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러시아 대중문학 읽기 

: B. 아쿠년의 『아자첼』을 중심으로* 

이 항 재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이후 현대 러시아문학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 

나가 대중문학(MaCCOBajl ll1iTepaTypa)l)의 ‘갑작스런’ 출현과 ‘놀라운’ 인기이다. 

‘갑작스럽다함’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문학의 사상성과 사회-정치적 의미를 강조한 러시아 문학의 역사와 전통에서 

오락성과 가벼움을 특정으로 하는 대중문학의 출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놀랍다함’은 대중문학이 서점의 서가에서 빠르게 순수문학을 밀 

어내고 대부분의 서가를 점령한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공원 

이나 전철에서， 심지어 강의실에서 푸쉬킨， 톨스토이， 고리키， 숍로호프 같은 

고전작가들보다 알렉산드라 마리니나(A. MapHHHHa) 폴리나 다쉬코바(n. lla피

I<OBa), 옐레나 야코블레바(E. ~I<OBlIeBa)같은 추리소설 작가들과 블라지미르 

바살리예프(B. BaCHlIbeB), 예브게니 루킨 (E. JJY I<HH), 알렉산드르 그로모프(A. 

rpOMOB) 같은 환상소설 작가들을 더 많이 읽는다. 소수의 독자들이 읽는 고전 

문학과는 달리 대중문학은 수만 수십만 부씩 팔려나가면서 장안의 종이값을 

올려놓았다. 오늘날 러시아의 대중문학은 개혁-개방 직후의 그것에는 못 미치 

지만 보통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 논문에서 대중문학은 “대중성을 위주로 하여 흥미 있는 소재를 다룬 문학으로 

추리소설， 연애소설， 환상소설， 모험소설， 유머소설 등 순수문학과는 대치되는 통속 
문학”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대중문학에 대한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과 논문을 참고 할 수 있다. 대중문학연구회 편 (1996) r추리소설이 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김중현 외 (1999) r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동국대한국문화연구소 엮 

음(2000) F대중문학을 넘어서 J ， 아세아문화사; 김창식 (2α)()) r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황종호(2002) r추리소설의 전망J ， r21세기 문학~，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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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중문학은 문학적 현상이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다. 오 

늘날 러시아 대중문학의 인기는 더더욱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 

체로 대중문학은 동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동시대인들의 

취향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문학의 엄숙주의， 문 

학의 교훈성과 사상성， 휴머니즘， 가깝게는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내용에 식 

상한 러시아의 독자들은 개혁-개방의 공간에서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가벼운 

읽을거리( ÕeJlJJeTpHC깨Ka)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짜내는 

멜로드라마， 남녀의 만남과 이별， 사랑과 배신， 과감한 성애묘사를 담은 연애 

소설， 냉철한 분석력과 강인한 의지로 무장한 명탐정이나 형사가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척척 해결하여 범인을 잡아내는 추리소설 시공을 넘나들며 답답 

한 현실공간을 탈출케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소설 등은 독자들의 새로 

운 관심과 요구에 부응했다. 대중문학의 주요 요소인 사랑， 섹스， 자살， 살인， 

사기， 강도， 테러， 마약， 알코올중독， 환상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현대 러시아 

문학에서 대체로 터부시되어왔던 테마이다. 이런 금기의 테마가 해제되어 무 

엇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흥분하면서， 러시아의 독자들은 

거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자기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자기 위안 

과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대중문학의 결말에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개방의 자유공간에서 독자의 가벼운 취미에 부용한 출판계의 

발빠른 상업주의와 이에 영합한 막대한 자본의 영향력도 대중문학의 갑작스 

런 인기몰이에 한몫했을 것이다.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문학적 현상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간에， 오 

늘날 러시아의 대중문학은 러시아 사회와 문학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이고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연구는 초 

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수많 

은 대중문학 작품과 작가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나 논문 

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중문학의 용어와 정의의 문제， 러시아 대중문학의 

유형과 일반적 특징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 고작이다.2) ‘거리의 서사시’ 

2) 벨로쿠로바와 드루고베이코는 대중문학(MaCCOBaJl 재TepaTypa ， nonynJlpHaJl nHTepa

Typa, KOMMepqeCKaJl nHTepaTypa)을 구텐베르그 이후 시대에 발생해서 기술이 발달 

한 현대의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든 작품으로 정의하고， 슈제트와 언어 및 문체의 

표준성， 진부성， 도식주의와 형식주의를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톨스토이는 대중 

문학을 엘리트문화와 구비문화의 중간지대인 제3문학(TpeTbJl CnOBeCHOCTb)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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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YJlbBapHbI때 :moc)3)로 불리는 대중문학에 대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무관심은， 오락적이고 통속적인 대중문학은 고급문학인 순수문학과 비교해서 

질이 떨어지는 저급문학(HH3KaJl J1HTepaTypa)이고， 이 런 저급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고 처신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전통적인 면견 때문이 

기도 하다.4) 

본고는 현재 러시아의 대중문학， 특히 추리소설(JleTeKTHBH뼈 pOMaH) 부문에 

서 알렉산드라 마리니나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리스 아쿠닌 

(5. AKyHHH , 1956- )5)의 『아자젤(A3a3eJlb)~(1998)을 자세 히 읽 고 분석 함으로써 

러시아 대중문학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2. 

