCOTa CnacëT MHp. T. 8. c. 317)"라고 외치 

며 미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인간 의쉬낀의 정체성 

이 미 ou라는 세계관으로 분출되도록 만든 도스또예프스끼의 강력한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선(善)을 관념적으로 테제화할 수 있는 미 

(美)’라는 구도가 작가에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가 자신 내에 이미 선의 자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7) Mochulsky, K.(l971l rDostoevsky ; His l!fe and ψork.JI , tr. Michael A. Miniha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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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필자는 도스또예프스끼의 미관을 이해 

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바보비치 (M. 5a6061l'，I)의 견해에 주목해 보고자 한 

다.8) 그는 도스또예프스끼에게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두 본질적 양식으로 

서 선(善， .Ilo6p이과 미(美， ](pacoTa)를 제시하면서， 선이 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의식 (C03HaHHe)을 한 상태에서의 행위인 반면 미는 어떠한 의식적 준비 작용 

도 거치지 않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도스또 

예프스끼 작품의 미를 육체적 미와 정신적 미로 구분하면서， 정신적 미 란 의 

식적 선이 아닌 무의식적 선， 이를테면 타고난 정신적 아름다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도스또예프스끼의 미 

개념이 점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면서 

무의식적인 정신적 미가 의식적인 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이 도스또예프스끼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과 미의 구조 

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처녀작 『가난한 사람 

들』의 제부쉬낀은 추악한 현실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과 바르바라의 고결함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 

회로부터 그에게 던져지는 ‘경멸의 목소리’에 눌려 스스로를 훼손한다. 즉 선 

을 행하고자 하는 ‘의식’은 그것이 충분히 강력해져서 현실의 장애물들을 극 

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육체적 완성 

으로서의 미 역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그저 농락의 

대상이 될 뿐이다 w여주인 (X03째](a)dJ에서 악마적 힘을 가진 무린 (MYPHH)에게 

유린당하는 까제리나(KaTep“Ha)의 미 역시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의쉬낀에게는 자신의 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이 전제가 된 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천성적인 신뢰감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그에게는 세상이 원래 

아름답게 장조되 었고 따라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 

어야 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믿음이다. 때문에 그가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운 심미안은 그의 철학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체로서 

의 그의 본칠일 뿐이다 9) 이러한 의쉬낀에게 ‘.Ilo6p뻐’라는 형용어를 부여한다 

8) 5a6oB써， M,(l974) “CYllb6a llo6pa H KpaCO TbI B CBeTe ryMaHH3Ma llocToeBcKoro," 어oc

TOeBCKHií .' MaTepμaπU H Hcc>>eßOBaHHßJ , 끼eHHHrpall ‘ HayKa, T, 1 , CC , 100• 107, 
9) 오블로미예프스끼는， 의쉬낀이 미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그것을 철학적 지식의 형 

태로 설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사상가’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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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그의 정신세계를 의식적 선의 한계 내에 가두어 놓는 일이 될 것 

이다. 따라서， 도스또예프스끼가 의쉬낀의 주요 관념으로 형상화한 ‘KpaCOTa ’ 

란， 선의 한계를 념을 수 있는 정신적 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10)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선과 미의 뉘앙스가 혼합된 ‘npeKpaCHbI때’ 

라는 단어로써 비교적 유사하게 설명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작가 자신 

과 의쉬낀에게는 계속해서 ‘KpaCOTa’로 남아 있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의 이상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화되어 나 

타나는가? 작가가 의쉬낀에게 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합당한 내적 자질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설현되는가의 여부에 이 작품의 생명력과 도스또 

예프스끼의 문학적 능력이 탈려 있다는 뜻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의쉬낀 

이 작품 내의 세속적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맞닿아 있다 의쉬낀이 작품 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인물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지는 그를 가난한 기사에 비유하는 아글라야의 말 속에 드러 

난다. 

