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폰 체홉의 <소(小) 삼부작> 연구 

- 연작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

오 원 교* 

1. 서론: 시학적 개념으로서 ‘연작’ 

문예학에서 연작(띠KJl) - Kpyr 혹은 KOJleCO 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yklos 

에서 유래한 一 은 일반적으로 작가 자신에 의해 의식적으로 구성되고 조직 

된 예술적 총체로서 작품 군(群)을 일걷는 개념이다. 연작은 예컨대 모음집 

(C60pHHK) , 선집 (aHTOJlO대51) ， 시집 (KHHra CTHXOB) 등과 함께 문학 작품의 그룹 

화 경향을 보여주는 주요한 형식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작가의 고유 

한 의식을 표현하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주요한 문학적 형식들， 즉 전통 

적인 장르의 경계 내에서 대체로 행해지지만， 그것의 경계를 넘어 완전히 새 

로운 시적 형식을 창조하는 독특한 언어-예술적 가능태로서 간주되기도 한 

다1) 시학적 개념으로서 연작의 새롭고 독특한 질(質)은 무엇보다도 개별 작 

* 한림대학교 강사 
1) 문예학에서 시학적 개념으로서 ‘연작(띠KJI)’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은 역사적인 성격 

을 띤다 이칠테면 여타의 장르에 비해 그 자체의 존재론적 위상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일찍이 또한 널리 확산되었다고 평가되는 시의 영역에서도 ‘연작’ 개념이 등장 

한 것은 유럽의 문예 이론에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경계지점， 즉 괴테 미학 

과 그 후 19세기 초의 모든 냥만적 충동을 내포했던 심리적 미학의 분기점에 이르 

려서이다 하지만 당대 문예 비평의 영역에서 해당 개념 자체가 빈번하게 사용되 

었고 연작 형식에 관계된 적지 않은 작품들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 

모읍들을 단 한번도 ‘연작’이라 칭하지 않은 괴테의 경우에서처럼， 19세기 초에는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 시학적 개념으로서 ‘연작’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못했고， 

대선에 ‘독특한 장편 서사시’ 혹은 ‘서정적 소설’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 일컬어지곤 

했다 단지， 예외 적으로 하이 네는 자신의 『북해 (CeBepHoe MOpe)Æ 를 ‘첫 번째’， ‘두 번 

째’ 연작으로 나누었지만， 19세기 전반기까지도 유럽 문예학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 연작적 형식이 흔히 ‘시의 앙상블(aHcaMÕJIb CTHXOTBOpeH싸í)로 자주 

칭해졌고， 언어-예술적 창작의 새로운 질(質)이라는 연작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인 

식은 브류소프(B. 5pIOCOB) 벨르이 (A. 5eJIμií) 블록 (A. 5JIo l<) 등에 이르러 비로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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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의 미적 핵심이 궁극적으로 해명되는 보편적 총체의 형성에 있다. 즉 개 

별성을 넘어 총체성을 지향하는 연작화(L\HKJlH3aWUI)를 통해서 개별 작품들은 

상호적으로 침투하고 굴절되면서 새로운 앙상블 내지 상위 맥락을 만들어내 

며， 그것은 수용자(독자)의 의식 속에 창조자(작가)의 통일된 세계관(L\eJlOCTH뻐 

B3íJl5l.lI Ha MHp) 내지 예술적 의도(xY.lIo*eCTBeHHa51 BOJl5l)를 결정한다.2)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적 총체로서 연작의 고유한 성격이다. 연작 

의 예술적 총체성은 개별 작품의 예술적 총체성과 결코 통일시 될 수 없으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비록 두 경우에서 공히 소위 부분과 전체 혹 

은 요소와 체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가 구성의 원리로서 엄연히 작동하지만， 

이러한 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내적 성격은 질적으로 판이하다. 