현대 러시아 대중문학의 인기의 중심에는 추리소설이 자리하고 있고， 러시 

아 추리소설을 말할 때 보리스 아쿠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아 

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c. n. BeJlol<yposa, C. n. llpyrose l!l<。

(2001) PycCKaJ1 .nHTepaTypa, KOHea XX BeKa. cn6, CC. 238-244. 
3) B. M~cHH l<os(2001) “ ByJlbsapHblI! 3noc ," HOB때 MHP, No‘ 11. 이 논문에서 야스니코프는 

러시아 대중문학의 현상을 서구의 대중문학과 비교하면서 광범위하게 일별하고 있 

다 특히 추리소설과 스릴러를 ‘거리의 문학’으로 이름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4) 몇몇 연구자들 및 작가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호칭 - ‘작은 풀잎무늬가 있는 문학’ 

(MeJlI<OTpaSqaTa~ J1HTepaTypa/ φ. φ. 꾸즈네쪼프)， ‘진부하고 가벼운 읽을거리’(6aHa

J1bHa~ 6eJlJleTpHCTHKa/ 4. 아이 트마토프)， ‘문학적 필수품’(J1HTepaTYPH뻐 뻐pnoTpe6/ 

φ. φ. 아브라모프) - 에도 대중문학에 대한 펌하가 나타난다. 대중문학에 대한 이러 

한 명칭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c. n. BeJlol<yposa, C. B. llpyroseH I<0(2001) C. 240 
5) 보리스 아쿠년은 그리고리 살보비치 취하르티쉬빌리의 펼명임. 인터넷과 인터뷰 기 

사(r보리스 아쿠년‘ 나는 더 즐겁고， 까다로운 독자는 더 흥미롭다.‘.J ，독립신문 

(<He3a뻐대Ma~ ra3eTa> )J , 23. 12. 1999)를 통해 얻은 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 

다. 1956년 5월 20일， 그루지야에서 출생.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 

카 대학 역사-철학부를 졸업하고 일본학 학사 학위을 받음외국문학』 부편집장. 

일본어와 영어로 씌어진 문학작품들(미시마 유키오， 마루야마 겐지， 이노우에 야수 

시)을 번역. 20권짜리 『일본문학선집』의 편집책임자， ‘푸쉬킨 문고’라는 대 기획의 

이사회 의장작가와 자살~(1999) 집펼. 1998년부터 ‘보리스 아쿠년’이란 필명으로 

‘에라스트 판도린의 모험’이라는 9권의 추리소설 시리즈를 써서 대성공을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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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닌화’(aKYHH3au깨 Bceìl CTpaHμ)6)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쿠닌 열풍은 20세기 

말의 전 러시아를 강타했다. 특히 『아자젤~ 7)은 아쿠닌의 문학적 대 기획인 9 

부작 추리소설， 즉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모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아쿠닌 열풍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쿠닌의 손끝에서 태어난 에라스트 판도린 

(3pacT φaHllopHH) 형사는 ‘러시아의 셜록 홈즈’로 불리며 아쿠닌 열풍을 선도 

하고 있다 도대체 『아자젤』의 무엇이 판도린 형사의 어떤 점이 러시아 독자 

들을 사로잡은 것일까? r아자젤』의 선풍적인 인기는 위에서 언급한 몇몇 사 

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존 추리소설과는 다른 문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나는 『아자젤』의 문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 소설의 

슈제트를 자세히 정리하고 테마 주인공， 언어와 문체 차원에서의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1. 

소설의 사건은 1876년 5월 13일 월요일 모스크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르 

공원에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학생인 표트르 코로빈의 자살로 시작 

된다. 백만장자의 상속자로 밝혀진 코로빈은 좋은 목적에 사용하라는 유언장 

과 함께 50만 루블을 영국인 여자 에스터에게 남긴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젊 

은 신참 형사인 에라스트 판도린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자살 현장 부근에 또 한 명의 젊은이(새우등에 여드름투성이의 남자)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 젊은이는 코로빈의 동급생이자 유명 인사의 

친척인 니콜라이 아흐트이르체프로 밝혀진다. 코로빈은 유언장에서 아흐트이 

르체프를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목했다. 판도린은 아흐트이르체프를 감시 

하다가 또 한 명의 인상적인 여자인 아말리야 베쉐츠카야를 알게 된다. 코로 

6) r. Erop(2α)()) “AI<yHH3al1HJI Bceß CTpaHbI. rOMyl<yJI pycc l<oß JIHTepaTYPbl," KHH:f<HblR 

KJ/y6, No. 3. 
7)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모험’ 시리즈인 9편의 추리소설은 다음과 같다 <A3a-

3eJIb>(음모 추리소설)， <Typel1l<때 raMõHT>(스파이 추리소설)， <JIeBHaiþaH>(비밀 추 

리소설)， <CMepTb AXHJIJIeca>(청부살인 추리소설)， <Ocoõble nopyqeHHJI>(마니아 추 

리소설)， <CTaTC I<Hlí cOBeTHHI<>(정치 추리소설)， <KopOHal1HJI>(상류사회 추리소설)， 

<JIlO õoBHHl1a cMepTH>(데카당 추리소설)， <JIIOÕOBHHI< cMepTH>(디 킨스적 추리소설) 

괄호 속의 성격규정은 보리스 아쿠년 자신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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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유언장에서 ‘A. 5.’로 표시되어 있는 이 여자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 

트라’처럼 아름다운 처녀이다. 베쉐츠카야의 집에서 판도린은 그녀의 숭배자 

들인 아흐뜨이르체프와 이폴리트 주로프 둥을 사귀게 되고， 베쉐츠카야로부터 

‘어떤 잔혹한 부인’이 코로빈을 살해했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 판도린은 ‘어떤 

잔혹한 부인’이 바로 베쉐츠카야라고 추정한다. 하루는 판도린이 아흐트이르 

체프와 함께 베쉐츠카야의 숭배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들러서 아흐트이르체프 

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베쉐츠카야는 교활한 여자로 자신의 숭배자 

들을 부추겨서 ‘아메리칸 룰렛’ 게임 8)을 하도록 하고 죽은 자가 숭고한 목적 

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도록 했으며， 코로빈은 자신과 이 게임을 하다가 사 

망했다는 것이다. 이때 갑자기 낯선 ‘애꾸눈’의 사나이가 달려들어 아흐트이르 

체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판도린은 심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 

다. 