B CTHXaX 3THX np~MO H306pa*ëH 4enOBeK, cnoc06HhlA HMeTb ‘wean, BO-BTOPbIX , 
pa3 nOCTaBHB ce6e κnean ， nOBepHTb eMy, a nOBepHB, cneno OTllaTb eMy BCIO 

CBOIO *H3Hb" , TaM, B CTHXaX 3THX, He CKa3aHO, B 4ëM, C06CTBeHH。’ COCT。꺼n 

Hllean <pbll1ap~ 6ellHOrO> , HO BHllHO, 4TO 3TO 6b1n KaKOA-TO CBeTnb씨 06pa3 , 
<06pa3 ，써CToìi KpaCOTbl> , (T , 8, c , 207) 

이 시(詩) 속에는 이상을 간직할 줄 알고， 둘째로는 이상을 일단 세우연 
그걸 믿고， 믿은 다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선의 전 생애를 그걸 위해 바 

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가난한 기사〉의 이상이 어 

떤 것인지 시(홉) 속에 구체적으로는 써있지 않지만， 어떤 환한 형상，<티 

없는 아름다움의 형상〉인 것은 분명해요 

아글라야는 의쉬낀의 정신적 특성을 “티 없는 아름다움(4HCTa~ KpacoTa)"이 

라고 비유해 말하고 있다. 즉 그녀는 의쉬낀이 현실에 의해 감염되지 않는， 

다고 지 적 한다 06nOMbeBCKY때 n , (976) “KH~3b MblWKHH", rlJocToeBcK깨 : MaTepHaJlbl H 

IfCCJleßOBaHH쩌， }]eHHHrpall HayKa, T , 2, c , 284‘ 

10) 까쉬나 역시 llo6p。의 개념을 내포한 KpaCOTa가 도스또예프스끼에게 있어 가장 중 

요한 기능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미적， 윤리적 가치의 완벽한 일치 

에서 도스또에프스끼와 솔로비요프(B ， COnG BbëB) 철학의 공통점을 보고 있다 Ka

WHHa, H, B , (975) rJcTeTHKa φ μ lJocToeBCKorOj}, MOCKBa: Bblcwa~ WKOna, 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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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대한 완벽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녀의 생각은 

믹쉬낀의 비세속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 

실에 구애되지 않는 강력한 정신세계의 구현이란 것만이 도스또예프스끼가 

믹쉬낀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문학적 목표의 최종점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이상을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결코 예술 지상주의， 즉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해야 하는 예술을 지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술과 미의 문제에 대한 도스또예 

프스끼 자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 보프 씨와 예술의 문제 (r.H-608 H 

80npoc 06 HCKyccT8e)"라는 제목의 글이다. 1861 년 2월 『시대 (BpeMJl )J 지에 실 

린 이 논문에서 작가는 예술이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우선 비판하면서， 예술은 고유의 존재 이유와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예술은 현실의 좁은 한계 내에서 채워 

지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들을 ‘미(美)’라는 가장 고양(高揚)된 형 

태의 욕구 속에 단일화하여 표현하는 장치이다(T. 18. CC. 70-103). 하지만 이 

러한 견해는 예술이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도스또예프스끼에게 있어 예술화의 과정은 현실을 1차적으로 성찰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을 바탕으로 뎌 높은 차원의 예술 

적 현실이 창조될 때에야 비로소 참다운 미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1 1) 이렇 

게 볼 때 w 백치』의 경우 역시， 이상과 현실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갈등 관계 

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미의 주제가 가지는 최종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미가 이상과 현실의 차원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에 

대한 꾀쉬낀과 여타 인물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 

11) 오졸린스(V. K. Ozolins)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이러한 미관(美觀)에 주목하여 『악령 

』에서의 스쩨뺀 뜨로피모비치 (CTenaH TPO~HMOBHq)의 미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오 

졸린스는， 스쩨뺀 뜨로피모비치의 모든 심각한 결심과 꿈들은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미적인 도피일 뿐이며， 따라서 현실과의 연관성을 전혀 갖지 않은 이러한 관 

념은 가짜 마학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zolins, V. K.(l976J “The Con
cept of Beauty in the Possessed" , rDostoevsky and the Human Condition after 

a CenturyJ , edited by Ugrinsky, A., Lambasa, F. S. , Ozolins, V. K., New York 
Greenwood Press, pp. 10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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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의 현현(顯現)을 볼 수 있다고 믿는 믹쉬낀은 현실에 의해 훼손되어지는 

미에 대해서도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는 순결하다’와 ‘나는 더 

럽혀졌다’라는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통받는 나스따샤의 내면을 즉각적 

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의 목소리는 물론 그녀의 미를 단지 쾌락의 대상으로 

서 이용하고 평가하는 주위 인간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목소리이다 12) 의쉬낀 

은 고통 속에서도 순결한 삶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는 그녀의 첫 번째 목소 

리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파악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 

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의 미가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개 

