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아르카지의 수기
김 회 숙*

1.

문제재기

직접성과 순진함이 문학(과 문화 일반)의

역사에서 이미 과거의 미덕에 속

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표면에 내세워질 때， 거기에는 선행한 문학의 복잡함보
다 더욱 복잡한 단계의 단순함과 정교한 수사학보다도 더욱 의도적이고 노회
한 ‘서투름’이

들어

있다.1) 도스토예프스키 (φ. M. aOCTOeBCKHR) 와 하름스 (a. 11.

XapM이야말로 이같은 서투름의

전략을 극단적으로 구사하면서， 문학 장르의

혁파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학과 언어의 매체성에 대해 회의와 성찰을 시

도한 작가들일 것이다. 이중 하름스의 경우 ‘부조리 문학’이라는 범주가 그의
서투름을 작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보호해주는 차단막의

역할을 하

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돈과 재능의 곤궁함 때문에 허겁지겁 써대는 작가로
자주 비판받아야 했던바， 예컨대 나보코프 (B. B. HaÓOKOB) 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서투름을 그 어떤 전략적인 것도 아닌， 글자 그대로 변변찮은 작가의 주접스
럽고 유치할 뿐인 서투름이라고 경멸했다 .2) 그러나 이 논문은 바로 도스토예

프스키의 작가적 서투름이 교묘한 문학적 장치로서 발전되어 나온 배경과 의
도， 그것의 작동 양상을 러시아 소설사와의 연관 속에서 『미성년 (nOllPOCTOK) .!I
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서술자는 대개 작가들이다 .3) 그것도 대부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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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트만의 개염을 사용하자변 이것은 마이너스-기법 (Mlmyc-npHeM) 으로 설명될 수 있
다. 10. M. JIoTMaH(1972)

AHaJ1H3

n03TH'leCKOrO

TeKCTa

,

JI.: npOCSeDleHHe , cc. 23-33에

서 그는 이 개념에 기반하여 시와 산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2) V l. Nabokov (1 984) Die Kunst des Lesens, Frankfurt am Main: S. Fischer, S.
147-200에서 나보코프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말하는 어조는 상당히 노골적이다
(영어본은

3)

Lectures on Russian Literatures, New York, 1981).

f 가난한 사람들 (BenHble J\IO띠).!I은 글쓰기 연습에 열심인 하급관리의 편지이고백야

(Be J\bl e Ho'm) .!I는 ‘어느 몽상가의

회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프로하르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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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거나 실패한 작가， 또는 마구잡이로 써대거나， 작가를 경멸하면서도

작가로 데뷔하길 원해 마지않는 비직업적 작가들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글은
제도권의

문학 장르와 문학 양식에서

벗어나 있는 비문학적 또는 반문학적

장르와 담론 방식을 택한다. 전기， 일기， 편지， 회상록， 연대기， 수기 둥의 양

식이 그것들로， 이 양식들이 불러일으키는 다듬어지지 않은 서투름과 나이브
한 직접성의

인상은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익 소설에서

말’을 읽고 있다는 사실

다름아닌 ‘누군가의

책을 여는 순간 바로 그 누군가에 의한 담론의 탄생

에 함께 자리한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소설 속에 묘사된 세계에 앞
서 누군가의 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깨우쳐준다. 이 점에서 리하효
프 (ll. C. 재xalleB) 의 도스토예프스키론은

예프스키의

소설세계와 고대문학의

연대기적 시간구조를 매개로 도스토

연접성을 증명해보이는 혜안에도 불구하

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리하효프는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 사건， 인물들이며， 서술자는 상당 정도 잊어버려도 좋은 존재라고 말
하지만，4) 이는 1 인칭 서술자가 소설의

중성적으로 변해
할 것이다. 그의

전개와 함께 거의 3 인칭

서술자처럼

버리는 『악령 (5eCbI) .!l같은 소설에서나 예외적으로 타당하다
대부분의 소설

특히 (의사)고백록적이고 (의사)전기적인 수

기 소설은 규범적이고 중성적인 말이

아니라

말하고 쓰는 누군가를 언제나

느끼게 하는 집요한 담론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 서술자로 둥장하는 서
투른 작가， 전적으로 그의 지평에

맞추어진 서술의 완전한 주관주의， 묘사대

상을 대체하다시피 하는 묘사매체， 비(반)문학적 장르의 선택을 통해 더욱 과
시되는 반(反)문학선언， 삶의

그 뒤에 서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동시성 추구 -

그리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과 소설에 대한 입장， 이것이 지금부터

(rOcnonHH npoxap'깨H)~ 의 허구적 작가는 전기작가를 자처한다정직한 도둑 (4eCT
Hblll BOp)J 은 ‘어느 무명씨의 수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고네토치카 네즈바

노바 (HeTot.{J< a He3BaHOBa)J 와 r 지하생활자의
집의

기록 (3anHC 써 H3 MepTBOrO nOMa)~ 은

수기 (3anHC J<H H3 nOnnOJlbjj)~ ， ~죽음의
모두

수기

형식이다학대받은

자들

(YHH:I< eHHble H OC J<Op6J1eHH퍼e)~ 은 실패한 작가가 쓰는 수기이며하상동기 (3HMHHe
3aMeT J< H 0

J1 eTHHX

Bnet.{aTJleHH꺼 X)~ 는 허구적

서술가의

여 행기다도박사 (Hrpo l<)~ ,

『미성년 (nonpOCTO l<)~도 모두 허구적 수기이다. 그밖의 작품에서도 많은 서술자들이
연대기작가로 자신을 소개한다.

4) n.
T.

ßHxa t.{ eB(1987) #3φaHHlJe pa60TlJ 8 TpeX TOMaX ,

1,

CC. 607-608을 참조하라.

ß.:

Xyno :l< ecTBeHHajj 재 TepaTy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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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 볼 문제들이다.

2.

전기(傳記)의 소유권과 서투른 작가

먼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대거 등장하는 작가-주인공-서술자부터 살

펴보자. 그의 이 전형적인 서술자 유형은 중세 이후 시작된 전기 텍스트 전통

의 변화과정 속에 자리한다. 로트만 (10. M. J1oTMaH) 에 의하면， 전기란 한 사회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닌바， 전기를 갖는 인간과 갖
지 못하는 인간의 모델이 정해지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유형에

의해서이다.

인간은 문화코드체계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는 인간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스
스로의 행위모델을 선택하는 인간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후자， 즉

문화가 규정하는 행위규범 속에서도 선택과 그것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들만이 전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삶과 이름을 문화 기억 속에
남길 권리를 획득한다. 이것은 규범의 이상적 수행을 목표로 하는 중세적 문

화유형에서나， 모든 규범으로부터의 일탈과 이단아적 개성을 지향하는 낭만주
의적 문화유형에서나 전기의 전제로서 공통되게 적용된다 .5)

그렇다면 작가는 앞에

말한 두 범주의 인간 중 어디에 속하는가? 고대와

중세의 문화는 작가에게 그 자신의

전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작가는 전기를

가진 사람과 전기를 갖지 못하고 그것을 읽게 될 사람들(대중) 사이에서 전기
를 쓰는 존재로서， ‘전기를 가진 인간에

관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전기를

갖지 못하는 인간’이었다，6) 교회슬라브어가 신성한 신적 근원과 결합되어

있

어 그 자체로 이미 진실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의

전기

작가 역시

‘작가’라기보다는 신성하고 높은 근원으로부터

텍스트를

받아 그것을 청중-독자에게 전하는 진실한 매체로 기능하는 데 그의 소명이
있었다，7)

)JonlaH(1992) ")J HTepaTYPHa Jl 따orpa빼JI B HCTOpHKo-KynbTypHOM KOHTeKCTe (K
TH lIonorH 'I ecKoMy COOTHOmeHHIO TeKCTa H nH 'I HOCTH aBTOpa) ," H36p8HHble Cr8rbH B

5)

10. M.

6)

같은 책， 367-368쪽.

7)

같은 의미에서 로트만은 중세 러시아의 기호 의식에 대해 말하면서 매개자-작가의

rpex rOM8X, T. 1, TannHHH: A.n eKcaHLIpa , CC. 365-366를 참조하라.

기능을 사진 현상액에 비유한다

“텍스트를 창작하는 작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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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성을 지향하는 문화유형의 정착은 전기의 소유권에도 커다란 변

화를 초래한다. 중세로부터 전기 작가가 될 권리만을 부여받았던 작가는 이제
스스로에게 전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신의 전기를 창조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중세 문화가 텍스트의 신빙성과 작가의 무전기성을 유지시켰
던 것과 달리， 19세기의

도래는 (1 8세기에서의

작가 의식의

첨예화를 거쳐)

텍스트를 작가에 의해 매개되는 애초부터의 진실이 아니라， 작가-개성에 의해
창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텍스트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진실성에 대한 믿음은 창작자의 개성에 좌우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문학에서 순수한 픽션소설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
니라， 의사역사로서의 역사소설과 의사전기를 정당화했다.8) 같은 맥락에서 도

스토예프스키의 허구적 수기

일기 소설들은 의사전기의 과격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전기 텍스트 전통과의 연관성은 서술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가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도스토예프스키가 과시하는

‘서투른’ 작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감상주의에서 리얼리즘에 이르
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적 생애에 보다 동시대적으로 작용한 문학 조류들，
그리고 특히 고골 (H.

B.

rOrOJlb) 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해야할 문제일 것이

다.

중세 문학과 고전주의가 규정해 놓았던 엄격한 양식체계 속에서 작가는 교
회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매체성을 인정받았지만 그 매체성이란 묘사대상을
어떤 식으로도 변화시켜서는 안되는 고유가치

제로의

독자성을 갖는 것이었

도 자신의 작품의 창조자가 아니다. 그들은 중개자(매개자)일 뿐으로 그들을 통해

내용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가시화된다. (…) 예술가는 새로운 것을 창

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있었고 영원히 있는 것을 발견해낸다. 텍스트 창작
에서 그가 행하는 기능은 사진 제작에서 현상액의 역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역할은 수동적이지 않다

예술가는 자신의 심리적 능동성을 통해 세계의 영원하고

선결정되어 있는 의미를 현상하게 하는 ‘현상액’의 역할， 매개자의 역할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해 보이는 인간이다 ” 삐 M. JIoTMaH (1 970) "np06J1 eMa 3Ha l< a 11
3Ha l< OBOR CIICTe Mbl 11 TlIlIOJl Orll Jl pycc l< oR l< y Jl bTypbl
KyJTbTypbl.

8)

TapTy , C.

11-19

BB. ,"

CTa TbH TlO THTlOJTOrHH

22.