아흐트이르체프가 살해당한 뒤 소설의 슈제트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반 브 

렬령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페테르부르그에서 모스크바로 파견되고， 연역 

법의 신봉자인 브렬령은 아흐트이르체프 살인사건에서 이미 잠적한 베쉐츠카 

야는 무관하고 주로프가 연루되었다고 추정한다. 브렬령은 ‘대량 살인’(ÕOJIb

wa .ll KpOBanpOJIHTH.lI)을 꿈꾸는 ‘니 힐 리 스트 조직 ’, 즉 테 러 리 스트 혁 명 조직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판도린은 코 

로빈이 거액을 유산으로 남긴 에스터라는 여자에게 관심을 돌린다. 에스터 부 

인은 고아들의 특별 교육기관인 ‘에스테르나트(3CTepHaT)’의 소유자임이 밝혀 

진다 에스터는 자신을 찾아온 판도련에게 ‘에스테르냐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과 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교양 있고 고결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판도린은 에스터에 대한 첫 방문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아내지 못한다. 

한편 브릴링에게서 ‘쉬또스(WTOCC)’라는 카드 게임을 배운 판도린은 주로프 

와 판을 벌여 많은 돈을 따고， 그와 ‘아메리칸 룰렛’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프는 판도린을 신뢰하게 되고， 베쉐츠카야가 자신에게 보낸 편 

지를 판도린에게 보여준다. 이 편지를 통해 판도련은 베쉐츠카야가 영국의 런 

던으로 잠적했음을 알게 된다. 판도련은 아흐트이르체프의 살인 사건이 영국 

8) 권총에 총알 한 발을 장전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방아 
쇠를 당기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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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첩 행위나 음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문서 전달자로 위장하여 

영국으로 건너간다. 

판도린은 베쉐츠카야의 거처를 알아내어 그녀의 방으로 잠입하고， 그녀가 

벽 속의 금고에서 푸른 서류가방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가방에는 편지 

가 들어있는데， 그녀는 미국， 브라질 등에서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아서 페테 

르부르그의 누군가에게로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다. 판도린은 이 편지를 읽으 

려고 하다가 베쉐츠카야에게 발각되고，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진다. 판 

도련은 그녀에게 총을 쏘면서 서류가방을 들고 도망쳐 나온다. 판도린은 편지 

에 적힌 알 수 없는 성(姓)을 보고， 이들이 음모자나 살인자들이 아니라 앞으 

로 살해될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영국주재 러시아 대사관 서기인 

포르피리 프이조프가 외교 행낭으로 서류가방을 모스크바로 보내자고 제안하 

지만， 판도린은 직접 서류가방을 들고 모스크바로 갈 결심을 한다. 잠시 후 

베쉐츠카야가 두 남자를 데리고 판도린의 방에 나타나 서류가방을 빼앗고， 판 

도련을 꽁꽁 묶어서 자루 속에 넣은 다음 ‘아자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면서 템즈강에 던져버린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은 프이조프가 이미 매수되 

었고 베쉐츠카야와 한패임을 알게 된다. 강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오는 판도린 

을 프이조프가 막 살해하려는 순간， 판도린과 베쉐츠카야를 찾아 런던에 와 

있던 주로프가 갑자기 나타나 프이조프를 총으로 쏘아버린다. 

판도린은 어떤 비밀조직이 러시아의 중요 인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서둘러 페테르부르그로 돌아온다. 브릴령은 판도린의 출현에 깜짝 놀라 

며， 자신이 최근에 비밀조직원들을 적발했는데 그들 중 몇몇이 살해되었다고 

판도련에게 말해준다. 판도련은 비밀조직의 수장이 에스터의 오른팔인 커닝햄 

이라는 영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브렬링에게 말하지만 브릴링은 판도린의 추정 

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릴령은 판도련에게 커녕햄의 체포를 제안 

하고 커녕햄의 집으로 가서 커녕햄을 사살한 후， 판도련도 사살하려고 한다. 

이 순간에 판도린은 먼저 브릴링을 사살하고， 브렬링 역시 비밀조직인 ‘아자 

젤’과 연관되어있음이 밝혀진다. 이 사건을 새로 맡게된 라브렌티 미지노프의 

명을 받아 판도린은 다시 모스크바로 가지만 에스터의 포로가 된다. 에스터와 

의 대화를 통해 판도린은 이 비밀조직의 수장이 커닝햄이 아니라 에스터임을 

확신하게 된다. 판도린은 ‘아자젤’이 자신이 생각한대로 살인자들의 도당도 아 

니고， 브렬링이 확신한대로 니힐리스트-혁명가 집단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조직 

임을 알게 된다. 에스터는 자신의 놀라운 활동과 목적과 과제를 판도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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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고， 전 세계 비밀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이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 

도련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나는 그저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불행한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했지 

요 할 수 있는 한 그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가령 백 명이나 

천 명의 아이라도 말이오. 그러나 나의 노력은 사막의 모래알 같은 것이었 

소 ... 나는 내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지요 바닷물을 숭가락으로 퍼낼 

수는 없어요.9) 

에스터는 자선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수의 고아들뿐만 아니 

라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전에 인류를 구원하지 못 

하면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아이들은 모두 세계의 보물이고 영광이며 새로운 인류의 의인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을 최상의 

상태로 바꿀 거요. 그 아이들은 현명한 법률을 만들고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고 예술 걸작품들을 창조해낼 거예요. 해마다 그들은 더 많아질 테고， 

그들은 이 더럽고 불공정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개조할 겁니다!(290) 

에스터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바로 ‘아자젤’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아 

자젤’이 무엇이냐는 판도린의 질문에 에스터는 이렇게 답한다. 

‘아자젤’은 사탄이 아니오 ...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계몽하는 위대한 상 

징이오 .... 사람들은 연약하고 너무 맹목적이어서 신의 세계를 지옥으로 바꿔 

놓았어요. 이따금 특별한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변 인류는 오래 전에 멸 

망했을 겁니다 . 이 특별한 사람들 덕분에 인류는 전진하는 겁니다 이 주인 

공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간에게 자존심을 가르친 유태인 아자젤이오 .. 