의 자아 사이를 통과하는 극심한 고통에 그가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그가 보이는 연민은 실제로는 연민이라기보다는， 고통을 견디어내는 그녀 

에 대한 존경심과 다름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을 “영광으로 받 

아들일 것 이 며 (3a yeCTb npHMy aa띠e COrJJaCμe. T. 8. c. 142)" 그녀 를 “평 생 존 

경 하면서 살겠다(51 aac 6yny ac lO >l<H3Hb yaa>l<aTb. T. 8. c. 142)"라는 그의 말은 

감정의 과장이나 충동적 발언이 전혀 아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Ta l< Bμ TaI<YHJ-TO I< paCOTY ueHI!Te?" - OõpaT I!JlaCb OHa Bllpyr 1< I<HJ! 3HJ. 

“fla , Tal<Y'。 一 - OTBe4aJl OH C He l<OTOpWM yC I!Jll!eM 

“ 3a 4TO?" 

“B 3TOM Jll!ue… CTpallaHI!J! MHoro ... " (T. 8. c. 69)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한 美를 높게 평가하신다는 말이군요?" - 그녀가 

갑자기 공작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 그런 그는 약간 힘을 주어서 말했다. 

“그건 왜죠?" 

“그 얼굴에는” 많은 고뇌가 있기 때문이죠 

12) 이런 변에서 볼 때， 이뿔리뜨(HnnOJlI! T)의 자살 해프닝에 대해 처음부터 그가 자살 

소동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가냐(raHJ!)， 쁘찌쓰인 (nTI!UbIH ) ， 로고 

쥔 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목소리에 대해 어느 한 변만을 보는 사람들 

이다 즉 현실의 악에 물든 그들은 인간이 가진 선과 악의 두 개의 목소리중 악의 

목소리만을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다. 와시올렉은 만약 그것이 실제로 꾸며진 소 

동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얄 수 있기에 더욱 허위스런 존재들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Wasiolek , E. (l964) rDostoevsky: The Major Fiction .!1, Massachusetts 

: M.I.T. Press ,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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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따샤의 미모를 사진으로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를 “이상한 아름다움 

(CTpaHHa~ 때aCOTa'. T. 8. c. 68)" 의 소유자로 생각했던 의쉬낀은 그녀의 고통 

에 직면하면서 그 이상한 아름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눈뜨게 된다. 그것은 

현실에 의해 방해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미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고통스런 마음이 그녀의 얼굴에 불러일으킨 아름다움인 것이다 13) 위의 인용 

문에서 나타나듯이， 의쉬낀은 이렇듯 그녀의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분출되어 

나오는 미의 고통스런 자정작용(팀햄作用) 때문에 그녀의 미를 더욱 높게 평 

가한다 그녀가 끝없이 정신적 고통을 인내해 간다는 사실은， 그가 이상적 미 

의 전제로 생각하는 선량함이 그녀에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녀 

의 고통에 대한 의쉬낀의 절실한 공감은 그녀로 하여금 꺼져가고 있던 순결 

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사실은 그런 여자가 아 

니 에 요， 저 사람이 옳게 봤어 요(꺼 Be,llb H B caMOM ,lleJle He TaKa~ ， OH yra,llaJl. 

T. 8. c. 100)"라는 나스따샤의 말 속에는 그녀에 대한 의쉬낀의 내면적 목소 

리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미의 현현(顯現)을 볼 수 있다고 믿 

는 믹쉬낀의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움마저도 오히려 훼손하는 여타 

인물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여타 인물들 중 나스따샤의 미를 궁극적으로 파멸 

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로고쥔이다. 므이쉬낀이 미의 통합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고쥔에게 미는 완벽하게 충동과 감각으로만 존재한 

다. 그는 자신에게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나스따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 

하려는 욕망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10만 루블로 그녀를 산 후 

“그녀는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Mo~' Bcë Moë! T. 8. c. 143)"를 외치 

는 그의 모습은 『예브게니 오네긴 (EBreHH꺼 OHerHH)~ 에서 따찌야나(TaTb~Ha)를 

향해 “그녀는 내 것이야(OHa Moë)"14)를 외치는 꿈 속의 괴물 두목 오네긴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로고권에게 나스따샤의 정신적 고통은 전혀 관섬 

의 대상이 아니며， 그녀의 미 역시 그의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15) 