푸쉬킨의 『벨킨 이야기 (nOBeCTII 1I0 l<O뻐oro HBaHa neTpOBIIQa Ee JlI< IIHa)~ ， ~고류
히 노 마을의

역사 (HCTOpIIJl ce Jl a rOp~xIIHa)~ 도 이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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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매체의 기능은 전적으로 대상의 영구불변한 신성함과 진실성을 조

금의 훼손도 없이 투과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글쓰기가 점차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모해 가면서 이같은 공적인 코드가 사적인 문학쿄드에 자

리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이다. 그리하여 작가
는 자신의

전기를 갖게 되었고， 특히

감상주의에

오면 오직

작가(시인)만이

전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해도 무방한 상황이 된다. 여기서 ‘서투른’ 작

가로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감상주의 작가들이 그들의
전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랑에 빠진 시인’， ‘글쓰는 연인’9) 의 자기이미지이
다. 그들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또는 밖으로부터 선규정되어 주어

진 진실이 아니라， 그들 감정의 현실， 감정의 진실이다. 외부 세계뀐 모든 것
들은 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 이 다감하고 감상
적인 작가 형상에

의해 지각되고 표현된다. 감상적 자아의

직접적인 지각에

완전히 부합하게끔， 표현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진정하고 자연스러워야 했
고， 이를 위해 감상주의 작가들이 택한 것이 섬세하고 다감한 (rrpHJITH피ß) 중문

체였다.
중세와 고전주의의 작가들이 언어양식 매체와 더불어 그들 자신도 매체로
기능했다면， 감상주의 작가는 스스로 매체를 선돼하고 매체를 부리는 주체의

지위에 올라선다. 그는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신의 언어를 감
상화한다. 묘사대상의 선택， 배열， 평가는 전적으로 그의 주관적 시각에 달렸
다. 감상주의자가 “진정한 시인은 가장 평범하고 진부한 것들에서 시적인 면
을 발견한다”라고 선언할 때，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만물에 편재

하는 시적 성질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시인의 권능이다.1 0 ) 시적

대상은 작가

에게 지시되는 게 아니라， 그가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작가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사소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고， 사소한 감정에 파토스를 부여할 수 있다. 일상의 사실 (6b1TOBO꺼 lþaKT)

은 작가에

의 해 문학적 인 사실 (JIHTepaTypHbI때

9) P. J1 axMaHH(2001) /1eMOHT(j)f(

KpaCHOpe 'lHJf.

lþaKT )이

된다. 모든 것은 작가

PHTOpH 'l eCKa Jf TPIll1HIJHJf H nOHJf THe n03TH-

, cn6. , c. 238

'leCKOrO

10) 감상주의의 마니페스토라 할 수 있는 H. M. KapaM3HH 의
HOBeHHhIX

Be띠ax

nHHTH앤CKy.o CTOPOHY" , "니TO

Hy)i(HO

"HaXOIlHTb B ca뻐X o6h1J(-

aBToPY" 를

참조하라.

H.

M.

KapaM3HH (1 984) CO 'lHHeHHJf B PByX TOMax, π'eHHHrpap: Xypo*ecTBeHHa Jf JJHTepa Typa ,
T.

1,

CC.

88-90,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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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주관주의 아래 놓인다.
작은 인간， 사소한 것， 일상의 사실 -

이것들은 감상주의를 배격하고 나선

자연파의 프로그램에서 문학의 대상으로 오히려 더 확고히 자리를 굳히게 되
는 감상주의의 발견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상주의 작가가
스스로에게 전기의 권리를 인정하고 평범하고 사소한 인간들에게 전기의 가
능성을 인정한 것이 자연파에서는 사회현실에 의한 전기의 무력화와 심지어
전기의 비참한 파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역설이
다. 가까스로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개인은 자연
파에서 다시 운명과 전기를 박탈당한다. 만델쉬탐이 말하듯， 소설이 근본적으

로 한 개약이나 개인 집단의 운명에 관한 확장되고 완결된 이야기이고 따라
서 소설의 구성적 수단은 인간의 전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기를 갖지
않는 인물이 소설의 주제적 축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11l 마찬가지
로， 개인적인 인간의 운명과 전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소설 또한 있을 수 없
다. 자연파는 사소한 인간들을 전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기로부터 버려진 존
재로 바라보며， 따라서 자연파에서 그들이 동장할 수 있는 텍스트는 (장편)소
설이

아니다. 오체르크 (OqepK) 에서 주제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사회환경에

의한 인간의 피결정성이다.

그렇지만 전기와 운명의 상실은 자연파의 공격에 앞서 이미 감상주의 안에
서 재촉되고 있었던바

그 과정은 감상주의의 혁신성이 상투성으로 전락하는

것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더구나 모든 사소한 인간이 감상주의 텍스트의 주인
공이 될 수 있었고 문학 텍스트의 감정이 삶의 감정과 진정하게 일치해야 했

던 만큼， 자동화와 상투화는 다른 어떤 문학조류에서보다도 빠르고 넓게 나타
났다

문학 텍스트 속에서

표현은 표현을 반복 재생산했고， 바깥의

삶 또한

문학 텍스트의 양식을 모방하여 자신을 리모델링했다. 삶과 감정에서 직접성
과 진정성의 추구가 서투른 모방으로 변질하면서， ‘사랑하는 시인’， ‘글쓰는 연
인’은 이미

생생한 인간-작가가 아니라

감상적 담론의

복제를 위한 상투적

마스크가 돼버렸다. 삶도 문학 텍스트도 모두 서투른 아류의 것이 되고 만 상
황에서 묘사대상과 아주 동떨어져버린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

상과의 진정한 일치성을 내세우는 ‘허위의 양식’을 낳았다 12)
11) 소설의

구성적

수단으로서의

poMaHa ," Coφ co t{. B
T.

2,

3

T. ,

전기에

관해서는 o. 3. MaHlleJJbm TaM(197 1) "KOHe l.\

New York: Me ll< llyHapollHoe JJHTep aT ypHoe cO IlPy* eCTBO ,

cc. 266-269를 참조하라.

‘서 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 아르카지 의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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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키즈와 정서 - 문체와 작가 존재의 매체성

감상주의가 양산시킨 ‘서투른 작가’는 자연파에 의해 또다른 관점에서 계속
생산되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가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결과였다면， 후자는
프로그램에 따른 계획생산이었다. 자연파의 의도는 독자적인 힘으로 커져버린
매체에 대한 묘사대상의 종속을 중단시키고 묘사매체와 묘사대상간의 간극을
최대한 축소시킴으로써 텍스트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자
연파 작가들은 비문학적 산문 장르 (04epK) 를 택했으며

대상과 현실 (ÕblT) 을 왜

곡과 조작의 위험이 있는 퍼스펙티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텍스트 속으로 들

여왔고，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된 전형들의 비문학적이고 서투른， ‘자연스러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듯이， 러시아 문학은 정말로 서투른 아류 작가가 아니
라면 단순히 서투른 작가일 수 없는 지점에 이미 오래전에 와 있었다. 문학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말은 결코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라， 인위적인 교묘한 문
학적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움의 ‘인상’이고 ‘환상’이었다. 이것이 자
연파의 충실한 오체르크 작가들과 고골을 구별지으며， 바로 여기에 고골에 대
한 그들의 아전인수격 인 오해의 본질이 있다.

서투른 작가-서술자의 글쓰기를 통해 고골이 시도하는 것은 사회비판적 동

기에서 출발하여 인물 전형들의 실제적인 말을 굴절없이 재현하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문학 텍스트 속에서 글을 통한 말의 팩토
그라피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메타시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글과 말이라는

언어적 실행의 서로 다른 두 매체간의 호환성에 대한 성찰은 스카즈 장치를
사용한 소설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매체성에

대한 성찰은 스

카즈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현의 수단으로서 여러 상이한 매체의 적합성 문제

는 점차 동일 매체(글， 문자)에 의한 재현의 문제로 특화되어 다루어진다. 정
서사(햄書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여러 편의 소설에서 문자와 문학양식의

매체성에 대한 성찰은 곧바로 작가 존재의 매체성에 대한 성찰을 촉발시킨다.

고골의 스카즈 서술자와 정서사는 도스토예프스키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

12) 라흐만은 이 과정을 두고， 고전주의의 비진실한 수사학을 비판하고 나섰던
감상주의 가 스스로 공허 한 수사주의 에 빠져 버 렸다고 말한다. P. 끼aXMaHH (2001) ,
CC.

236-240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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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볼 펼요가 있다. 그들은 러시아 문학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서
투른’ 작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생생하게 ‘육체적’

으로 느끼게 하는 텍스트， 금욕적인 정서사， 정서와 팩토그라피의 연관성， 반
문학 선언 둥은 두 사람의 문학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

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새삼 빌지 않더라
도， 도스토예프스키는 고골의 ‘외투’를 누구보다 즐겨

입었던 작가였고， 그때

마다 고골은 그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고골의 스카즈 텍스트가 자연파가 생각하듯 인물 전형의 자연스러운 말을

서술자의 시점이나 문학적 코드에 의한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찍어내
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에이헨바움 (5. 3ßXeHÕayt.f)이

지적한 바다 13)

에이헨바움은 재현적 스카즈를 읽을 때 ‘환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구연 행위
를 강조했고， 그것을 아예 논문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14) ‘말하는 텍스트’ 스
카즈가 재현하고 있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lþaKT )가 아니라， 스카즈 장

치에 의해 만들어져 나오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비노그라도프 (B. B. BHHorpaJlOB) 도 15) 스카즈를 ‘구어적인 독백적 말의 예술적 상응’으로 정의하면서， 스카
즈가 모방하는 구어적 독백(특히 서술적 유형의 독백)이 실제로 민중의 화행
에서는 오히려 드문 것임을 잊지 않고 지적했다. 결국 스카즈가 앞세우는 화

자는 실재하지 않는 화자이며

그의 육체언어는 재현되고 재생산된다기보다는

스카즈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성되는 예술적 구성물로서， 예술 텍스트 바
깥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이 사실은 텍스트 발생론적인 관점에서 원
본과 복사본， 1 차 텍스트와 2차 텍스트의 일반적인 관계를 뒤집어 놓는다. 다
시 말해， 재현되는 1 차 텍스트로부터 재현하는 2차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 아

니라， 2 차 텍스트로부터 1 차 텍스트가 상상되고 유추되는 것이다. 1 차 텍스트
의 위치는 바현실적이며， 2차 텍스트에 대해 오히려 부수적이다. 현실은 고골
의 스카즈에서 비현실이 된다. 왜곡없이 현실을 재현해야 할 스카즈는 자연파

의 확실한 현실을 유령으로 만들어버린다.