신은 인간에게 카드를 주었을 뿐이고， 카드놀이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친 사 

람이 아자젤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아자첼입니다. 그 아이들 

이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 아자젤은 서서히， 조금 

씩 세계를 지배해야만 하는 나의 전위대입니다.(315) 

‘아자젤들’이 지구를 영도할 때 지구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20년 뒤 

9) li. AKYHHH(2003) A3 8. 3eJ/b, 1-1., c. 290. 인용문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며， 
인용문의 쪽수는 본문에서 괄호 안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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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에스터에게 판도린은 베줘l츠카야가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와 쪽지를 보여준다. 베쉐츠카야는 에스터와 그 

녀의 피양육자들인 ‘아자첼들’ 사이의 중개자이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아자젤틀’의 사업 정보를 받고 그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에스터는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고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다. 에스터의 지시에 따라 그녀가 천재 학자라고 생각하는 블랑크 교수가 판 

도린의 뇌를 수술하려고 한다. 에스터가 ‘교육’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고 믿는 반면에 블랑크 교수는 ‘전기분(3JIeKTp때。p)’을 이용한 전기치료로 인 

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블랑크 교수는 뇌수술에 대해 판 

도린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오， 기억이 집적된 부분에 충격을 가하변 인간 

의 뇌가 백지가 되는 거요. 모든 지적 능력은 보존되지만 기존의 지식과 습 

관은 사라지지요. 당신은 신생아처럼 순결한 사람이 될 겁니다.(305) 

판도린은 이번에도 뇌수술 담당자들을 속이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다시 에 

스터의 비밀 지하실에 잠입했다가 포로로 잡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 에스 

터는 판도린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한다. 에스터는 판도린으로부터 그녀가 

양육한 ‘아자첼틀’을 추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판도린을 풀어준다 그러 

나 판도린은 에스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아자젤’ 조직의 폭로와 검 

거에 참여한다. 그 결과 판도린은 리자와의 결혼식 날에 폭탄 선물을 받게 되 

고， 이 폭탄의 폭발로 리자는 즉사하고 그 자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다. 

2.2.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아자젤』의 슈제트는 매우 복잡하다. 추리소설 특유 

의 자살과 살인， 추격과 음모를 중심으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그-런던을 배 

경으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곳곳에 함정과 복선이 깔려있다. 코로빈의 

살해 용의자로 우선 베쉐츠카야， 아흐트이르체프， 주로프가 지목되지만 코로 

빈은 아흐트이르체프의 고백으로 베쉐츠카야의 사랑을 얻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과 아메리칸 룰렛게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밝혀진다. 코로빈의 자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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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해결되는 지점에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베쉐츠카야， 커녕햄， 프이조 

프， 브릴링 등이 연루된 ‘아자젤’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 형사는 결정적으로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맞이하지만 운 좋게 살아 

남고， 결국은 인위적인 이상사회의 건설을 꿈꾸는 ‘아자젤’ 비밀 조직의 실체 

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직의 지도자인 에스터가 마치 바람처럼 사라 

짐으로써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자젤』은 자살， 살인， 추격， 격투， 포로， 탈출， 음모， 배신， 돈， 사랑， 미모 

의 여자， 아메리칸 룰렛게임， 카드 등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모티브와 요소들 

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모스크바-페테르부르그-런던을 배경으로 한 사건의 

빠른 전개， 슈제트의 급격한 반전， 주인공의 치명적인 위험과 탈출， 그 과정에 

서 일어나는 액션과 스렬이 독자의 홍미를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내 

용은 ‘하드 보일드’ 형의 추리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 그렇다면 『아 

자젤』의 무엇이 기존의 정통 추리소설과 다른 것일까? 아쿠닌이 판도린 시리 

즈 각 권의 겉표지에 ‘새로운 추리소설(HOB뼈 lleTeK깨B)’이라고 적시하여 강조 

한 까닭은 무엇일까? 독자들은 『아자첼』의 무엇에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형상에 주목해보자. 기존 추리소설에서 탐정， 

범인， 희생자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이다. 이중에서도 탐정은 추리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그러므로 추리소설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가보다는 탐정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가가 슈제트 구성의 중심 축이 된다. 

정통 추리소설작가들(에드가 앨런 포， 아서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애거서 

크리스티)이 창조한 뒤팽(에드가 앨런 포)， 홈즈(아서 코난 도일)， 에르률 포와 

로와 제인 머플(애거사 크리스티) 같은 탐정들은 대개 차갑고 냉철한 두뇌형 

인간이다 12)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난 이들은 전지전능 

10) 무법이 판치는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으로 나타난 ‘하드보일드’ 형 추리소설은 “간결하고 속된 대화와 냉정한 묘사에 의 

해， 잔인하고 유혈로 가득 찬 장변을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일컨는 

다. 추리소설의 유형과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정규웅(2003) r추 

리소설의 세겨11~ ， 살립， 64-65쪽 

11) 같은 책， 7쪽. 

12) 놀랍게도 2002년에 에드거 앨런 포， 아서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브랑 전집이 ‘하늘 
연못’， ‘황금가지’， ‘까치’에서 우리말로 거의 동시에 번역 출판되었고， 애거서 크리 

스티 전집의 번역 출판(‘황금가지’)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뒤팽， 홈즈， 머플은 포， 

도일，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동장하는 주인공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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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리력과 분석력으로 보통 안락의자에 앉아서 복잡한 살인사건을 척척 해 

결한다. 그런데 판도린은 어떤가? 판도린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자 

라서 어렵게 최하위직 형사가 되었고， 모든 면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다. 한 

마디로 사람 좋고 성실한 보통사람이다. 물론 판도린도 무능한 상관인 그루쉰 

과 비교해서는 재능있고 똑똑한 형사이다. 그러나 판도린은 냉철한 추리와 분 

석보다는 타고난 성실함과 자기희생 정신으로 무장하여 온몽을 던져서 문명 

세계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자젤’ 조직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점에서 『아 

자젤』은 초인적인 탐정이 둥장하여 범죄의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는 영국의 

추리소설보다는 범죄의 묘사에 무게중심을 두는 프랑스의 추리소설에 가깝고， 

이른바 ‘경찰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판도린은 뒤팽과 홈즈 같 

은 ‘안락의자형 탐정’이 아닌 ‘움직이는 탐정’이다 13) 

고전적인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받지 않고 대개 부상 

이 나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 만 판도린은 사건 현장에 직 접 출동하여 범 인으 