13) 그녀가 지녔던 이상적 미의 상태는， 순결을 잃기 이전 그녀가 살았던 ‘기쁨의 마을 

(OTpallHoe cello)’이 란 단어 속에서 상정화된다 

14) ny띠 K I1H ， A. c. (1995) TCo6paHffe COlfffHeHffH B Tpëx TOMax.J , HBaHOBO: φ。pa ， T. 3, c. 87. 
15) 로고쥔이 이렇듯 미를 감각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반대인 ‘추함’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예수의 죽음을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고통스런 죽음으로 형상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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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미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장 인물들의 태도는 나스따샤의 응접 

실에서 행해진 ‘추악한 이야기 고백 놀이’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일 

생동안 해왔던 악행 중 가장 추악한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이 놀이는 페르드 

이센꼬(φep삐meH I< O)로부터 시작해 예뻔친， 똥스끼 (ToU뼈때)로 이어지는 이야기 

의 시리즈를 구성한다. 모든 이들의 공분을 사는 페르드이센꼬의 이야기는 사 

실 놀이의 정선에 가장 충실한 것이었다. 그는 세 사람 중 가장 정직하게 자 

신의 추악한 행위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추악한 행위는 항상 

매 우 지 저 분 한 법 이 라오(CaMble CI< BepHble nocTynl<H H BCerJla 04eHb rp.ll 3Hbl, T. 8. 

C. 124)"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는 ‘병 적 이 지 않은， 소박한 속물’로 평 가될 수 

있다 최소한 그는 윤리적 추악성을 이야기의 외적인 아름다움 속에 감추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뻔친과 똘스끼에 오면 그들의 이야기는 추악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나 자기 과시를 위한 꾸며진 고백으로 변질되고 만다. 예뺀친은 

분명히 뿌쉬킨의 『스페이드의 여왕(nHKOBa.ll JlaMa) ~에서 따왔을 ‘우발적인 노 

파살해’의 모티프를， 똥스끼는 『눈보라(MeTe Jl b)~ 에 근거가 있는 ‘우연에 의해 

엇갈린 사랑과 그로 인한 남자의 죽음’이라는 구조를 차용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뛰어난 문학적 만족감을 가지고 

(C oco6eHHblM J1HTepaTypHblM YJlOBOJlbCTBHeM. T. 196)", “가다듬어 서 (o6pa6oTaJl. 

T. 196)", “ 비 범 한 위 엄 을 보 이 며 (C Heo6blKHOBeHHblM JlOCTO뻐CTBOM)" , “ 친 절 한 

목소리(J1106e3HbIM rO JlOCoM)"로 얘기하려 시도한다. 결국， 문학화되면서 세련되 

어졌다는 외면적 특정과는 달리， 그들의 이야기 내부에는 진실은 조금도 포함 

되지 않은 채 위선적 속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16) 선과 악의 극단 속에서 방 

흘바인의 그림이 이뿔리뜨와 의쉬낀에게서 생명과 신앙의 가능성을 빼앗아 갔다 

면， 로고진은 그 그림의 정신적 내용과는 상관 없이 그것을 보는 것에서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Ha 3Ty KapnlHy ~ 11106JIIO CMOTpeTb. T. 8. c. 182) 미에 

대한 로고쥔의 이러한 태도는， 미와 추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수용자의 문제일 뿐 

대상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주관주의적 미론’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미란 

사물들 그 자체 속에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한 흉의 언급은 주관주의적 미론의 대표적 테제로서 이 점을 

말해 주고 있다. Hume, D.(965) rOf the Standard 01 Taste and Other Essays ,g, 

New York: Bobbs-Merrill Company Inc., p. 6 

16) 볼로진(3 φ. BOJIO따H)은 세 이야기 중 뜯스끼의 이야기가 발단， 전개， 절정， 파국， 

대단원의 구조를 가질 만큼 대단히 세밀하게 문학적으로 가공되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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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는 병든 영혼으로 인해 스따브로긴의 수기가 아름다움을 

했다면， 예뺀친이나 똘스끼는 그러한 방황조차 없기에 가공된 

움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루어 내지 못 

거짓의 아름다 

진실한 미에 대해 이렇게 혼동된 

형상은 실상 작가의 계획안에서 이미 

가치관을 갖는 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작품의 

있었다. 