13) B. 311xeHôayw (1 969) "KaK Clle JlaHa <WHHe Jl b) rOrOJlJl," Texte der russischen
Formalisten , Bd. 1,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S. 122-159.
14) B. 311xeHôayw(I969) "HJIJII0 3HJI cKa3a ," Texte der russischen Formalisten , Bd. 1,
München , S. 160-167.
15) B. BHHorpalloB(I969) "npOÔJleMa CKa3a B CTHJl HCTHKe ," Texte der russischen
Formalisten , Bd. 1, München , S. 1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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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골의 스카즈가 제기하는 물음은 예술텍스트와 현실， 문학과 진실，
묘사매체와 묘사대상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문학텍스트 바깥에 현실이， 진실
이 실재하는가? 전자가 후자를 온전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존재
론적이고 동시에 매체론적인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짚어두어야 할
것은 스카즈가 구어

지향성과 함께 문자에

의한 녹취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갖는다는 점이다. 스카즈는 단순히 재현된 구연(口演)이 아니라 글을 통해 재
현된 구연이다. 이렇게 스카즈를 한 매체(말)에서 다른 매체(글)로의 이행으
로， 즉 매체를 넘어서는 재현의 시도로 이해한다면， 현실의 환상을 불러일으
키고 현실을 환상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아니라 스카즈의 문자텍스트성이다.
고골이

이야기꾼들 (CKa3HTeJlb) 이 우세한 초기 스카즈 텍스트로부터 정서하

기， 베껴쓰기， 글쓰기를 주제 차원에서 다루는 소설 텍스트로 점차 옮겨간 것
도 문자매체성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 텍스트들은 문자매체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문자 그 자체의
매체성 본성에 관한 성찰을 극단적으로 진행시킨다.
스카즈 텍스트의 목표가 현실의 환상， 이야기꾼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
다면， 문자매체 내에 머무르는 소설 텍스트， 대표적으로 「광인의 수기 (3anHCKH
cyMacme때ero)J 가 보여주는 것은 반이성적 글쓰기의 작동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 두 종류의 텍스트들은 본질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전자에서 실제의 구어적
이야기가 실재하지 않는 것의 환상인 것처럼， 후자에서 미치광이 정서사에 의
해 정서되는 원본 문서(또는 글)도 그가 써놓은 2차 텍스트로부터 역으로 유
추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묘사대상)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파가 스카즈나 수

기를 통해 노리는 직접성은 역설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다른 공통점은 2차
텍스트의 저자가 두 경우 모두 ‘서투른 작가’라는 것이다. 스카즈 서술자가 문
법과 공식적

문학 쿄드에

맞지

않은 ‘자연스러운’ 민중적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정서사 역시 의미와 이성의 궤도에서

말을 써대는 것과

이탈한 뒤죽박죽

인 일기의 저자이다. 고골은 이 제멋대로인 일기에 ‘수기’라는 비문학적인 장

르 명칭을 씌운다.
광인의 수기를 채우고 있는 베껴쓰기(공문

개의 편지 감상주의 소설 등의

1 차 텍스트 베껴쓰기)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틀린’ 베껴쓰기와 정서사 존재 자
체의 전적인 매체화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첫날 (10월 3 일)의 일기에서 이미 암시된다: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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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 Y Te6꺼， 6paTeu , B rOJIOBe BCerlla epaJIam TaKOA? TbI HHOA pa3-

“ 4TO

MeTaembC $I KaK

yropeJ며A ，

cnyTaemb ,

lleJIO nOll'l ac TaK

pa36epeT , B THTyJIe nOCTaBHmb

MaJIeHbKy~

'1 TO

CaM CaTaHa He

6yKBy , He BblCTaBHmb He

'1HCJIa

,

HH

HOMepa."16)

“자넨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머리 속이 뒤죽박죽인 것 같잖은가? 때론 가
스에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멍청해지고， 이따금 문서의 표제에다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 날짜나 번호를 아예 빼먹어서 통 알아볼 수 없게 억망으로 만
들어 버리지 않나

문제는 정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
것이지， 정서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펜’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고 있는 그의
펼기도구로

남김없이

60 Jl ee HWlerO" (“자넨

말이

타자(직장 상관)의

반대로， 종일

뭉둑한

행위는 자기 자신을 원(原)저작자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 "Bellb Tbl HyJlb ,
제로야. 그이상 아무것도 아니야’')17) -

무가치함을 공언하는 이

상관이

정서사의

말은 이런 관점에서 그의 존재의 무가치함에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추구하는 욕망에

대한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는

매체 그 자체， 독자적 의미는 제로인 순수한 매체적 도구가 되기를 욕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틀린’ 정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1 차 텍스트
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나， 정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해석， 혹은 부당
한 사회적

관계의

전복이나 권력

관계의 바흐친적인 카니발화로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섬세한 내면적

인간의 좌절된 돌파나 혹

은 다른 매체를 위한 문자 매체의 부정으로 설명되기에도 부적합하다. 1 차 텍
스트와 자신의 2차 텍스트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온통 매체화하는 정서사의

광적인 진지함에서 비롯되며， 뾰쪽하게 깎아 놓는 펜은 그의

매체적

분신에

다름아니다. 정확한 베껴쓰기에 대한 직업적 책무의식은 개의 이름， 개의 편

지， 개의 대화를 옮겨적는 데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대목은 한 인
간의 발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사의

직업적

행위의 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중세적 작가 유형으로 분류해도 좋을 이같은 정서사는 「외투 (lliHHeJlb)J 에서
도 등장한다. 에이헨바움이 「고골의 <외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Ka l< clle16) H. B. roroJIb(1977) Coφ CO 'l.
17) 같은 책， 161 쪽.

B

7

T.

,

101. , T.

3,

c. 157.

‘서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아르카지의 수기

JJaHa <mßHeJJb> roroJUl )J 에서

스카즈의

11

음성적 측면， 이른바 ‘귀의

문헌학’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스카즈의 문자녹취성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비난받은 바이지만，18) 「외투」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로지 정

서만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고 열정인 금욕적이고 수도사적인 정서사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서를 위해 문서 속으로 태어난 것이나 다
름없는 그에게 글쓰기(베껴쓰기)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직업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성한 임무이다:

"Korlla H B

I< a l< oe

BpeMJI OH rrocTyrrHJJ B llerrapTaMeHT H

I< TO

OrrpelleJJHJJ ero ,

3Toro HH I< TO He Mor rrpHrroMHHTb. CI< OJJb l< O HH rrepeMeH Jl JJOCb IlHpe l< TOpOB H
BC JlI< HX HaqaJJbHH I< OB , ero BM.!l eJJH Bce Ha OIlHOM H TOM
rrOJJOll<eH뻐

B ToR

lI< e

caMoR 1l0JJll< HOCTH , TeM

lI< e

MecTe , B TOM

lI< e ，쩌 HOBHH I< OM IlJJJI

lI< e

rrHcbMa; Ta l<

qTO rrOTOM yBepHJJHCb , qTO OH , BHIlHO , Ta l< H pOIlHJJCJI Ha CBeT y* e cOBepmeHHo
rOTOB bIM, B BI깨I.lt.fYHIlHpe H C

JIbI CHHOR

“언제 어느 때 그가 관청에

Ha rOJJoBe."19)

들어갔으며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장이나 부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지위에서 한결같이 서기라는 똑같은 직무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분명 엄마 뱃속에서부터 관리 제복을

입고 이마가 벗겨진 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현실을 그가 정서해야 할 텍스트로 받아들이며， 그
의 지각은 문서

텍스트와 외부 세계 간에 어떤 분리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글쓰기는 그의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문서를 베껴쓸 때 글자 모양대로
움직이는 그의

입술은 육체화된 글자에

다름아니다. 글자는 바로 그의

옴에

씌어지고 그의 육체는 글자의 거울이 된다 .20) 정서 행위는 안과 밖의 분리도

18)

].

Murasov (1 997)

"Orthographie

und

Kameval.

Nikolaj

Gogol ’ s

schizoides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Bd. 39, S. 85-106;
B. 끼HHel.l1<때(1 993) ’'mHHeJJb CTpY l<T ypaJJH3Ma ," HOBoe J1HTep a. TypHoe OðOJpeHHe , No. 5,
CC. 38-44; N. Drubek-Meyer，쩌. Meyer(1997) "Gogol ’ s medial: skaz(ki) und
zapiski ," Wiener Slawistischer Almα1αh， Bd. 39, S. 107-154/ B. 없HorpallOB
(1969) "np06JJeMa CI< a3a B CTHJJHCTH l< e ," Texte der russischen Formalisten , Bd. 1,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S. 168-207를 참조하라.
Schriftverständnis ,"

19) H. B. roro Jlb(1977) Coφ CO 'l.

B

7 T‘’ T. 3, c. 117.

20) 이것은 f 지칸카 근촌 야화 (Beqepa Ha xyTope 6깨3 뻐l<aHbI<H)~ 에서 스카즈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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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와 글자의 분리도 무효화시키면서 그의 육체에서 주체성과 인격성을 지
워버린다. 그의 육체는 그로테스크한 글쓰기 도구 그 자체가 된다. 도구적이

고 기계적인 것과 육체적이고 유기적인 것의 차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타자 텍스트를 그대로 투과시키면서 복제하는 순수
한 매체로서의 글쓰기에 송두리째 사로잡혀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정서사이다.
그의 ‘서투른’ 글쓰기는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 그의 충실한 근무에 포상을 하
고 싶어진 국장이 ‘동사 몇 개를 3 인칭에서 1 인칭으로 고쳐 쓰도록’ 지시했을
때， 그가 진땀을 흘리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서사로서의 그의

본질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1 차 텍스트에 대한 어떤 주체적이
고 개성적인 관점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1)
글쓰기 매체에 자신을 전부 내맡기고 스스로 고유가치 제로의 순수한 매체

가 되는 것은 미치광이 정서사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만이 아니다. 작가 고골
도 그의 작가적
원텍스트의

생애의 끝에서 문학적 작가권을 포기한다. 문학 코드에 의한

변형을 부정하고 모든 작가권을 반납하면서

그는 오로지 성스러

운 매체 그 자체， 도구 그 자체가 되길 결심한다 .22) 그의

정서사들처럼 고골

기꾼의 육체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육체의 거울’이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21)

이후의 슈셋 발전에서 개성화， 주체화는 외투 모티프와 함께 진행된다. 금욕적 질
서에

대비되는 ‘외투’ 모티프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중세적

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파국으로 몰아가는 역할에

대해서는 ].

정서사의 ‘바른’ 길

Murasov (1 997) , S.