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판 

도린의 행동을 통해 슈제트의 진행은 역동성을 띠게 되고 사건의 현장감， 긴 

장감， 스릴， 서스펜스가 고조된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은 악을 응징하고 정의 

를 실현하는 러시아판 ‘람보’인 셈이고 마피아와 부정이 판치는 과도기적 상 

황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러시아의 독자들은 판도린의 활약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환호하는 것이다. 또한 판도린은 ‘안락의자형 탐정들’처럼 논리적 판단 

과 과학적 추리가 아닌 ‘놀라운 행운(CKa30qHa~ ynaqnHBOCTb)’에 힘입어 여러 

차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해결한다 14) 그러나 범죄조직의 폭로와 사 

건의 해결 과정에서 판도린은 뒤팽과 홈즈처럼 소설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판도린이 범죄조직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 

도련의 ‘놀라운 행운’에 의해 범죄 자체가 폭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아자젤』에서 중요한 것은 판도린 

형사라기보다는 ‘아자젤’ 조직에 관련된 범죄자들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 

는 슈제트인 것이다. 판도린 못지 않게 주로프， 브릴링， 베쉐츠카야， 에스터도 

각자 나름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슈제트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정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악 소설을 생 

작된 추리소설의 붐은 문학사회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 정 규웅， 앞의 책 ， 46쪽. 
14) o. Tyx(ZOOZ) nepBaJl l1eCJlTKa COBpeMeHHolt pyCCKolt J1HTepaTypb/, M. ,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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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나게 한다. 

2.3. 

『아자젤』에는 판도린 형사의 ‘새로운’ 형상과 함께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다양한 소설장르의 요소가 눈에 띤다. 우선 유토피아 소설과 환상소설의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아쿠닌은 에스터의 ‘아자젤’ 조직을 묘사하면서 인간 

과 인류의 ‘개량(YJlyqmeHHe)’의 테마， 사회적 우생학의 테마를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테마는 인류의 발전과 진보의 문제，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의 건설계획과 연관된다. 보통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은 이상 

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한다. ‘에스 

테르네트’ 조직의 수장인 에스터도 이상적인 사회와 인류의 급속한 진보를 꿈 

꾼다. 그녀는 인간을 개량하고 혁명이나 전쟁이 없이 인류를 이성적이고 정의 

롭게 만들고자 하는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녀에게 ‘아자젤’은 “인류의 

구원자이자 계몽자로서 세계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정해야만 하는 전위대” 

이다.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은 혁명과 전쟁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에스터는 교육을 통해， 블랑크 교수는 전기충격요법 

이라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을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재창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스터와 블랑크의 사상과 

믿음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쉴 베른의 소설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을 

생각나게 한다 15) 그러나 판도린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으로 ‘아자젤’ 조직의 

실체가 폭로되고 와해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과 인류에 대한 인위적 

이고 우생학적인 개량을 반대하고 인간 본성과 인류에 대한 자연적이고 점진 

적이고 유기적 발전을 찬성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수단 

화와 비인간화， 과학을 통한 획일주의와 전체주의적 발상을 거부하는 작가의 

진지한 사상은 인간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는 러시아 문학의 

15) 토머스 모어 (1477-1905)는 『유토피아』에서 이상적인 국가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 

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공산주의적 도시국가이다. 근대 공상과학소설(SF)의 선 

구자인 휠 베른(1828-1905)의 『신비의 섬』과 『해저 2만리』의 주인공인 네모 선장 

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양(大洋) 

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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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전통과 연결된다. 이러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휴머니즘 사상이 『아 

자젤』을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추리소설이 아닌 고전적인 품격을 갖춘 ‘새로 

운’ 추리소설로 만들고 있다. 

『아자젤』에는 신화적인 요소도 발견된다. ‘아자젤’이라는 명칭 자체가 성서 

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쿠닌이 언급하고 있는 위경(健經)인 ‘에 

녹서’에서 아자첼은 인간을 유혹하는 타락한 천사-사탄으로 등장하는데， 남성 

에겐 전쟁과 무기제조 방법을 가르치고 여성에겐 음탕한 화장술과 닥태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문명인의 행위인 것이다.16) 그러나 에 

스터에게 ‘아자젤’은 사탄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늘나라에 

서 알았던 비밀을 인간에 알려준 영웅이다. 즉， ‘아자젤’은 인류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 율법을 준 모세， 도덕률을 준 그리스도와 같은 ‘문명의 영웅 

(repo인-I.lHBHJlH3aTop)’이며 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영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에스터에게 ‘아자젤들’은 성서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지닌 인류의 구원자 

이자 계몽자들인 것이다. 아자젤들은 이러한 신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긍정적 

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공유한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이다. 이러한 신화적 

요소가 『아자첼』이라는 텍스트를 추리소설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자젤』에는 역사소설의 요소도 눈에 띤다. 코로빈의 자살사건은 1876년 5월 

13일에 일어난다. 아쿠닌은 코로빈의 자살사건을 중심으로 1870년대의 러시 

아， 즉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역사적인 현실과 당시의 모스크바와 페테트부 

르그를 재현하고 있다. 아쿠닌은 19세기 러시아의 도시의 지명(地名)， 정경， 

풍습， 의상， 장식， 가구， 건축물， 오락， 관료주의와 관료들의 생활 등을 자세하 

게 묘사하여 독자들을 안락해 보이는 먼 과거의 시간과 세계로 빠져들게 한 

다.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보자. 