등장인물들의 

rJJaBHaJl MblCJJb pOMaHa CTOJJb l<O CHJJhI, CTOJJb l<O CTpaCTH B COBpeMeHHOM no-

1< 0JJeHHH , H HH BO 니TO He BepyeT. 5ecnpelleJJbHhIll HIleaJJH3M c 5eCnpelleJJbHhIM 

ceHcyaJJH3M。M. :í(a:l<lla I< paCOT비 H HlleaJJa H B TO:l<e BpeMJI HeBepHe, “JJH Bepa, 
HO HeT JJI05SH (T. 9. cc. 166-167 밑줄은 필자가 한 것) 

이 소설의 주요 사상 · 현재 세대에서 넘쳐나는 권력과 욕망， 그리고 아무 

것도 믿지 않는 것 끝없는 이상주의가 끝없는 갚갚조완와 같이 있다 미와 

이상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동시에 믿음은 없다， 혹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 

은 없다. 

자기 합리화와 기만을 포장된 아름다움 속에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태도는，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 미가 단순히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감각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자신이 했던 놀이에 대해 “모두가 부 

끄러웠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홍겨웠어 (BC Jl KOMY CTbIllHO CTaJlO ... B ueJlOM, 

Bnp。앤M ， 6bIJlO npeBeCeJlO. T. 8. c. 120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는 이 러 한 

감각주의가 여실히 묻어 나고 있다 감각적인 미에 ‘매몰’된 로고쥔이 ‘소박한 

속물’이라면， 감각적 미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이용하는 이들은 ‘병적인 속 

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파토스는 의쉬낀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이 예술 작품 속의 이상은 현실과의 유기 적 관련 속 

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았다는 것이 도스또예프스끼의 생 

각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의쉬낀과 현실의 관계를 작가가 

어떠한 구도 속에 그리고 있었는지는 조카 소냐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 내용 

속에서 나타난다 

볼로진은 이러한 지나친 꾸빔이야말로 똘스끼의 이야기를 셋 중 가장 위선적인 것 

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BOJJOIlHH, 3. iIJ .(1985) “nem-:I<ë B 때마lOTe~ ", 

I낀ÓCToe8CKHH Ma. TepHa.π'bI H HCCJleßo8a.HHJl,g , JleHHHrpall : HayKa, T. 6 , c.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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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JaBHall MblCJJb pOMaHa - 1! 30Õpa3 1!Tb nOJJOJl<I! TeJJbHO npeKpaCHOrO 'leJJOBeKa. 

< ... > Ha CBeTe eCTb TOJJbKO Ol1HO nOJJOJl<I!TeJJbHO npeKpaCHOe JJI!!10 - XPI!CTOC. 

TaK 'lTO lI BJJeHl!e 3TOrO Õe3MepH。’ õeCKOHe 'lHO npeKpaCHOrO JJI!!1a y Jl< KOHe 'lHO 

eCTb ÕeCKOHe 'lHOe 'lY110. <... …> 1! 3 npeKpaCHμX JJI!!1 B JJI!TepaType XpI!CTI!

aHCKOH CTOHT BCerO 3aKOH'leHHee nOH KI!XOT. Ho OH npeKpaCeH el1l!HCTBeHH。

nOTOMY. 'lTO B TO Jl<e BpeMJl H CMemOH. < ... > Jl(aH BaJJbJl<aH. TO Jl<e CI!JJbHaJl nO

nblT Ka. 一 HO OH B03ÕyJl<l1aeT CHMnaTH~ nO y Jl<acHoMy cBoeMy HeC 'l aCTb~. I! He

CnpaBe l1Jll! BOCTH K HeMY OÕmeCTBa. Y MeHJl HH'lerO HeT n0110ÕHOrO ... 

(T. 28. KH. 2. c. 251) 
이 소설의 주요 개념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 ... >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은 그리스도가 있을 뿐 
인데 이러한 끝없이 아름다운 인물의 현상은 물론 끝없는 기적일 뿐이지. 

< …> 기독교 문학의 아름다운 인물 중 가장 완벽한 것은 돈키호테이지. 그 

러나 그가 아름다운 것은 단지 동시에 우습다는 이유 때문이다 <…> 장발 

장도 강력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가 공감을 사는 건 자신의 불행함과 사회 

에 의해 그에게 가해지는 불공평함 때문이다. 나에겐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 

은 전혀 없단다 

위의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작가가 의쉬낀의 아름다움을 구상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며 평가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절대성이나， 현실에 의해 부당하게 대접받는 돈키호테나 장발장이 던져주는 

희비(록悲)의 파토스가 아니었다. ‘완벽한 절대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문학화 

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돈키호테나 장발장은 세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스또예프스끼가 

설정한 주인공은 이상과 현실의 차원을 통시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펼 

수적인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점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예술을 지향 

했던 작가의 문학관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의쉬낀과 현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논 그가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다음 인용문 속에서 나타 

난다. 