85-106를 참조하라. 실제로， 금욕적 정서가 개인적 육체의 경계를 집단적 매체， 집
단적 육체 속에서 소멸시키는 데 반해

그것은 외부의 대상 세계에 속하며

외투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는다，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형체에 자신의

맞춤

으로써 외부 세계와 내면세계의 경계를 유표화하는， 개성과 주위 세계간의 소통매
체로 기능한다. 외투 모티프의 발전과 함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점차 개체화，
개성화되고， 외투에

대한 그의

리비도적

태도는 그의 정서를 이미

절대적으로 신

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파멸과 관련해 그의 악마적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로는 D. Rancour-Laferriere(1982) Out from under
Gogol's Undercoat. A Psychoanalytic Study. Ann ArborlMichigan을 참조하라.
Drubek-Meyer는 『지칸카 근촌 야화』의 「성탄절 전야 (Ho'lb nepell PO :l<lleBTBOM) J 의
끝장변에 나오는 ‘KaKa’라는 단어가 악마를 가리키는 우크라이나어임을 들어 아카
키 아카키에비치의

이름이

이미

악마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Meyer/ H. Meyer(1 997) "Gogol’s medial: skaz(ki)
Slawistischer Almanach, Bd. 39, S. 116을 참조하라.
22)

N. Drubek
und zapiski ," Wiener

Drubek-Meyer는 정서사와 작가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공통된 구성소 비교
를 통해(정서가의 nepenHCblBaTb 와 작가의

nHcaTb ,

정서사의

no 'lHHI! Tb

nepo 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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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Hy.n b, õO Jlee HH"IerO’가 되 고자 하는 것 이 다.

4.

서투른 반(反)작가 아르카지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연파가 놓쳤던 고골 문학의 복잡한 미학적 차원을 올
바로 인식했고， 고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텍스트에서 담론과 문체의 문제를

반복하여 주제로 삼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성년』은 메타시학적 논문으
로 읽어도 좋을 소설이다. 물론 여기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일인칭 소설에서의
여러 서술상의 문제들， 이를테면 서술자의 주관성， 허구적 독자 지향성， 일인

칭 화자의 현실 접근과 그것의 전달， 추상적 작가와 이상적 독자 간의 관계，
서술자와 인물의 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간섭과 같은 문제들에서 그의 능
력을 현란하게

시범한다.잃) 그러나 이

논문에서

『미성년』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일인칭 서술자， 그것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당연

한 미성년 서술자와 일인칭 소설이 객관적인 사실 기록 그 자체임을 표방하

는 비문학적 장르 ‘수기’와 한 텍스트 내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충돌은 앞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다시 환기 시 킨다
들 (pe"leBbJe lþaKTbJ)이

실제

현실 (ÕblT) 의

스카즈의 담론적 사실

것들인가 아니면 문학적

사실들로서

예술적으로 합성된 구성물인가? 문학적 기호와 문체가 과연 묘사대상을 오로
지

그대로 현상시키거나(중세적

작가， 고골의

마지막 선택) 투과시키는(자연

파)， 고유가치 제로의 순수한 매체가 될 수 있는가?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끝

없이 이야기하고 써대는 서투른 작가의 수다 또는 서기광(書記狂 )24)은 어디서
의

CO 'lHHHTb)

고골이 정서사의 일과 작가의 글쓰기를 처음부터 동일선상의 것으로

여 기 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N. Drubek-Meyer/ H. Meyer(1997) , S. 118.
W. Schmid(1973) Der Textatφau in den
Erzäh1ungen Dostoevskijs. Die Interferenz von Erzäh1 ertext und Personentext
und die 0πientierung am fiktiven Leser,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S.
229 엉4 를 참조하라.
24) 서기광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담론적 분석은 F. Tchouboukov-Pianca(1995)
Die Konzeptz따lisierung der Graphomanie in der russischsprachigen postmodernen Literatur, München: Verlag Otto Sagner와 A. K. *oJl KoBcKHR(l986)
"rpaφOMaHCTBO KaK npHeM: J1eG~llKHH ， XJl eGHHKoB , 끼HMOHOB H llPyrHe ," Velimir
Chlebnikov (1885-1922): Myth and Reality. Amsterdam Symposium on the

23)

이

문제 에

대 한 탁월 한 분석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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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하는가? 창작으로서의 글쓰기를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서투른 작가(또

는 글자 그대로 매체를 자입하는 筆者)를 내세운 실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
가? 아래에서 『미성년』은 이같은 점들에 초점을 두고 다루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성년』에서 인물 아르카지를 창조하고 그에게 서술가
작가로서의 권능을 부여한다. 자신이 서술하는 세계가 다른 작가에 의해 만들

어진 허구임을 절대로 알아첼 수 없는 아르카지는 불과 몇 달전만 해도 열아
홉살짜리 인생 풋내기였던 자신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 그것도 그중 며칠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백 페이지에 걸친 거대한 장광설을 풀어낸다. 이 ‘미
성년의

자서전’은 첫줄부터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본질적인 특징인 ‘말로부

터 소설의 탄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He yTepneB ,

.51

ce Jl 3anHCblBaTb 3Ty HCTOpHIO MOHX nepB bIX marOB Ha

:l<H3-

HeHHOM nOnpHDle , Torlla KaK MOr 6b1 o6oATHCb H 6e3 TOro."25J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생
의 무대에서 내가 첫 발걸음을 내디였던 때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참지 못하고 하는 말’ -

이같은 말의 충동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작가는， 나아가 인간 모두는， 말 속에 존재한다는 인간
존재

일반의 조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26) 아르카지는 말을 통하여 자신

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텍스트로 재구함으로써 ‘나’를 탐색하고 ‘나’의 의미
를 발견해내려 한다. 그러기 위해 그의 말은 진실과 사실의 고백이 되어야 하

는 까닭에， 아르카지는 무엇보다 ‘지어낸’ 글， 문학적 글쓰기의 허위성을 배격

하고 나선다. 때문에 앞에서의 ‘말의 충동력’에 대한 고백에 이어 곧장 반(反)
작가 선언， 반(反)문학 선언이 뒤따른다:

“ R 3anHCblBalO

J1Hmb

Hero , a r Jl aBHOe - OT
TOp 6b1 Tb He

centenarγ

xo~y

C06b1 TH .5I, yK JlOH.5I.5I Cb BCe싸! CHJl aMH OT BCerO nOCTOpoHJ1HTep aT ypHblX

KpaCOT; (...)

R-

He

J1 HTepaTOp

,

J1HTepa-

H TaDlHTb BHyTpeHHoCTb nymH MoeA H KpaCHBOe OnHCaHHe

01 Velimir Chlebnikov ,

ed. by W.

G.

Weststejn , Amsterdam: Rodopi ,

pp. 573-593를 참조하라.
25) φ M. llocTOeBcKHA(1972-1990)

nOJlH,

COφ CO I.f.

B

30

T.

, J1.:

Hay Ka, T. 13, c. 5. 앞으

로 『미성년』에서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을 인용문 뒤에 명기한다.

26) 지하생활자， 제부쉬킨， 이폴리트 등은 대표적인 예다.

‘서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아르카지의 수기

qyBCTB Ha HX

nHTepaTypH뻐

pblHOK

no앤 n

15

6b1 HenpHnHqHeM H nOllllOCTblO. "(5)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모든 부차적인 것， 특히 문학적인 아름다웅을 피하
면서 오직 사건들만을 적는다 (…) 나는 작가가 아니다. 작가가 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내면이나 감정의 아름다운 묘사를 그들의 문학시
장에 끌고 나가는 일은 무례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여길 것이다”

반(反)작가 선언은 『악령』이나 「온순한 여인 (KpOTKa.ll )J 에서도 나오지만， 이
두 소설의 경우 그것이 단 한번의 총괄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데 반해， 아르차
지는 그의 반작가， 반문학 선언을 되풀이한다. 그만큼 『미성년』에서는 문학과

수기， 허구와 사실의 문제가 텍스트 전체의 메타시학적 주제를 구성한다. 그
의 반문학 전선을27) 재구축해 보자:

nHTepaTypHa.ll KpaCOTa

COÕhlTH.lI

pOMaH

3anHCKH

pOMaHHCT , nHTepaTOp

CO'쩌 HHTenb

'I HTaTenb ,

e .ll HHCTBeHHO

니yBCTBO ，

nHTepaTypHblìí pblH OK

pa3MblwneHHe

iþaHTa3H.lI

.lln .ll

ceõ.ll

iþaKT

Me 'l TaTenbHa.ll iþopMa pOMaHa
n033H .lI

3anHCOK

paccy.llO'l Ha.ll iþopMa

.ll eìíCTBHTenbHOCTH

õpe .ll

신빙성， 진실 그 자체를 추구하는 수기작가-고해자에게 ‘소설쓰기’와 ‘거짓
말하기’는 같은 것이다. 때문에 완전한 진실， 사실은 문학화를 허용하지 않고，

감정과 사색의 묘사는 수기가 아닌 허구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정의되는

문학은 아르카지에게 삶의 현실 속으로도， 그것의 기록인 수기 속으로도 들어

와선 안될 해악이다. 훌륭한 성품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소설 같은 사랑

27) 아마도 로자노프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상투화된 문학성 (nHTepaTYPHOCTb) 에 체험
(nepell<HBaHHe) 을 가장 맹렬하게 맞세운 작가일 것이다. 그는 체험에 대한 거리， 즉
문학의 비진정성에서 문학의 비도덕성을 보았고， 때문에 문학의 변형적 성격을 제
거함으로써 문학과 삶을 동일화할 것을 주장했다 삶에서 분리된 문학성이 지배할

때 문학은 타락하고 인위적이고 실용적인 차원， 상품으로 축소되고 만다는 것이었

다. ‘문학의 종말’이라는 그의 개념도 이와 연관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삶의
완전한

것이었다.

B. P03aHoB (1 970)

H36paHHoe , nO Il pell. EB. lK HrneSHqa , München: A. Neimanis , CC.

40-41 , 87-88, 133

차조

문학화로

매우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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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 소설같은 행동도，잃) 소설을 쓰는 것도， 소설을 읽는 것도30) 어울리지 않

는다.
그러나 아르카지는 자신이 원하는 문체를 고수할 수 없으며， 문학적 문체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때문에 수기 첫머리의
반작가선언 후에 곧 유보적인 발언이 따른다:

"c

1l0CalloR,

O,llH a I< O, npell 'l yBcTBYJO, '1 TO, l< all< eTCJl, HeJlb3Jl

050꺼TIICb

COBep-

meHHO 5e3 onllCaHIIJl '1 yBCTB 11 5e3 pa3 Mi11mJleHIIR (...)"(5)
“그러나 속상하긴 하지만

감정묘사나 사색이 전혀 없이는 안 될 것같은

예감이 든다 (…)"

이것은 무엇보다 수기가 그의 ‘고백록’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고백의 내용은

다름아닌 그 자신이며， 감정과 사색도 역시 ‘나’의 ‘사실 (lþaKTbJ)’이기 때문이다.
고백록으로서 수기가 갖는 특성은 또 있다. 아르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 루
소， 카프카로 이어지는 고백자의 계보에 속하며， 이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아
르카지의

내면의

판관은 도덕적이거나 신성한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조히스트

적인 고백자를 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백을 끝까지 계속하게끔 강요

하고 부추기는 사디스트적인 호기심이다 .3D 자신을 더욱 가혹하게 별하기 위

28)

베르실로프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그리고 그녀의 의붓딸 사이에 있었던 일올 두

고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진지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고의 가치

도 없는 미묘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저속하기까지 한 일종의 소설적 혼란('1TO-T。

BpOlle

l< a I< OR-TO

... pOMaH배eC l<oR nyTaH뻐bI)’'(58) 이 라고 단정 한다.