젊은이는 격자 무늬의 바지 하얀 재킷 위에 아무렇게나 풀어 젖힌 프록 

코트를 입고 가로수 길을 아주 이상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스위스 풍의 둥근 

모자를 쓴 부인이 갑자기 그에 게 눈길을 보냈다.(4) 

그는 창문이 여섯 개가 달리고 가장 유행하는 러시아 스타일로 장식된 널 

찍한 거실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거실엔 그림이 그려진 트령크가 있고， 벽 

에는 참나무 조각이 걸려 있고 타일을 붙인 화려한 페치카가 있었다.(24) 

16) MHlþoJ10rWlecKHI1.η CJ10Bapb, MocKB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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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후에 그는 피곤하고 지친 걸음걸이로 포크롭스키 가로수 길을 이리 

저리 걷고 있었다. 청소부들이 아니라 상인의 아내들이 치스토프루드이 가로 

수 걸의 비둘기들처럼 통통하고 뻔뻔스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 

다.(38)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아자젤』의 추리 · 유토피아 · 환상 · 역사 등 문학적 

층위， 문화-역사적 층위， 신화적 층위 이외에， 아쿠닌은 19세기 러시아의 역사 

적 현실뿐만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거리와 호텔， 영국인들의 생활을 묘사하여 

이 소설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17) 19세기 러시아와 영국의 구체적 

시공(時空)과 역사적 실제들을 보여주는 물질적 특정들(지명， 의상， 장식물， 풍 

습， 거리의 모습)은 소설 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규정하고， 일정 

한 분위기와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2.4. 

문화 · 역사적 배경과 현실의 재현과 함께 언어와 문체의 양식화는 『아자 

젤』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아쿠닌은 이 소설에서 19세기의 언어와 문 

체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재현하고 있다. 우선 각 장의 제목부터가 19세기 

소설의 그것처럼 예스럽다. ‘어떤 시니컬한 탈선이 묘사되는 1장’ (rJIaBa nepB

a~ ， B KOTOpofi OnHC피BaeTC~ HeKa~ UHHH'IHa~ BbJXOllKa) , ‘ 대 화 외 에 는 아무 것 도 

없는 2장’ (rJIaBa BTOpa~ ， B KOTOpofi HeT HI써ero KpOMe pa3rOBOp) 등 1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각 장 제목은 모두 이런 식이다. 아래의 인용문처럼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19세기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정이다. 

1876년 5월 13일 월요일， 봄처럼 신선하고 여름처럼 따스한 날 오후 두시 

와 세시 사이에 알렉산드르 공원에서 많은 목격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어 

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꼴사나운 사건이 일어났다.(3) 

신력으로 6월 28일， 구력으로는 6월 16일， 저녁이 가까울 무렵에 세낸 마 

차 한 대가 그레이 스트리트에 있는 ‘윈터 뀐’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실크 해 

17) 물론 부정확한 묘사도 눈에 띤다. 일례로 당시의 런던에서는 수도에서 찬물만 나 

왔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부정확한 묘사의 몇몇 실 

례에 대해서는 5. Tyx(2002), c.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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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쓰고 흰 장갑을 낀 마부가 마부석에서 펄쩍 뛰어내려 디덤판을 펼쳐놓 

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검은 래커를 칠한 문을 활짝 열어제쳤다.(54) 

아쿠닌은 19세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예스러운 어투와 문체를 사용하 

고 있지만， 이런 기법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목 펼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쿠닌과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현대의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어와 고 

문체의 문장， 서툰 러시아어와 외국어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아쿠닌은 지난 

세기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등장인물들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개성화하고 있다. 

보통 추리소설의 문체는 완전히 투명하고， 단순 · 명확하며 직접적이다. 또한 

추리소설의 작가는 아름답고 윤기 있는 언어보다는 추상적이고 건조한 논리 

적 언어를 사용한다 18) 그러나 아쿠닌은 언어와 문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도 

의 균형감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 점은 아쿠닌이 쓴 추리소설의 장점이 

기도 하다. 

『아자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현대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성， 부칭， 

이 름을 갖고 있다. 이 런 이 름들(3paCT neTpOBH'! φaHllopHH ， KCaBp때 φeotþHlIa l<

TOBH'! , HnnOllHT, AMall깨， ßaBpeHTHfi Apl< allbeBH'!, HBaH φpaHueBH'! OpHlIlIHHr 등) 

은 이국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들(CYllapμHjj ， 

npeCTaBHlICjj , l<aMepllHHep, H3B03'!HI<, nHCbMOBO마nellb ， I<Olllle)/(c 1< 1써 accecop 등) 

도 사건이 일어나는 일정한 시대의 특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자첼』에 

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의 이름과(3CTep ， KaHHHreM)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어 

휘와 표현이 나온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일정한 언어적 색조를 만들어 낸다. 다 

양한 언어 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각종 메모， 유 

언장， 통지서， 광고문， 신문 기사 등도 일정한 언어적 색조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몇몇 실례를 들어보자 19) 

18) 김 중현 외 (999), 128쪽. 
19) 첫 번째 예는 신문에 난 광고(“최신 미국의 코르셋 ‘바이런 경’. 날씬해지기를 원하 

는 남성을 위해 가장 튼튼한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음. 1인치의 허리， 2미터의 어 

깨!")이고， 두 번째 예는 베쉐츠카야가 사진틀 뒤에 쓴 메모이고(“표트르에게. 표트 

르는 슬피 울면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사랑한다면 맹세를 져버리지 말아요’” 아， 

베 )이고， 세 번째 예는 코로빈이 남긴 유언장의 첫 부분(“아래에 서명한 나， 표트 

르 알렉산드르 코로빈은 아래의 증인들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완전한 의식상태에 

서 내 재산에 대한 나의 유언을 공표한다")이다 



현대 러시아 대충문학 원기: 6. 아쿠닌의 ro~자웰a올 중심으로 143 

HOBeR.HR IJJlepHXaHC.RHR XOpCeT 

< <nOpn óaRpoH> > 
HJ npo~HeRmero KHTOBOrO yCéJ. 

I1JlJ1 MY*~HH， 

*e지'éJ.IOIII.HX 6b1Tb CrpOIlHblMH, 

TéJ.JTHB B I1IOHH, nJTe~H B CéJ.*HHb! 