기르쉬만(M. M. rHpWMaH)이 지적하듯이 유기적 총체로서 “예술 작품을 구성하 

는 각각의 요소는 총체 없이는 그것의 일련의 속성(의미)들을 상실할 뿐만 아 

니라， 총체의 경계 너머에서는 그 자체로서 전혀 존재할 수도 없다 "3) 반면에 

연작의 구성단위로서 개별 작품은 단일하고 독자적인 작품에서 전체의 부분 

이나 체계의 요소에 단순히 견줄 수는 없다. 연작에서 개별 작품은 하나의 부 

분으로서 전체에 단순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 체계의 자기 구성 

과 기능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총체인 연 

작의 안팎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누린다. 연작의 예술적 총체성은 

한편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작품들의 일차적 총체성에 기초한다는 의미 

에서 발생에 있어서는 이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작동에 있 

어서는 통시-공시적이고 중층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연작의 

예술적 총체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개별 작품의 구조적 자율성의 정도 

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모순적인 통일 

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통일성은 개별 작품의 그것과는 달리 

이미 고정된 완결태라기 보다는 독자의 지각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작동 

격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πB 4epHel.l (2000) BBel1.eHHe B JIHTepllTypoBel1.eHHe, M.: 

BblcwaJl WI<OJla, cc. 483-쇄4를 참조. 
2) 이러한 맥락에서 브류소프(B .51. 5plOCO B)가 자신의 시집 서문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견해는 특정적이다. “시집은 여러 종류의 시들의 우연한 모음집이 아니라， 바로 단 

일한 의식에 의해 완전하게 닫혀있고 통일된 책이어야 한다" B. 5plOcoB (1903) 

Urbi et Orbi, M., C. 3. 
3) M. M. rHpwMaHH(1979) “ElI(e 0 l.leJlOCTHOCTH J1HTepaTypHoro npoH3BeneHHJI ," H3BeCTHJf 

AHCCCP: Cep. lIHT. H Jf3. T. 38. MOC I<Ba, No. 5, C.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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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능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장르마다 고유하게 펼쳐지는 연작의 

성격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연작 

을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작품들이 나름의 전일성 (ueJIbHOCTb)을 간직하면서 

하나의 장르나 개별 작품의 차원에서는 예견하거나 전개될 수 없는 다양한 

예술적 효과와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예술적 체계， 즉 일종의 초(超)장르적 

통일체 (CBepx*aHpOBOe eaHHCTB이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4) 한마디로 연작 

은 보편적 총체의 이념을 개별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작품들이 그들 간의 구 

조적 경계(내적 연관)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의 상호 교착을 통해 보편적 총체 

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다시 그 와중에 스스로도 재규정되 

고 역규정되는 고유한 예술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연작화는 독립된 개별 작품들이 자율성에 기초하면서 그들 간의 상 

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상위 텍스트를 창조하는 소위 상호 텍스트성의 실현 

방식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말하자면 연작화는 단순히 개별 텍스트의 산 

술적인 총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올 달리하는 새로운 맥락 내지 상위 슈 

제뜨의 창조를 의미는 것이다.5)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맥락에 개별성을 넘 

어서는 새로운 총체성이， 즉 작가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 체홉(A. n. 니eXOB)이 멜리호보에서 1898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연이어 창작한 세 단편상자 속의 인간(4eJIOBeK B lþyrJI>lpe)J , 

「나무딸기 (Kp뼈。BHHldJ ， r사랑에 대하여 (0 ;noÕBM)J 의 연작성의 문제는 우리의 

비평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6) 하지만 세 작품을 이른바 작가 체홉의 

4) 연작은 언어-예술적 창작의 거의 모든 종들(장르)에 걸쳐 나타나지만， 대체로 서사 
적 장르에 비해 서정적 장르에서 그 자체의 독특한 존재론적 위상 때문에 상대적 

으로 훨씬 널리 확산되어 있다. 대체로 서정적 장르의 경우는 주로 단일한 서정적 

자아의 존재가， 서사적 장르의 경우는 주제， 등장인물， 흐로노또프 등의 통일성과 

서술자 형상의 단일성이 연작 형성의 구조적 토대로서 기능한다 

5) 이러한 의미에서 연작 형식의 내적 조직화는 “나란히 배치된 임의의 두 조각(장 

변)은 이러한 대조적 배치로부터 새로운 질(質)로서 생겨나는 새로운 표상으로 불 

가피하게 통일된다”라는 에이젠슈쩨인의 소위 ‘몽따지적 구성’에 유비될 수 있다. 