29) 아르카지가 친구들과 함께 밤거리에서 어린 소녀를 희롱했던 일에 대한 묘사를 보
라. “아주 어린 소녀로 나이는 열 여섯이나 아니변 더 어렸을지도 모른다. 매우 깔
끔하고 양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도 일을 끝내고 늙은 어머니에게로

어쩌면 자기

힘만으로 살고 있으며 그때

자식들을 거느린 가난한 과부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로 모른다. 하지만 감상에 빠질 건 없다 (He'lerO BnallaTb B '1 yBcTBIITeJlbHOCTb). 끼 79)

30) 앞에서 세 사람간의 일에 대해 그렇게 말한 마리아 이바노브나 자신도 “어릴 때부
터 소설로 머리가 꽉 차 있었으며 (HamnllpOBaHa pOMaHaMII),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소설만 읽고 있었던 것이다(새'1뻐{
c대
M。아T따pJl 없
Ha 매
n pe l<p
띠
ac대H뻐
뼈꺼 xap
u
띠al< Te매
p)."
’/기끼’”끼’
'(5
않
8)

31)

W 미성년』에서의 고해의 담론에 대해서는 O. XaHceH- ]J èBe(l996) "llIl CI< YPcIIBHble npo-

lteccbI B pOMaHe llocToeBc l< oro <nOIlPOCTO I<)", ASTOP H TeKC τ C60PHHK CTaTeκ nOIl
pell. B. M. Map l< OBII 'I a 11 B. mMlIlla , cnõ.: H3 1laT eJl bCTBO c.-neTepõypr Cl< oro yHIIBep-

‘서 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 아르카지 의 수기

해 어리석은 얘기를 다 털어놓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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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수치와 파렴치에 대한 쾌

감 때문에 고백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이 돼버린다. 아르카지는 수
기를 시작하면서 이 쾌감을 애써 부인했지만，32) 고백의 발동이 걸린 시점에서

는 이미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참회록』을 인용하는 데서

도 분명해진다. 그가 인용하는 일화는， 하필이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
시킨 채 길모퉁이에 숨어 지나가는 여자들을 기겁시켰던 얘기이다 (78).
노출욕구와 함께 고백록을 조종하는 것은 자기은폐와 자기방어의 욕구이다.
물론， 아르카지에게서 이것은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니다. 그가 수기를 쓰겠다

고 책상 앞에 앉은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자기 자신
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내보이는 데 있다 .33) 그가 지난날의 악행이라고 고백

하는 것도 그 행동이 용서받고 변명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은
사춘기 특유의 나르시스트적인 감정 메커니즘을 쉽게 알아첼 수 있는 것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고와 논리도 그것에 미루어 이해될 수 있다.엉)

심리적인 메커니즘의 작용이 아니라 해도， 수기는 이미 기억의 부정확성 때
문에 그 신빙성이 훼손된다. 모든 것은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현실 지각에서
지금 아르카지에게 남아 있는 간접적이고 불완전한 기억에 의해 재구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가 전해주는 ‘대화’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객관적인 사실，
CHTe Ta, cc , 234-239를 참조하라.

32)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6e3 cTbllla) 자신에

대해 글을 쓰려면 너무도 비열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도취해 있어야만 한다， "(5)

33)

형식주의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사실들을 전기적 수기를 위한 사실들로 가져온다
는

것은，

이미

미적

컨텍스트

속에서

구성적

npHeN을 투입하여

NaTepHaJl 1 을

NaT epH aJI 2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실제 인간의 6HorpaφH4ec
Ka51 J1H4HOCTb 는 수기 텍스트 내재적인

34)

J1 HTepaTypHa51

J1H4HOCTb 로 변형된다

나이가 든 성인(成)\) 고백자들은 훨씬 교활한 자기기만， 자기은폐， 자기방어로 정
직한 자서전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며

그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

하고 있다. ‘지하생활자’는 그의 수기 (r3anHCKH H3 nOllnOJlb5l J) 에서 정직한 자서전의

불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하이네는 정직한 자서전이란 거의 불가능하며，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
해에 따르자변， 이를테면， 루소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방했
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그것도 허영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하이네
가 옳다고 확신한다. 때로 인간은 단지 허영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범죄를 덮어씌
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허영이 어떤 종류의 것일
수 있는지 하는 것까지도 잘 인식하고 있다
CO φ CO 'l， 8

30

T"

T,

5, c , 122,

φ ， M, llocToeBc때A(1972-1990)

nOJ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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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그 자체라고 제시하는 ‘편지’와 ‘서류’， ‘신문광고’ 같은 다큐멘트도 예외
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기록의 불가능성은 ‘사실’ 그 자체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도 연유한다. “회오리바람처럼 밀려들어 나의 생각을 머리 속에서 마치 가을
날의

마른 나뭇잎처럼

Haller 1IJ’, KaK
Tb j!",

241)"

벙벙

돌게

만드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Coõ비THj!

BeTep , H MhlClIH MOH 3aKpyTH lIHCb B yMe , KaK OCeHHHe cyxHe lIHC-

어떤 논리를 찾아내려고 애쓸수록， 아트차지는 더욱 심한 혼란에

빠져든다.
이와 같이 아르카지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성적으로 쓰는 것， 사실 그대
로 쓰는 것， 모든 진실올 쓰는 것)과 그가 피할 수 없는 상황(감정의 묘사와

사색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사이의 심연은 아르카지의 언어관계에 영향을 미
친다. 그것은 아르카지 자신의 언어능력과 러시아어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서

언어의 언어성에 대한 숙고， 언어 자체에 대한 회의로 확대된다.

"(. .. ):

llaB

ce l5e

C.IIOBO

yl<.II0H쩌다 CJI OT 재 TepaTypHw(

CTpO I< H BnallaJO B 3TH

I< paCO TbI.

Ma.II O OIlHOrO lI< e .ll aHHJI.

3aMe'!y TO ll< e , '!TO , l<al!< eTCJI , HH Ha OIlH OM eBponeRc l< OM

Jl 3 b1l< e

He nHmeTCJI

Ta l<

KpOMe TOrO , '!TO I5b1

I< paCOT , JI C nepB얘
nHC aT b TO .llI< OBO , l< a ll<eTCJI ,

TPYIlHO , l< aK

Ha pyCCKOM.

H

nepe'!e.ll Tenepb TO , '!TO

ceR'!ac HanHCa.ll, H BHlI<y , '!TO JI rOpa3 1l0 yμHee HanHCaHHOrO. Ka l< 3TO TaK Bμ
XO IlHT , '!TO Y '!e.llOBeKa YMHOrO

BμCKa3aHHoe

HM fOpa3 1l0

fnynee

TOrO , '!TO B

HeM OC Ta HeTCJI?"(6)35)

“(…): 문학적 아름다움을 피하겠노라고 맹세해놓고， 첫줄부터 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에 빠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료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저 바람만
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말해두지만， 유럽의 어느 언어도 러시아어만큼

글쓰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어 보았는
데， 쓴 것보다는 내가 훨씬 똑똑해 보인다. 똑똑한 사람의 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의 내부에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다니 어떻게 해서 그리 되
는 것일까?"
"OIlH때 C.IIOBOM , He Mory B퍼pa3HTb MOHX Bne'!aT.IIeH때 ."(113)

“한마디로， 나는 내가 받은 인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

"PaCC l< a3 b1 BaTb HHbl e Be UlH nO'!TH HeB03MO ll<HO."(65)

“어떤 것들은 이야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35) 같은 생각은 36쪽에서도 되풀이된다

‘서 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 아르카지 의 수기

‘말’에 대한 불확실한 관계

19

언어화되어 나타난 것과 언어 뒤에 있는 것 사

이 의 심 연 앞에 서 아르카지 는 종종 ‘침 묵의 기 법 (~Hrypa YMOnqaHH~) ’으로 달아
난다. 하지만， “인생의 무대에서 자신의 첫 발걸음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반

문학주의가 무색하게 수기의 목적부터가 문학적 상투어로 제시된다)， 모든 진
실을 고백하겠다고 선언한 그로서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그는 이 용어를 그가 배격하고 조소했던 문학의 대명사로 전용한다:

"3TOIO

<lllH rypo lO

yMO .n'l aHH j!>

<l< paCO TbI) pOMaHHCTOB

, 1< 0TOpble

31 , OT

HeyMeHb j!

MOerO ,

Bna .n

On j! Tb

B

Te

CaM OCMe j!.n B뻐 e."(65)

“이 〈침묵의 기법〉에 의해 나는， 내 무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앞에

서 조소했었던 소설가들의 그 〈아름다움〉에 또다시 빠지 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은 ‘팩토그라

피로서의 수기’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팩토그라피는 쉴 새 없이 팩트 (~aKT)
로부터

미끄러지고， 아르카지

('MoR neTep6yprc I< HR pOMaH "

스스로 그의

수기를 ‘나의

페테르부르크 소설

65) ’이 라고 부른다. 이 ‘소셜’은 그가 배 격 했던 문

학의 성질 가운데 ‘아름다운 형식’을 구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텍
스트의 ‘+아름다운 형식’보다 ‘-객관적 신빙성’을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객
관적 인식능력과 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개별 팩트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서， 모든 현실에 대한 절대적 회의로 확대된다. 안개 낀 페테르부르크의 이른

아침에 아르카지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바로 그러하다.