헬똥 앓 짧‘g썩 ~원 æWiWiA상~~땅 ￠찍장4건-
캉~칠낀 μ e찌~상잉간;갚C3f | 

/i1Æli’ l 

다양한 서체， 다양한 언어와 문체를 보여주는 인용문과 삽입문은 각각의 사 

건과 둥장인물들의 특정과 성격올 독특하게 묘사하면서 일정한 분위기를 만 

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다양한 언어와 문체는 시각적 효과를 자아 

내면서 독특한 심포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심포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서 

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울리고 있다. 이 심포니에서 우리는 작가의 아이 

러니컬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작가의 아이러니컬한 목소리는 종종 문서와 

보고문의 문체나 에스터의 열정적인 웅변조의 어투에 의해 중단되기도 한다. 

결국 다양한 언어와 목소리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성격올 밝혀 보여주기 

위한 연밀히 계산된 기법인 것이다. 

『아자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이름， 슈제트， 모티브， 상황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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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이름， 슈제트， 모티브， 상황을 생각 

나게 한다. 에라스트 판도린이 사랑하고 이 때문에 죽게 되는 리자(카람진의 

『가련한 리자~ ), 판도린이 아말리야와 만나기 전에 은테 사진틀 속의 아말리 

야의 초상을 보고 반하는 장변(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 ), 결투와 승마를 좋 

아하는 노름꾼 이폴리트 주로프 백작(푸쉬킨의 『대위의 딸~ ), 코로빈이 자살 

한 장소와 일시의 구체적 묘사(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 인류의 찬 

란한 미래에 대한 에스터의 이론과 사상(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라 

마조프씨네 형제들.1)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때) 이러한 대버， 인용， 모방， 

패러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요소로 역사소설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러시아 추리소설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새로 

운 시도이다. 

아쿠닌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는 본격문학과 통속문학의 중 

간， 즉 유럽의 애거서 크리스트와 길버트 체스터튼의 추리소설 같은 정상적인 

오락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러한 기법을 사 

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정교하고 다층적인 수학적 계산도 깔 

려있다고 고백한다. 즉 까다로운 독자들은 이러한 기법에 내재된 역사적인 농 

담과 수수께끼의 층위 의도적인 문학적 인용의 층위를 더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다.20 실제로 아쿠닌은 『아자젤』에서 러시아 고전소설(특히 도스토예프스 

키의 『죄와 별』과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I)의 모티브， 기법， 의도적인 문학적 

인용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초인사상’ 이론과 순종적 

이고 행복한 인류에 대한 종교재판장의 꿈은 『아자젤』에서 독특하게 변형되 

어 나타난다. 라스콜리니코프 종교재판장 ‘아자젤들’은 모두 세계를 교정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동일한 이론과 사상을 갖고 있는데~아자젤』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구원자가 나폴레옹이나 종교재판장이 아니라 ‘아자젤’로 설정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자첼』에 나타나는 대비， 인용， 모방， 패러디 

둥의 기법은 역사와 고전을 갖고 노는 즐거운 오락이자 고전소설의 진지한 

이론과 사상을 대중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어쓰려는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20) c. n. 5eJIo I<yposa, C. B. llpyroSelíI<o(20Ql), CC. 251-152. 

21) B. AI< YHIIH(1999) “TaI< IIHTepeCHee MHe 11 seceJIee S3h/CI<aTeJIbHoMy '1I1TaTeJIIO," 

<He3aSIICIIMa51 ra3eTa>(23 l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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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의 아쿠닌화’란 말이 있을 정도로 20세기 말의 러시아를 강타한 아쿠 

닌 열풍은 분명 사회적 현상이면서 문학적 현상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이후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대중 

성과 오락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학은 독자들의 새로운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적 오락인 추리소설은 이전보다 삶의 여유가 생긴 

러시아 독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범인은 반드시 체포되어 벌을 받고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러시아 독자들은 마피아를 비롯한 

조직범죄가 판을 치고 관료의 부패와 무능이 만연된 사회에서 불안정하게 살 

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범죄조직을 파헤쳐 

범인들을 소탕하는 마리니나의 아나스타시야 형사와 아쿠닌의 에라스트 판도 

린 형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사회 ·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러 

시아 대중소설 일반과 『아자젤』및 아쿠닌의 다른 소설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 

다 진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아자젤』의 열풍을 일단 문학적 현상으로 보고 r아자 

젤』의 슈제트， 주인공， 테마， 예술적 특징들(언어와 문체， 시간과 공간)이 기존 

의 고전적 추리소설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복잡한 슈제 

트의 빠른 전개와 반전 비범한 추리력과 냉철한 논리로 무장한 ‘안락의자형 

탐정’이 아닌 성실과 자기희생으로 무장한 ‘움직이는 탐정’인 판도린 형사， 단 

순한 추리소설이 아닌 역사소설 · 사회적 유토피아소설 · 환상소설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추리소설， 예스러운 언어와 다양한 문체적 실험(양식화， 

대비， 모방， 패로디， 암시， 메모 · 광고문 · 신문기사 · 통지서의 삽입)， 이국적인 

배경과 분위기 등이 기존의 고전적인 추리소설과 다른 ‘새로운’ 추리소설인 

『아자젤』의 ‘새로운 언어’(HOBoe C JlOBO)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러시아 추리소설의 역사에서 『아자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쿠닌의 여타 소설들과 국내외 추리소설들을 본격적으로 비교 

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남는다. 



146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2호 

참고문헌 

김중현 외 (999) w대중문학의 이해J1， 청예원. 

김창식 (2000) w대중문학을 넘어서J1， 청동거울. 

대중문학연구회 편 (996) w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J1， 국학자료원. 

도일， 아서 코난. 백영미 옮김 (2002) r셜록 홈즈 전집 1-9J1 , 황금가지. 

동국대한국문화연구소 엮음(2000) w대중문학을 넘어서J1， 아세아문화사. 

블랑， 모리스 (2002) w아르센 뤼팽 전집 1-13J1, 성귀수 옮김， 까치. 

정규웅(2003) w추리소설의 세겨11 Jl ， 살림. 

포， 에드거 앨런.(2002) r우울과 몽상J1， 홍성영 옮김， 하늘연못. 

황종호(2002) r추리소설의 전망J ， w21세기 문학J1， 가을호. 