~ BCer l1a ÕO~Cb MO I!M CMemHblM BI!110M CKOMnpOMeHTHpOBaTb MblCJJb H rJJaBHy~ 

1!11e~ ‘ ~ He HMe~ Jl<eCTa. ~ I!Me~ Jl<eCT BCer l1a npOTHBOnOJJOJl<Hb때. a 3TO Bbl3 b1BaeT 

CMex H yHHJI<aeT 1!11e~. 니yBcTBa Mepbl TO Jl<e HeT. a 3TO rJJaBHOe • 3TO l1a Jl<e ca

Moe rJJaBHoe ... (T. 8. c. 458) 
나는 나의 우스운 태도가 생각과 주요 관념을 훼손할까봐 두렵습니다 나 

에겐 제스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항상 상황에 안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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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을 불러일으키고 판념을 격하시키게 됩니다. 절제의 감각 역시 없는데 

이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의쉬낀의 고민은 현실적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신 

의 언어와 행동， 즉 자신의 ‘형식미의 부족’이 현실 세계와의 갈등의 주요 원 

인이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외적인 미를 자신 

의 추악함을 포장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의쉬낀의 태도이다. 형식미의 부족이 

의쉬낀에 의해 인식되는 첫 계기는 1부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존 

경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겠다는 그의 진심어린 맹세에 대해 나스따샤는 “자신 

도 아직 유모가 필요한 주제에 결혼이라니 (rne eMy *e뻐TbOI ， eMy caMoMy ellle 

H~HbKy HanO. T. 8. c. 144)"라고 부르짖는다. 그녀의 말은 ‘고통에 대한 존경’ 

이라는 믹쉬낀의 이상적 관념이 남녀간 결합의 현실적 형식에는 결코 부합하 

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 으로 말해 주고 있다. 

사실 이 장면이 1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러시아로 갓 돌아온 청년 의쉬낀의 모습이 1부의 주 내용이라면， 2부 이후는 

그가 러시아를 경험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부 이후 의쉬낀의 정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 

건은 당연히 1부 마지막에 배치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작가가 의쉬낀의 현 

실감각을 2부 이후에서 어떻게 형상화할 지에 대해 고민했던 것은 여러 번에 

걸친 、계획안 변화와 편지 내용 속에 나타난다!7) 의쉬낀이 러시아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가 1부와 2부 사이 6개월 간의 기간 동안 뻐l 쩨르부르 

17) 이러한 점은， 2부 이후의 믹쉬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느낀 어려움을 마 

이꼬프에게 토로하는 다음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태ë He Ha tfa Ta51 

3-Jl 4aCTb pOMaHa, KOTOpylO Jl 05꺼 3aJlC Jl 4eCTHbIM CJlOBOM LIOC TaBHTb K l-MY anpeJlIO 

B PeLIaK l1 HIO. B4epa H04blO palJHKaπ'bHO H3MeHeHHblH (B 3 꺼 y*e pa3) BeCb nJl뻐 3 μ ” 
4-H 4acm(a CTaJlO 5bITb, e띠ë TPH LIH꺼， no KpaHHeH Mepe, HaLIO ynoTpe5HTb Ha 05-

LIyMblBaHHe HOBoro pacnOJlo*eHHJl); yCHJlHBUIeeCJl paccTpoHCTBO HepBOB H 4HCJlO H CHJla 

npHnaLIKOB, - OLIHHM CJlOBOM, BOT Moë nOJlo*eHHe! (T. 28. KH. 2. c. 273). 3부(최종 

본에서의 2부-펼자 주)는 편집자에게 4월 1 일까지는 보내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건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소 어켓밤 3부와 4부의 전체 계획이 극단적으로(이 

것으로 벌써 3번째요) 바뀌었소(따라서 새로운 상황 섣정을 하려면 앞으로 3일은 

더 걸렬 것 같소) ; 신경의 혼란 그리고 발작의 정도와 횟수가 잦아지고 있소， 

한 마디로 이게 나의 처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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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neTep6ypr)를 떠나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게 된다는 작가의 설정에서 암시 

된다. 이 기간이 의쉬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아글라야에게 이 기간 동안에 

써 보냈던 편지의 의미에 대해 의쉬낀 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n~60BHoe nHCbMO? Mo강 nHcbMo-nro60BHoe! 3TO nHCbMO CaMOe nO~THTenbHOe 

3TO nHCbMO H3 cep~~a MOerO BWnHnOCb B caMy~ T~:I<ëny~ MHHyTy MOeμ :l<H3HH! 