"O.QHHM C.nOBOM

,

He Mory Bμpa3HTb MOHX Bne 'l aT .n eHHA

φaHTa3Hj!， Ha l< OHe l..l n033H j!, a CTa .n o 6퍼Tb ， B3 .QOp;
6 b1 Tb

,

BC~ 3TO '1 eA-HH6Y.Q b COH

,

<(. .. )

,

nOTOMY '1 TO BC~ 3T。

a nO 'l eM 3HaTb , MO ll< eT

H HH O.Q HorO-TO '1 e .nOBe l< a 3 .Q eCb HeT HaCTO j!-

m.er。’ HCTHHHoro , HH O.QHoro nocTyn l< a ne때CTBHTe.nbHoro? KTo-HH6ynb
npOCHeTC j!, 1< 0My 3TO BC~ rpe3HTc j!,

-

B.Q pyr

H Bnpyr HC 'I e3HeT>."(113)

“한 마디로， 나는 내가 받은 인상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환상이고， 결국은， 시이며， 따라서 잠꼬대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어떻게 알겠는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다 누군가의 꿈이고， 여기엔 실제의
진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현실의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보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리라>"
결국， ‘이른바 예술성이라는 것’과 ‘감정’을 희생시키고 ‘짤막한 신문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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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간단한 설명 "("npjlMOe

H npOCTOe pa3bjlCHeHHe ,

)j(

epTByjl TaK

Ha3 b1 BaeMylO x'y.llO)j( eCTBeHHOCTb , (…) Õe3 yqaCTH jI MOerO Cep.llua , a BpO .lle KaK Õbl
entrefilet B ra3eTe" , 322) 을 쓰고자 했던 아르카지는 팩토그라피의 신빙성과
문학의 아름다운 형식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서투르고 미숙한
작가임을 노출시킨다. 소설의 아름다운， 닫힌 형식은 õblT(He-nHTepaTypa) 차원

과 문학적 상투어들의 끊임없는 간섭에 의해 부서지고， 슈셋 라인은 쉴 새 없

이 끊긴다. 수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미 은유적 기능조차 상실한 진부한
문학적 상투어들은 36) 그 자신의 공공연한 반문학선언과는 상반되는 아르카지

의 문학적 취향을 드러낸다. 그가 자신의 문체를 은근히 문학적이라 자처하고
있음은 곳곳에서 드러나며， 문학적 아름다움 없이 쓴다고 하는 말은 서투른
문체에 대한 독자의 예상되는 비난에 대한 자기 방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가
내놓는 것은 팩토그라피가 아닌 방대한 스카즈다.
수기의

모든 것은 아르카지의

기억과 그의

시각과 그의

감정의 프리즘을

통해 상기되고 선택되고 배열되고 제시된다. 사실과 해석의 경계는 일찌감치
뒤섞인다. 미성년 아르카지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서는 안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

있다. 그의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에 의해 이야기되어야 하므로， 모든 것은
일단 그에게 관련지어져야 한다. 수기
묘사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현실은 사춘기적 심리적

전체는 그의

세계， 그 자신의

기질에

달려

있고， 그가

전적으로 사적인 현실이다.

메커니즘에 의해 제시되며

이 프리즘은 장편소설을

거대한 스카즈로 채운다. 바로 이것이 ‘수기’라는 표면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장르를 팩토그라피가 아니라，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문학적인 장르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36)

r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지하생활자의 행동과 내면의 독백도 그의 사고와 상상력
이 얼마나 문학적 도식과 모델(예를 들어， 푸쉬킨의 r 일발 J ， 례르몬토프의 r 가변무

도회 J ，우리 시대의 영웅』 등)에 의해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완전무
결한 ‘문학적’ 태도를 통해 사회에서
개성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자신의 아웃사이더

위치를 극복하고 자신의

물론 그의 이 자기주장은 ‘문학적 틀’에

해 사회에서 ‘반듯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다시

대한 완전한 적응을 전제하기

말

때문에

결국， 피상적인 자기주장에 불과하며， 존재형식의 축소에 다름아니다. 삼류 문사에
게 문체를 배워 그것으로써 사회적 신분 상승과 개인적 행복을 고대하는 r 가난한
사람들」의 제부쉬킨도 다르지 않다미성년』에서 젊은 베르실로프가 소피아를 유
혹하는 문학적 동기에서도 삶과 문학의 간섭， 삶의 문학화는 목도된다.

‘서투른’ 작가의 반(反)소설: 아르카지의 수기

5.

소설이 끝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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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설의 탄생

미성년 작가 아르카지는 그의 수기를 자신의 말로써 직접 끝맺지 않고 니
콜라이

셰묘노비치가 보낸 편지의

발훼문을 결미에

덧붙인다. ‘수기가 끝난

후’의 이 편지는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의 생각에 의하면 ‘소설이 끝난 후’의 편
지가 되어야 했었지만， 노련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서사 아이러니는 그도，
그의 편지도， ‘소설의 종말이후의 새로운 소설’ 속으로 입주시킨다.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의 편지는 소설의 (동시에 수기의) 서두에서 수기작가
아르카지가 제기했던 문제， 즉 현대(그들의 당시)의 상황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되돌아간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것이기도 했던
이 문제는 가족의 문제와 불가분 결합된다. 도대체 이 시대에 소설과 같은 것
이， 가족과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아
르카지로부터 그의 수기에
긴다. 이

인물은 가족의

대한 평을 부탁받은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에게 맡

해체와 소설의

종말을 인과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학과 윤리학， 문학과 사회학적 차원을 결부시키는 러시아 문학비평의 전통

적인 테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대변한다. 물론 아르카지는 자신의 ‘사춘
기적’ 혼란이 ‘성인’이고 더구나 그의

옛 스승이기도 한 니콜라이 셰묘노비치

에 의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에 으씀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수기 속에서

독자의

존재를 초연하게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예민하게

잠재적 독자의 반응을 곁눈질하던 그가 자신의 수기에 대한 최초의 독자이자
비평가인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의

비평에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

고 수기를 끝내고 있다는 것이 이런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 소설 장르와 문학 형식의 운명을 오로지 사회적이고 도덕윤리적
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 허구적 비평가의 관점을 결코 도스
토예프스키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니콜라이

셰묘노

비치의 마스크 뒤에서 말없이 아주 교묘하게 등장하며， 그 속에서 그의 서사
적 아이러니

37)

예술은 진면목을 발휘한다 .37)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의 논쟁 목표

배변의 아이러니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 인물의 비평올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것

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니콜라이 셰묘노비치가 도스토예프
스키 의

대 변 인 이 며 (10. O. 3YHlle JlOBH 'l(1 959) "PQI.t aH llocToeBcKoro <nOllPOCTOK> ,"
Tpya,w y36eKcKOrO rocypapcTBeHHOrO yHHBepcHTeTa , B퍼IT. 97, CaMap Ka Hll, C. 3; A. C.
llo JlHHHH(1963) nOCRePHHe poMaHH ßocToeBcKoro , M. 까 HaYKa) ， 그의 편지는 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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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논쟁 목표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편지’는 이중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니콜라이 셰묘노비치가 펀지에서 쓰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즉 사회적
인 발전경향， 그리고 그것과 예술형식간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
면 도덕의식의 타락， 즉 명예와 의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치들의 경시

는 그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던 완성된 형식의 조화를 와해시켰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그같은 완성된 형식은 ‘가족’이었다. 이 진단은 도스토예프스키도 동

의할 만한 객관성을 가진다. 문제는 완성된 아름다운 형식으로서의 ‘가족’과
‘소설’(‘소설 가족’)의

운명

간의 필연적인 연관성에

있다. 니콜라이

셰묘노비

치는 형식의 완성과 와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을 보고 있는
바， ‘유서 깊은 귀족가정’ •

‘우연한 가족’ : ‘가족소설 •

역사소설 •

수기’

가 그것이다.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한 완성된 형식은 러시아의 유서 깊은 귀
족 가정이며， 소셜은 마땅히 그같은 귀족 가정을 그리는 것이어야 한다 (453).

그러나 오늘날 귀족 가정，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만 존
재한다. 이는 미적 예술 작품으로서의 소설이 현대 소설로서는 불가능함을 의
미한다. 아직도 소설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가족소설의 상세한 사실들을 재

현함으로써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예전의 사건과 모댈들을 독자로 하여금 재
구하게 하는 역사소설의 형태로나 가능하다. 이것은 이미 소설의 노년기 형식
으로， 문학이라기보다는 이미 역사의 범주에 속한다(뼈4).

니콜라이 셰묘노비치는 아르카지의 글에서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식
의 와해를 본다. 그것은 ‘우연한 가족’의 일원에 게 걸맞는 완전히 해체된 텍스

예프스키의 모든 작품이 지년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면서
대해

이론적

작품의

비완벽성에

정당화를 제공하거나 (5.

M. 3HreJl brapT(1925) "뻐eOJlorH t{eC I< HR pOMaH
llocToesc l< oro ," lJocToeBcKHR, CT8TbH H M8TepH8πbI， nO l1 pe l1. A. C. llo JlHHHHa , T. 2, 1I.,
c. 83)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코벤트하고 있거나 (r. M. φpHl1JIeHl1ep(l964) "POMaH퍼
llocToesc l< oro ," HCTOpHJI pyccKoro poμ'8H8 B PByX TOM8X, nO l1 pel1. A. C. BymMHHa ,
T. 2, M.- lI., c. 244) , 또는 도스토예프스키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의구심을 표
하고 있는 것 (π rpoccMaH(1959) "lloCToesc I< HR-xYl1oll<HH I<," TBOP'leCTBO lJocToeBcKoro ,
nO l1 pe l1. H. 1I. CTenaHosa , Moc l< sa , 1959, C. 392)으로 해 석 한다. 심 지 어 Maximilian
Braun은 이 ‘편지’를 소설의 일부분이 아니라 ‘비평적 에셰이’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 Braun(l96 l) “ Das Nachwort zum <Jüngling> ," Welt der Slaven ,

VI , S. 16-25). 그러나 니콜라이 셰묘노비치도， 그의 편지도， 결코 픽션의 경계 바
깥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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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며， 소설과는 아주 다른 무엇이다. 아예 문학에 속하지도 않는 이 글을

그는 그저 ‘원고 (PYKonHCb) ’라고 부를 뿐， 어떤 문학 장르의 이름도 주지 않는
다. 아르카지가 붙였던 반항기 넘치는 장르 명칭인 수기는 언제나 경멸의 따
옴표 속에서 처리된다:

"THn

c .ny'l a IlHOrO

3TOrO

pyKonH(찌. lla

,

ceMellcTBa

Ap KaLlHII MaKapOBH 'I, BIII -

THBOnO JlO>l< HOCTb e ll\ e

He LlaBHHM pO LlOBblM

'1 Hllle OT BamHX Ll eTCTBO H OTpO 'l eCTBO.