특히 몽따쥐적 효과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1+1 > 2 라는 에이젠슈쩨인의 
널리 암려진 공식은 연작 형식의 예술적 효과의 이해에서도 용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 에 대 해서 는 C. M 왜3eHWTe외H(1964) H36p. coφ CO닷:B 6 T. , M. , T. 2, CC. 

157-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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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 삼부작(MaJleHbKa}l TP따OrH}I)>으로 관례적으로 통칭하는 데서 잘 드 

러나듯이， 세 작품의 삼부작성 (Tp따0대'1HOCTb) 내지 연작성(l.{HKJIH'IHOCTb)은 작 

가의 당대나 사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홉 문학의 연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로서， 즉 일종의 당연지사로 취급되어 왔다. 기껏해야 이 문 

6) 체홉 전집의 해제에 따르면， 세 작품은 1898년 『러시아 사상(pyCCKaJl 뻐CJJb).!1 지 

(誌)에 연속물로 게재되었는데，<소(小) 삼부작〉의 첫 작품인 「상자 속의 인간」은 

7(월)호(120- l31쪽 / 당해 7월 20일경에 발행)에 단편(paCCKIl3 )이란 부제를 달고， 

r나무딸기」와 「사랑에 대하여」는 8(월)호(145-154쪽 / 154-162쪽)에 제목 앞에 

II. , III.이라는 연작을 암시하는 일련번호와 함께 각각 안폰 체홉의 이름으로 실렸 
다. 그러나 연작에 대한 구상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1898년 5월 -8월초)에 걸쳐 

체홉이 세 작품을 연이어 완성했을 때 이미 존재했었고， 더구나 작가의 창작 의식 

속에서 각각의 작품의 슈제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상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상 

자 속의 인간」의 구상에 대한 언급은 그 정확한 시점을 추적할 수 없지만나무 

딸기」의 ;영우는 1895년으로사랑에 대하여」는 1897-1898년의 파리와 니스에서 

기록된 작가 수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체홉은 1898년 

7월 28일 골쩨프(B. A. rOJJbQeB)에게 두 편의 단편을 보내며 동봉한 편지에서 ‘세 

번째 단편’을 추가할 의향을 밝혔고， 8월초 단기간의 뜨베리 방문에서 「나무딸기」 

와 「사랑에 대하여」가 수록된 8월호 교정본을 겁토했으나， 연작으로 구상되었던 3 
번째， 즉 궁극적으로 4번째가 되었을 이야기를 끝내 집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해 12월에 골쩨프가 이반 이반늬치와 부르낀의 대화로 되돌아갈 의향에 대하여 물 

었을 때， 체홉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고， 결국 연작은 〈소(小) 삼부작>으로 

마감되었다. 한편 일련의 작품의 연작화에 대한 작가의 구상은 마르끄스(A. φ. Ma

pKC)판 체홉 선집의 제2권 식자(植字)본과 관련해서 자신이 선정한 작품 목록에 따 

르지 않은 인쇄소의 자의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1899년 9월 28일자 마르끄스에 

게 보낸 서한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체홉은 해당 서한에서 「상자속의 인 

간」과 그것에 이어지는 다른 작품들과 관련해서 “이 단편들은， 아직 완성되기에 멀 

었고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11권 혹은 12권에 각각 수록될 시리즈에 속하는 이야 

기들”이라고 재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고， 189 

9-1902년 판본은 10권 분량으로 출판되었다. 1900년 8월에 재차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마르끄스 판본에 이 세 작품은 포함되지 않았고， 1903년 마르끄 

스가 『니바(뻐Ba).!1의 부록으로 체홉 작품들을 출판할 때 12권에 수록되었다. 그 후 

세 작품은 체홉 사후 1906년 나온 첫 번째 마르끄스 판의 작가 유고집， 즉 제 11권 

에 작가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오식과 몇몇 교정을 지닌 채 포함되었고， 그 후 전 
집에서는 처음처럼 다시 12권에 함께 수록되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A. 