H BCnOMHHn 0 BaC KaK 0 KaKOM-TO CBeTe… (T. 8. c. 359) 
연애편지였다구요? 내 펀지가 연애편지였다니! 그 편지는 가장 정중한 편 

지였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의 마음에서 그대로 넘 

쳐 나온 겁니다! 난 그 때 당선을 어떤 광명과 같이 상기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편지를 써 보낸 이유에 대해 믹 

쉬낀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 (y MeHR RBHJlOCb 

Heyllep:l<HMoe :l<e JlaHHe HanOMHHTb BaM 0 ce6e. T. 8. c. 157)"을 느 꼈 기 때 문 이 라 

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스스로도 자신 

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의쉬낀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 

서도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노력의 결과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형식미가 

진실성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자신에게는 그러한 형식미가 부족하다는 사 

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한다. 이 점 

은 그의 언어 스타일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1부에서의 의쉬낀은 앞에서도 보 

았듯이 타인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전형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 “당선은 지금과 같은 그런 사람일 리 없다(Pa3Be BbI TaKaR , KaKOIO Tenepb 

npellCTaBJlRJlHCb. T. 8. c. 99)"라는 그의 외침은 나스따샤의 내면의 목소리에 

파고들어 그녀를 뒤흔든다. 그러나 상대방의 영혼과 직접 교감하려는 목적에 

서 나오는 이러한 진실한 언어들은 그 지나친 날카로움 때문에 부작용을 낳 

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당신에겐 부드러움이란 없군요 ; 단지 진실만 중요 

할 뿐이니， 그렇게 되면 부당해지기 쉬워요(y Bac He:l<HOCTH HeT; OllHa npaBlla , 

CTaJlO 6bITb-HeCnpaBellJlHBO T. 8. c. 354)." 라는 아글라야의 언급은 그 점 을 지 

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의 언어 습관은 다소 다 

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바흐젠 (M. 5axTHH)은 의쉬낀 언어의 특성으로서 

“타인의 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 려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한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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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데 18) ， 이러한 특성은 주로 2부 이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 

의 말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백치적(白梅的) 속성으로 치부되었던 자신의 직 

설적 언어 습관에 대한 의쉬낀의 고민이 내재한다. 

의쉬낀이 현실을 중요시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 

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현설을 이상으로 이끌어 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실이 그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될 때에만 실 

현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자신의 이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혁명가의 입장에 서는 것뿐이지만 그것은 의쉬낀에게 곧 미를 파괴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선택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假 

裝)된 형식미에 만족하여 안주하며 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현실은 결국 

의쉬낀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게 될 뿐이다 예뻔친가 야회의 장면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꽃병을 깨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아 주는 귀족들의 ‘세련됨에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낸다.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동한 의쉬낀은 ‘미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러시아인 

들’이란 주제로 장광설(長廣곰)을 펼친다. 미의 이상에 대한 이 장광설의 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완성된 미를 느끼는 간질 발작으로 이어진다. 간질의 

형식적 추함은 꾀쉬낀의 미가 결코 외적인 미의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야념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그것은 그를 향한 귀족들의 세련된 비웃음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그의 비극은， 기절한 나스따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글라야를 따라 나서지 

못하는 장변에서 극적인 파토스를 형성한다 한 여인만을 택해야 한다는 현실 

의 형식은 두 여인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만틀어 

버린다. 아글라야에 대한 인간적 사랑의 감정이 나스따샤에 대한 연민의 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그의 태도는 결국 두 여인 모두에게서 그를 멀어지게 만 

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 

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못은 나에게 있소 (51 emë He 3HalO, B 앤M 씨eHHO ， 

HO JI BHHOBaT. T. 8. c. 484)"라는 의쉬낀의 말속에는 현실과 이상의 와중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그의 심중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참된 마음을 가졌지만 분별력이 없는 자나， 분별력은 있지만 참된 마음이 없 

18) 바흐씬， 미하일 (1988) r포스또예프스끼 시학J ，김근식 옮김， 서울， 정음사，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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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나 바보이기는 똑같지. 이건 오래된 진리란다(nypa c CepnueM H 6e3 yMa 

TaKa51 l!<e HeCyaCTHa51 nypa, KaK H nypa c yMOM 6e3 cepnua. CTapa51 HCTHHa. T. 