OT 'I aCTH

yKa3퍼 BaeTe

H

BIII

B

Hal따iM

THnaM

,

Bamell

,

B npo-

HMeBmHM CTO Jl b

pa3 J1H-

'1J1 eH c Jly 'l allHoro ceMellcTBa

’'(454)

“이 우연한 가족의 전형을 당신도 당신의 원고 속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르카지 마카로비치. 당신은

- 우연한 가족의 일

원입니다. 그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러시아의 유서 깊은 전형， 당선
과는 너무도 다른 유년시대와 소년시대를 가졌던 우리의 전형들과는 정반대
인 것입니다

이 비평가의 확신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현대의 묘사를 목표로 하는
예술가는 우연한 전형들이 범람하는 지금의 상황에선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것， 우연한 장르， 우연한 이야기밖에 쓸 수 없다. 소설쓰기로부터는 우연한 디
테일과 우연한 형식을 가지는 팩토그라피， ‘수기’ 같은 것이 나올 뿐， 디테일

들에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부여해주는 긍정적인 단일 퍼스펙티브와 아름다
운 형식을 완성시키는 결말은 기대할 수 없다:

KpaCHB bIX φ。 pM. lla H THnlll 3TH

"Pa l5o Ta He6J1 arO Ll apHa $l H 6e3
c .ny'l ae
HO

, -

e ll\e

Ll e JlO

3aKOH'IeHH뻐H.

CMOTplll.

TeKYlI\ee

B03MO >l< HIII

,

a

nOTOMY

H

He

MoryT

Ba>l< Hble omH6KH , B03MO >l<HbI

6꾀Tb

,

BO

BC $l KOM

xYLlo >l< ecTBeH-

npeyBeJlH'IeH뼈，

He LlO-

50 BC $l KOM c .ny'l ae , npeLl CTO $lJlO 6111 CJlHmKOM MHoro yraLlill BaTb. Ho

Lle Jl aTb , OLlHaKO

>1<,

'1 T。

nHCaTe JlIO , He >l< e Jl a lOlI\ eMY nHcaTb J1 Hmb B OLl HOM HCTOpH 'I eC-

KOM pone H O Llep>l<HM때Y TOCKO Il no TeKYlI\eMy? Yra Llill B aT b H... omH6aTbC $I ."(454)

“그것은 헛된 작업이며， 아름다운 형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들은
어쨌든 간에

-

과도기적 현상이고， 따라서 예술적으로 완성된 것일 수 없습

니다 중대한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간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너무도 많은 것을 추측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하지만 역사소설류만을 쓰
기는 원하지 않고， 흘러가는 현재를 사모하는 작가가 대체 무엇을 하겠습니
까? 추측하는 것， 그리고

..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에게 현대의 소셜은 불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의 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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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래에 가서야 소설(역사소설)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o TaKHe "3anHCKH" , KaK BamH , MOr JlH 61>1, KaJI(eTCJI MHe , noc JIYlI<HTb MaTepHa JlOM

6yaymero

DJIjI

xy~o*ecTBeHHoro npoH3Be~eHHJI ， ~JIjI 6y~YmeA Kap깨HI>I -

6ecnopJl~0 'lHOA ， HO y* e npome~e때 3nOXH."(454)

“그러나 생각컨대， 당신의 ”수기“같은 것은 미래의 예술작품을 위한 자료，

무질서한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대를 그리는 미래의 그림을 위해 자료가 되
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같은 아마추어 비평가의 견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생각에 정면으

로 배치된다. 니콜라이 셰묘노비치의 편지가 오늘의 현실에서 ‘우연한 가족’의
작가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식’을 애초부터 미래의 작가에게 유
리한 것으로 전제할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르카지의 침묵과 함께 몽을 숨긴
채， 자신은 현대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의 희생물로서， 자신의 연대기가 지
닌 정직함이 형식의 결핍을 보완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는 제스처를 한다:

"BOT Tor~a-TO H nOHa~06J1 TCJI no~06Hl>l e
MaTepHaJl

"3anHcKH" , KaK

BamH , H ~a~yT

61>1J1H 61>1 HCKpeHHH , HeCMOTpJl Ila*e Ha BCIO HX XaOTH 'IHOCTb H

-

c .ny'laltHOCTb ... "(엠4)

“바로 그때에 당신의 것과 같은 “수기”도 필요하게 되고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수기”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우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기가

정직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한 제스처

뒤에서 펼쳐지는 것은 ‘미적 감화력’의 작가

이자38) 귀족가정 소설과 역사소설의 작가인 툴스토이(지. H. TOJJCTOA) 를 상대로

한 숨은 논쟁이다
툴스토이는

w 미성년』을 쓰고 발표할 당시 (875)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무엇보다도

『유년시절 (lleTcTBo) .Jl (852) ,

W 소년시절 (OTpOt.leCTBO ).Jl

o않4) ， W 청년시절(뻐OCTb) .Jl (857) , W 전쟁과 평화 (BOAHa H MHp) .Jl 0868/69) 의 작
가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툴스토이에게서

현대의

해석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38) JJ. H. 툴스토이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6J1aro06pa3He 의

Y ffCTOKOB

TBop'æCTBB

ßOCToeBcKoro , npara , cc.

작가였다. A. Boehm (l 936)

192-214;

H.-]. Gerigk(1965)

Versuch 디ber Dostoevskijs ‘j 디'ngling’，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1965,
53-54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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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이
다. 1879년의 『작가일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툴스토이의 이 작품들이 오래

전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쓴다.웠) 연장자 도스토예
프스키 0821 년 출생)가 일곱 살 아래의 톨스토이 0828년 출생)에게 골동품성

을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펀지에
문제의

직접

이름이 둥장하지

않는 톨스토이와의

핵심은 ‘과거’를 묘사하느냐

관련성을 배제하더라도，

‘현재’를 묘사하느냐에

있다. 도스토예프

스키가 자신의 작품에서 실현되었다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니콜라이 셰묘노
비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 즉 새로운 전형이 출현하는 순간 곧바로 그
전형을 알아채고， 제때에 묘사하는 일이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진실은 오직
‘종료되지 않은 것’， ‘완결되지 않은 것’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

를 향해 열려 있고， 실제적인 역사발전과정을 통해 소멸될 수도 망각될 수도
있는 진정한 ‘지금’， ‘흐르는 현재’， ‘ TeKY Dl ee ’ 속에서만 진실은 발견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과거의 것， 특히 오래전에 있었던 종결된 역사적인 사건이나 형상

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아직 전혀 지나오지도 않은 모든 훗날

의 발전까지 이미 포함하는 완결된 형식으로 제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술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실제 일어났던 그

대로 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때)

흐르는 현재의 꽁무니를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쉴 새

없이 사건과 인상과

타인의 말을 종이위에 점착시키는 아르카지는 자신이 아무 기교없이 쓰고 있
으며， 그의

수기가 ‘원고’임을 누차 강조한다. 그에게 ‘원고’는 수기의

미숙함과 아마추어적 필체에

대한 변명이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원고’

의 성격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이 열려 있는 현재의 기록
록’이

수사적

아르카지의 수기가 미래와 시간 속으로 끝없

현재의 진정한 열려 있음을 본질로 갖는 ‘인간 기

되게 만든다. 아르카지의 수기는 미래에 씌어질 역사소설을 기다려 그

것의 자료가 될 필요가 없다. 그의 수기는 스승의 펀지와 함께 이미 도스토예
프스키의 소설 『미성년』을 위한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서투른
수기 작가와 정말로 서투른 비평가 뒤에서 초(超)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새로

30

, T. 25 , c. 35.

39)

φ. M.

40)

그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포착하고 묘사하는 과제에 대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llocToescKHa(1972-1990)

1873년의

작가일기에서

COφ CO 의

B

30

T.

,

T.

110J1H.

상세히

21 , c.

co6p.

쓰고

CO 'l.

B

있다. φ. M.

76을 참조하라.

T.

lloCToescKHa(1972-1990)

110J1，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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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소설에의 형식의지를 실천한다. 아르카지의 반문학주의와 니콜라이 셰묘노
비치의

문학의

종말 선언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끝없이

새로워지는 소설

장르의 생명력과 소설의 종말 후의 소설의 탄생에 역설적으로 조력한다.

6.

결론 - 팩토그라피와 의미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서투른 작가와 서투른 비평가를 내세워

‘새로운 소셜’에의

형식의지를 실현시키고 오로지 그들의 말 속에서 아니러니를 통해 함께 메타
시학적 논쟁에 참여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서사적 명기(名技)에 대해 살펴보

았다. 물론 서투른 작가 아르카지는 미성년으로서 거의

러시아 문학 초유의

사랑스러움을 지니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러시아 문학사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는 ‘전기를 가진 인간’의 상당히 오랜 역사적 변
천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이 과정은 중세적 문화유형에서의 전기

전통과 그

것이 낭만적 유형으로 옮아가면서 작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게 되는 ‘전기

에

대한 권리’로부터 시작하였다. 감상주의가 확립시킨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문학코드는 이후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감상적 스카즈를 가능하
게 했고， 비직업적인， 혹은 인정받지 못한 서투른 글쟁이틀에게 허구적 작가
의 권능을 부여했다. 자연파는 이 두 작가에게 문학 텍스트를 사회현실 기술

의 단순한 매체로 기능화하기 위해 묘사매체를 묘사대상에 최대한 근접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서 스카즈는 자연적인 말의 재현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합성된 환상적 구성물

이었다. 자연파의 자연(현실)이 그들에게서 예술적 환상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환상이 된 것이다.

스카즈 텍스트에서 제기된 문제

즉 팩토그라피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물음

은 정서사 소설에서도 계속된다. 광인 정서사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틀
린

정서를 하지만， 실상 그것은 원저자의

HH'!ero) 가 되고자 하는 광적인 진지함에서

순수한 매체적

도구 (HYJIb ， ðOJIee

나온다. 고유가치

제로의

순수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선 도

구적이고 기계적인 차원과 육체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이 하나로 결합한다. 이
것은 작가 고골이

택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는 「외투」와 함께 문학적 침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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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스카즈가 평면적인 차원에서 현실 팩트 재현의 매체가 되지 못하고

악마적인 자가동력에

이끌리는 텅 빈， 대상없는 말의

아갔다면， 정서가-매체

생산 (ÕOJlTOBHjI)으로 나

또한 서기광 (rpaφMaH) 적인 미친 글쓰기에

또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처럼 실제로는 비어

빠지거나，

있는 의미를 아름다운 정서로

변장시키고 가장시키는 악마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적

텍스트

속에서는 고골이 추구하는 바대로， 신성한 원작자를 위한 순수한 매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문학적

매체는 독자적 동력으로 매체 자신을 해방시키고，

원(原)텍스트를 훼손시킨다. 이것이 고골이 문학을 떠난 것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담론과 매체성， 팩토그라피에 대한 성찰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도 핵
심적인 주제를 구성한다. 논문의 결론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들여다보자.
라흐만은 「분신」과 「지하생활자」의 문체적 특징을 ‘묘사매체에 의한 묘사대