n. '1exoB(1974 H CJJ.) lloJIH. COφ CO 'l. H nHC.: B 30. T. 뻐C I<BIl: HayKa, T .10의 편집자 

해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아울러 이하 세 작품의 인용은 본 전집의 10권을 사 

용하고， 괄호 안에 쪽 수만 표기하며， 강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인용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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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 작가의 작품 구상과 집필 그리고 출판 과정에 대 

한 실증적 고찰이라는 자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에 머물거나， 또 다른 한편으 

로 연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몇몇 단편적인 연구들에서 단 

지 부분적으로 표명될 뿐이었다. 

전자의 예들을 논외로 할 때， 이를 테면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세 

작품이 삶의 공허함과 무(無)내용성 그리고 도처에서 부딪히는 온갖 종류의 

도덕적인 불구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에 의해 생겨나는 작가의 우울한 분위기 

에 의해서 순전히 외적으로만 연관된다는 스까비챔스끼 (A. M. CI<띠lleBC I<HìÜ ，7) 

세 작품의 통일성의 기초를 슈제뜨의 다양성과 빈약한 연관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공통의 슬픔과 우수에서 찾는 보그다노비치 (A. 11. 

EìorllaHOBHll),8l 그리고 체홉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통일시키는 예술적 일반화 

의 원리 내지 보편적 이념을 ‘현실의 지배’ 내지 ‘일상성의 지배’라고 규정하 

면서，<소(小) 삼부작>도 체홉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일상적 삶 

혹은 현실의 지배라는 체홉의 보편적 이념의 개별화로 간주하는 글린까(A. C. 

rm써l<a)9) 등의 연구는 후자와 관련된 당대적 예들이다. 연구의 이러한 단편적 

인 성격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경향적으로 남아있는 바，<소(小) 삼부작〉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미시적인 연구 방볍에 기초하여 그것을 이 

루는 개별 작품에 대한 고립적 분석에 집착한 나머지 연작이라는 새로운 맥 

락에 전혀 둔감하거나， 연작적 구조에 주목한 경우에도 각각의 작품들 속에서 

공통의 혹은 반복되는 요소와 모티프들을 발견하여 주제， 구성， 등장인물 차 

원에서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거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10) 이처럼 <소(小) 삼부작>의 연작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일 

7) A, M, CKa6H'leBCKHH(1898) “TeKyma~ nHTepaTypa, HOB~e paCCKa3~ A, 4eXOBa: r4enoBeK 

B 띠yTn~peJ ， rKpbl:l<OBHHKJ , ro nI06BHJ ," CblH OTeqeCTBa, MocKBa, No, 238, 4 ceHT~6p~ ， 

A, n, 4exoB(1974 H cn,) YKa3, CO'l, T, 10, c , 375 참조. 

8) A, H, fiOr.l1aHOBH'l(1898) “KpHTH'leCKHe 3aMeTKH," MHP 60:t<HH, MocKBa, No,10, OT.l1, II, CC, 

6-9; A, n , 4exoB(1974 H cn,) YKa3 , CO'l, T, 10, c , 387 참조. 

9) A, C, f nHHKa(1W3) O'iepKH 0 qexoBe, neTep6ypr, CC, 72-74; A, n , 4exoB (1974 H cn.) 

YKa3, CO 'l, T, 10, c , 389 참조 

10) 이와 같은 예로서 3, nanepH뼈(1954) A, ll. qexoB, MoCKBa: XY.l10:l<eCTBeHHa~ nHTep!lTypa, 
CC, 126-135; A, l\epMaH(l959) 0 uaCTepCTBe qexoBa, MOCKBa: COBeTCI애인 nHcaTenb, 
CC, 176-183; M, J1, CeMaHoBa(1976) qexoB-xy.o.O:t<HHK, MOCKBa: npOCBell\eHHe, C, 

144-152; H. C, AXYM~H(1978) “o I<OMn03HUHOHHO인 H ~3μI<OBOH CTpyl< Type paCCKa3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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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거나 불충분하게 이휘져왔고 따라서 그것의 연작성의 문제는 진지한 