8. c. 69)"라는 리자베따 부인의 말은， 현실과 이상에 대해 모두 성실한 믿음 

을 가지려 했던 의쉬낀의 ‘분별 없음’을 가장 현실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말 

이다‘ 이러한 백치와 같은 성실성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세상의 탓으로 

돌리 않은 채 원래의 위치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3. 결 론 

『백치』에서 도스또예프스끼가 형상화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 

나는 미(美)라는 가치였다. 이것은 ‘정신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도스또예프스끼적 미 개념은 실상 예술을 통해 인간이 표현 

하고자 하는 고양된 욕구들의 총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미란 정화 

(팽化)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이 솟구쳐 나올 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의쉬낀은 그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는 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상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상으로서의 미를 추구하는 그 자신의 태도가 더 소박하 

고 아름답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서 아름 

다움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세상의 완성을 꿈꾸는 그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 

러난다. 그는 미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절실한 목표로는 여기되 결코 초월 

적 가치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에게 미의 실현은 세속을 경멸하는 자부심 강 

한 이상주의자의 초월적 몽상이 결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스따샤의 훼손 

된 미 속에서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결한 충동을 보고， 세속의 형식미 속 

에서도 러시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보려 한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너무나 힘 

든 과제였다. 그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현실의 인물들이 미의 이상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는 추상적 사실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들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내적 분열을 겪고 있는 나스따샤와 지극히 현 

실적인 아글라야는 모두 그틀의 외적 아름다웅을 보다 차원 높게 승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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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의 왜콕 현상은 실상 주변 인물들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충동의 대상으로 여기거 

나， 혹은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외적인 형식미로만 취급하기 때 

문이다. 결국 의쉬낀은 이러한 현실을 끌어안기 위해 불가능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절실한 투쟁의 과정은 그가 이상의 차원에서만 사고하고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믹쉬낀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숙 

고해 보는 것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AJlëllla) 가 고통스런 회의 

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의쉬낀이 현실 속의 자신 

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공정하고 정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완성된 아름다움을 창조해 보고자 하는 그 

의 진실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쉬낀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예술관 속에서 현실과 이상이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갖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 

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결코 그것이 현실을 해 

체하고 그 위로 비상(飛 f-J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도 

스또예프스끼의 예술에 있어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럼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대자적(對自的) 사고를 토대로 한다. 이러한 대자 

적 사고에 의해 정화된 의식이야말로 미의 이상을 실현하는 본질인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백치’ 의쉬낀의 의 

식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 작품의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작가는 제 

목 자체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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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me of Beauty in the i'IdiotJ of F. M. Dostoevsky 

Baik, Joon-Hye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which Dostoevsky planned to discuss 

in the novel Wldiot~ ， was the theme of ‘beauty’. This concept of beauty is 

not really matches the concept of usual physical or mental beauty. The 

‘beauty’ for Dostoevsky is the revelation of the sum of all the purified 

human desires. That is, beauty for Dostoevsky is the thing which man can 

encounter at any moment when he is going to express his desires in the 

spirit of art. Myshkin in the Wldiot~ is the hero who expresses such a 

concept of Dostoevsky. His ideal is revealed in the fact that he searches 

beauty in everything around himself and that he dreams of the perfectness 

of the world on that bas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m is that he 

understands beauty on the human basis. He doesn ’t idealize beauty from the 

viewpoint of an idealist who ignores the human world, but sees it as a 

kind of remedy which can heal and correct the world. So he is destined to 

be situated not on the metaphysical place but among the ordinary people 

who surround him. 

His tragedy is that his desire to embrace this world can not be under

stood by the people in this novel. They are the beings who don ’ t recognize 

that beauty exists in and around themselves and who, on the contrary, even 

destruct and deform the existing beauty around themselves. So the fate of 

Myshkin can be compared to that of Alesha in the WBrothers Karamazov ~ 

who goes through the path of agony. Such an agomzmg path is necessary 

for the hero of Dostoevsky because the ideal beauty of Dostoevsky can be 

accomplished only when man ponders on himself and others without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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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e. The title of this novel “idiot" implicates the intention of Dostoevsky 

who requires that we readers also read this novel from the purified point 

of view of Mysh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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