AI<yHHH, 5.(999) “TaI< HHTepeCHee MHe H BeCeJlee B3b1C I<aTeJlbHoMy t.{HTaTeJl애 

<He3aBHCHMaJl ra3eTa>(23 .lleI<.) 

____ (2002) TypeUKHi1 raM6HT. MOC I< Ba: 3axapoB. 

____ (2003) A3a3e.l1b. MOBI< Ba: 3axapoB. 

5eJlOI<ypOBa, C. n., llpyroBeAI<o, C. B.(2001) PyCCKa5I JlHTepaTypa. KOHeu XX BeKa. 

CaHI<T -neTep6ypr: napHTeT. 

Erop, r.(2000) “AI<yHH3al.\깨 BceA CTpaHbI. rOMyI<yJl pycC I<oA J1HTepa TYPbl," KHH

)/(Hhl꺼 KJly6, EI<a TepHH6ypr , No. 3. 

MHHepaJlOB, 10. H.(2002) HCTOpHJI pyCCKOi1 JlHTepaTyphl. 90-e ro.때 MOC I< Ba: 

BJla.lloc. 

MH，φOJlprH'æcKHi1.η CJloBapb(1992). MOC I< Ba. 

MJl CHHI<OB , 5.(2001) “5yJlbBapHI때 3noc ," HOBhLη MHP, No. 11. 

HeM3ep, A.(2애0) 재TepaTypHaJl CerO.llHJI. 90-e r。뻐. MOC I<Ba. 

PY.llHeB, B. n.(997) CJlOBapb KyJlbTypbl XX BaKa, MOC I<Ba. 

CI<OpOnaHOBa, H. C.(2001) PyCCKaJI nOCTMo.aepHH'IeCKaJl JlHTepaTypa. HOBaJl 1þH.刀a

COIþHJI, HOab/i1 Jl3b/K, CaHT-neTep6ypr: HeBCKHA npOCneI<T. 

Tyx, 5.(2002) llepBaJl .aeCJlTKa COBpeMeHHOη pyCCKOη JlHTepaTypb/, MOC I< Ba: OHHI<C 

21 BeI< 

http://akunin.ru 

http://fandorin.ru 



현대 러시아 대중문학 읽기: B. 아쿠닌의 ro~자첼』을 중심으로 147 

Pe311‘ e 

o COBpeUeHHOA pyccKoA uaccoBoA nHTepaType 

Ha ‘ aTepHane powaHa 6. AKyHHHa A3a3enb 

RH, XaH-3e 

HaCTo~~a~ CTaTb~ paccMaTpHBaeT c~*eT ， repoeB , np06neMaTHKy H xyno*ecT

BeHHoe cBoe06pa3He(~3b1K ， cTHnb , BpeM~ ， npocTpaHcTBo) pOMaHa D. AKyHHHa 

A3a3eJlb. 

C~*eT pOMaHa AKyHHHa A3a3e.πb OqeHb cnO*Hble. 11 ne ll:cTBHe pOMaHa 6b1CTpO 

pa36HBaeTC~ H pe3Ko MeH~eTC~. B OTnHqHe OT 06b1qHOrO neTeKTHBHoro pOMaHa, 

caMoe rnaBHoe B 3TOM pOMaHe ~Bn~eTC~ He C~HKOM， a c~*eTOM. 11 repoß

C bI~HK 3pacT φaHnopHH He TaK OCTpOYMHblll: H xononHblll: KaK TpanHUHoHHblll: ne

TeKTHB mepnoK XonMc. B 3TOM CMHcne φaHnopHH HOBbI때 06pa3 CbI~Ka C 3KweHOM. 

POMaH AKyHHHa - 3TO cBoe06pa3Ha~ CMeCb c06cTBeHHo neTeKTHBa, HCTOPH

qeCKOrO pOMaHa , yTonHH H lþaHTacTHKH. 3TO He qHCTblll: neTeKTHB , OH Harpy*eH 

COUHanbHblMH MOTHBaMH , CB~3aH C pyCCKo ll: H MHpOBo ll: KnaCCHKOα. B A3a3eJle 

06Hapy*HBaeTC~ HeCKonbKO nnacToB: c06cTBeHHo neTeKTJ’BHblll:, KynbTypHo

HCTOpHqeCKHß, nHTepaTypHblß H MH!þonOrHqeCKH때. 

B A3a3e지'e npHcyTcTByeT CTHnJ’3aUH~ ， TO eCTb H3BeCTHoe nonpa*aHHe CTHπo 

nHTepaTypμ 19 BeKa, Korna neHCTBHe pOMaHa npm’CxonHT. B pOMaHe HeMan。

HepyccKHx nepCOHa*e ll: H HM강H ， cnOB H Bblpa*eHHß Ha aHrnH ll:cKoM H !þpaHUY3-

CKOM ~3b1Kax. Bcë 3TO TaK*e C03naeT onpenenëHHblll: ~3b1KOBOll: KonopHT. 3TO 

KacaeTC~ H BC~Koro pona BCTaBOK B BHne 3anHCOK , cnpaBOK , 06b~BneHHll:， OT

pμBOK H3 ra3eT H TaK nanee. KonopHT H npHMeT삐 CBoero BpeMeHH nepena~T 

onHcaHH~ one*nμ repoeB , 06cTaHoBKH , MeCTa ne때CTBH~ ， Me6enH , apxHTeKTypbl 

ropona. MO*HO CKa3aTb, qTO Bcë 3TO nOBblwaeT 3HaqeHHe H conep*aTenbHYIO 

ueHHOCTb pOMaHa A3a3eJlb. 



148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2호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 2003. 10. 13 

논문심사 2003. 10. 31 - 11. 28 

심사완료 2003. 12. 5 

필자약력(이항재) 

과
 

파
 파
 싫
 

대
 
대
 
아
 

국
 
려
 
시
 

딘
 
고
 
러
 

소
「
 시
」
 고
(
〕
 

소
 
출
 
전
 

대표논문 
「현대 러시아 여성소설의 ‘니epHyxa’」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저114집. 2003) 
『소설의 정치학: 뚜르게네프 소셜 연구.(문원출핀. 1999) 대표저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