상의 대체’， ‘언어 현실에의 접근’으로 요약한 바 있다 .41) 이 문체론적 규정을
두고， 페터 엔센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소설에서는 이것이 철학적인 것으로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 소설들은 ‘언어 현실’이 아
니라， ‘언어 환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w 미성년』에서 끝없이 이

어지는 아르카지의 말과 그것을 열린 채 두고 텍스트를 닫아버리는 도스토예
프스키 모두， 인간 이성이 역사와

존재가 갖는 의미의 작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미라는 것은 현실이나 역사 그 자체
속에 주어져

있다고 리얼리즘이

전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적

의

미일 뿐이며， 이 언어적 의미란 그 자체 불충분하고 부조리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라는 해석이다 .42)

엔센의

해석은 보다 과격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리하효프의

와43) 궤를 같이

견해

한다. 다만 엔센이 언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리

하효프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41) P. JJaxMaHH , 앞의 책 , 245-249쪽.
42) n. A. HeHceH(200 1) "napanOKCaJl bHOCTb ASTopCTsa
pyccKolI

,

J1HTepaTypbl

(y) l1ocToescKoro ," napal10KCbI

nOll pell. BJI. Ma Ka pOSHqa H B. IDMHlI a, sblnycK 3 , cnõ.: HHanpecc ,

CC. 219-233.
43) 11. C. JJHxaqes(1987) H3 φaHHble pa60TbI 8 TpeX TOMaX, T.
J1HTepaTypa

,

CC. 595-610.

1, JJ.: XYlloll< ecTseHHa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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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흐르는 현재’를 쫓아다니며 사실을 기록하고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수기는 더욱더 혼란과 우연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

서는 두 연구자 모두 동의한다. 실제로 『미성년』에서 시간은 아르카지로부터
도，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도

해방된 시간이다. 숨가쁘게 시간을 추격하는 아

르카지는 쫓기듯 황급하게 사실을 기록하지만

결코 의미에

이르지

못한다.

추격자는 그가 아니라， 시간이다. 이것은 아르카지의 미성년성에 의해 다 설
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은 시간과 역사 (또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보람 없는 일인가 하
는 것을 그의 제한된 지식과 언어 능력을 통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줄 따
름이다. 그의 수기는 일상의 온갖 잡다하고 사소한 사실틀과 그것들이 속해
있는 역사적， 실제적 시간의 무상함과 공허함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일깨워준
다.
『미성년』에서 팩토그라피의 매체가 되는 언어는 의미에 가닿을 수 없다. 수

기 속에 여러 번 둥장하는 초상과 성상의 대비는 이 문제에 더욱 깊은 차원
을 부여한다.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이 두 유형의

인물화에서， 초상(사진이나

사실주의적 초상화)이 사람의 외양이나 외적 현상을 모사하는 데 반해， 성상
(이콘)은 인간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본질을 담아낸다. 사진-초상에 대한 베

르실로프의 철학적 얘기는 바로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
진이 본인과 비슷하기가 그토록 드문 것은 “우리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닮는

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며， 사람의 얼굴이 그 자신의 특징， 그 자신의 가장
개성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드문 순간의 일이기 때문”이다(“!þOTOrpa!þHqeCKHe

CHHMKH

caM OpHrHHaJI

,

ceõ .5I.

B

TO

pe .llKHe

QepTy CBOIO

,

Qpe3BblQaRHO

eCTb

Ka )J(.llbI R

TOJIbKO

H3

pe .llKO
HaC

MrHOBeHH .5I

,

BblXO .ll.5l T

Qpe3BblQa때 HO

QeJIOBeQeCKOe

CBOIO CaMyro XapaKTepHylO MbICJIb "

사진이 유발하는 문제는 아르카지의

nOXO )J(HMH
pe .ll KO
JIHQO

,

H

3TO

ÕμBaeT
Bblpa )J( aeT

’

nOH ITHO:
noxo )J(

Ha

rJIaBHyro

, 370).

팩트와 팩토그라피 추구가 낳는 문제

점과 매우 유사하다. 팩토그라피와 마찬가지로， 사진은 인간의 참된 모습과는

언제나 딴판이며， 단지 외양만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상은， 기만적이고
착오적인 사진이나 사실적 초상화와 반대로，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표현한
다. 성상의 기능은 베르실로프가 마카르 돌고루키로부터 물러받은 성상을 부
줘버리는 장면에서

분명해진다. 베르실로프에게

이

성상은 마카르가 죽으면

소피아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성상을 부쉬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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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베르실로프의 무의
식적인 시도일 수 있다. 베르실로프와 소피아 아르카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
지로 다만 ‘우연한 가족’으로 머무를 것이고

아르카지는 자신의 진짜 성(姓)

을 찾지 못한 채， 이름과 자기 자신의 불일치 속에 살아갈 것이다.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성상의 파괴는 통일적인 완전한 인간， 완전하고
통일된 의미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악마적인 충동의 소산이다. 팩

토그라피 속에도， 그것 너머에도 통일되고 진정한 폰재와 의미는 없다. 리하
효프는 『미성년』의 서술 퍼스펙티브와 시간 묘사가 중세 이콘과 연대기 전통
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변화무쌍한 시간의 무상함 위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의미근원의 부재야말로 『미성년』올 중세적 텍스트와 구별짓

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적어도 『미성년』 속에는 그런 의미의 지탱점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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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Ke

AHTHpowaH nHneTaHTa-aBTOpa: 3anHCKH

ApKanH~

KH)( , XH-Cy I<

B

pOMaHe

TeH，IleH띠 H

paÕOTe

<nO ,llpOCTOK>

-

BO JJJl

3T OT

õHorpalþHH

H

llocToeBcKoro

CTaJJKHBalO TCJI

,IlBe

npOTHBOnOJJOlkHIoIX

K lþaKTOrpalþHH H CYÕbeKTHBH3M HCnOBe ,llH. B npe ,I]JJ araeMoR

BOnpOC

paCCMaTpHBaeTCJI

Cpe ,llH eBeKOBOrO

B

CB Jl 3H

JJeTOnHCaHI쩌，

CKa3a H npOõJJeMoR nepenHC Ll BaHHJI

,

C

C

JJHTep aT ypHoR

Tpa,llHl.\HeR

O,llHOR

CTOpOHLI ,

H

C

n03THKOR

C ,IlpyroR CTOpOHLI.

B Cpe ,llH eBeKOBbe nHC aT eJJJl M He ÕbIJJO n03BOJJeHO HMe Tb õHorpalþHIO. OHH BOCnpHHHMaJJHCb KaK nOCpe ,llH HKH

,

KOTOpLl e nOJJyqalO T TeKCT (T .e. npaB ,Ily) OT BLl CmHX

CHJJ H nepe ,ll a lO T ero qHTaTe JJJl M. KaK l.\ epKOBHOCJJaB Jl HCKHR J1 3 L1 K , TaK H nHCaTeJJH
lþyHK l.\ HOHHpOBaJJH Cpe ,llCTBOM BLlpalkeHHJI H nepe ，lla째 npaB.!1f,I. ApKa，ll때， paCCKa3qHK H repo꺼 <nO,llpOCTOKa>
ÕHorpa빼10 CBOIO -

,

TaKlke CTapaeTCJI C03 ,1laTb HCTHHHYIO õHorpalþHIO

,

HO

B OT JJH'깨 e OT Cpe ,llHeBeKOBIoIX õHorpalþoB. 3a ayTeHTHqHOCTb

H ,Il0CTOBepHOCTb TeKCTa ApKa，ll써~ OTpH l.\ aeT BC Jl KYIO JJHTep aT ypHoCTb. Ero ÕHO-

rpa빼JI

,Il0 JJlkHa

CTa Tb

õY,ll eT

He

pOMaHOM ,

a

lþaKTOrpa빼 eR.

O,llHaKO

ero

ÕHO-

rpalþHqHLl e 3anHCKH ,Il0Ka3 L1 BaIOT JJHmb HeB03MOlkHOCTb lþaKTOrpa빼H. OKa3 L1 BaeTCJI
qTO COqHHHTeJJb H ero
rpa빼H ，

KaK

H

rpalþoMaHcTBy
B

KOH l.\ e

lle Jl TeJJbHOCTb
HJJH

KOHUOB

ÕOJJbme

HaM

He MoryT

KOnHHCTOB

MaCKHpOBaHHIO

rorOJJJI , He J1 BJJJl eTCJI
HCKycTBeHHO

J1 3 L1 K

y

ÕLl Tb qHCTLIM MellHYMOM φaKTO

rOrOJJJI

OTCyTCTBHJI

CBO ,llH TCJI

C 뻐CJJa

OrpOMHμR

npe ,I]JJ araeTCJI

,

K

KpaCHBOR

CKa3.

3TOT

cYMaCmenmeMy
nepenHCKOR.

CKa3

,

KaK

H

y

BOCnpOH3BelleHHeM lleRcTBHTeJJbHOR , HaTypaJJbHOR peqH , a

KOMÕHHHpOBaHHOR

KOHCTpyK l.\HeR JJHTepaTypH없 maÕJJOHOB

,

KJJHme

H

CO l.\ HOJJeKTOB.
He ,llOBepHe
BO ,llHT

He

ApKa ,llH JI

TOJJbKO

K

K

cBoeR

J1 3 뻐 KOBOR

HeyBepeHHOCTH

B

H

nHC aT eJJbCKOH

CnOCOÕHOCTH

J1 3μKa

HCTHHHOCTH lþaKTOB CaMHX. CTpeMJJeHHe ApKa ,llHJI , O,ll eplkHMOrO

CnOCOÕHOCTH
BOOÕm. e ,

HO

npHH

B

TOCKOH no T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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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e M)', 3anHCblBaTb C06blTH jI cpa3y , ero CJl ellOBaHHe 3a BpeMeHeM , He llocTHraeT
ayTeHTHqHOCTH. HH B tþaKTaX
CTOjllllerO

CMiII CJl a.

,

HH BO BpeMeHH

B03MO lK eH

CMbIC Jl. OTc lO lla rrpe3peHHe ApKallH jI K CaMO

pH jI K HeR

,

HeT HaCTOjlllleR rrpaBllμ ， HeT Ha-

cy6beKTHBHblαjl3blKOBOH

TO Jl bKO

lK eHHOCTb K 벙aKTorpatþHH. Ho rlle lK e

,

M)'

tþaKTy

,

H

BpeMeHHμ엄

HeCMOTpjl Ha ero rrpHBep

HaCTOjllllajl npaBlla?

Y

ApKallH jI HeT 1l0Be-

HeT B3r Jl jllla Ha Haqa JlO CMblC Jl a. H B 3TOM r Jl aBHajl pa3HHua Me *lly

ero 3anHCKaMH H cpellHeBeKOB blM JlHTOnHCaH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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