재검토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논쟁적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하여 <소(小) 삼부작>의 연작성의 문제를 시학적 개념으로서， 즉 독특한 

형식의 예술적 총체로서 연작의 특수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다루 

게 될 본 연구는 우선 문학 작품의 다양한 구조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각 작 

품들의 개별적인 전일성 (ue.nbHOCTb)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각 작품들 간의 상호 연관성 내지 상위 맥락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보편적 총체성의 핵심인 작가의 문제의식， 즉 

단일한 구성파 통일된 예술 이념에 대한 해명으로 상숭할 것이다. 말하자변 

본 연구는 체홉의 문학 세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시도인 <소(小) 삼부작>의 

연작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초(超)장르적 통일체’인 연작이 

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작가의 문학 세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다면 

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소(小) 삼부작〉의 연작의 구조 

체홉의 <소(小) 삼부작>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 작품의 개 

별적인 전일성에 기초하고 있다. 각 작품은 독자적인 서술 구조， 서술의 주체， 

서술 대상을 가지고 있다. 각 작품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paCCRa3 B paCCRa3e) 

내지 틀(paMRa) 이야기라는 소위 ‘액자소설’의 형식11l을 취하고 있어， 그 각각 

에는 단일한 서술자(nOBeCTBOBa Te.nb)와 개별적인 화자(paCCRa3패R) ， 즉 교사 

부르낀(5yp써H) ， 수의사 이반 이반늬치(뼈aH HBaHbl'.I), 지주 알료힌(A.nex~fH)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각각의 화자는 서로 다른 인불과 일화， 예컨대 벨리꼬 

프(5e.nHROB)의 삶과 죽음， 니꼴라이 이반늬치 침사-기말라이스끼(바IRo.na꺼 

HBaH뻐 니HMlIla-rHMaJIaìlcRH잉)의 삶， 알료힌과 안나 알렉세 예브나(AHHa A.neKceeBHa) 

n. 4exoBa r4eJIOBeK B iþYTJIJlpeJ ," PyCCKH꺼 JI3b1K B IIIKO.ne, MoCKBa, No‘ 5. CC. 75-82; 
B. 5. KaTaeB (l979) JJpo311 lJexoBll: npo6π'eMbl HHTepnpeTlllJHH, MocKBa: Mry. , CC. 

238-250; B. H. T!ona (1989) Xy.llO:KeCTBeHHOCTb 'leXOBCKoro pllCCK1l311, MOCKBa: BblcwaJl 

WKOJIa, CC. 104-123 동을 들 수 있다. 
11) ‘액자 소설’의 기본적인 형식과 유형에 대해서는， 김천혜 (1990) r소설구조의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167-17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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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 등을 자신의 고유한 서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 각각의 일화 

는 특정 한 흐로노또프(시-공간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그것의 슈제뜨는 나름 

대로 종결되고 완결되어진다. 이렇듯 <소(小) 삼부작>의 세 작품은 각각 독 

립된 이야기로서 완전한 자율성올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성에 기초한 세 작품의 개별적 전일성은 연작이라는 상 

위 맥락 속에서 상대적 자립성으로 엄격히 자리 매김 된다. 세 작품들은 연작 

이라는 상위 체계 속에서 차이 속의 유사 유사 속의 차이를 통시에 보여주면 

서 대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소(小) 삼부작>에서 연작성은 개별적 인 전일성을 지닌 세 작품의 구조적 

인 상호 연관이다. 세 작품은 다양한 구조 차원， 이를테면 주제， 슈제뜨， 서술 

구조， 인물， 시-공간 구조 등에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우선 세 작품 

은 개별적인 슈제뜨 속에 각각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어 나름의 

고유한 주제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연작적 구조 위에서 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상위 슈제뜨와 통일된 주제 의식의 존재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지하다시피， 세 작품은 이미 체홉의 문학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 

전체에서 보통병사로 자리 잡은 이른바 ‘상자성’(cþYTJUIPHOCTb)이라는 단일한 

주제의 다양한 소재적 변주이다. 각 작품에서 ‘상자성’은 무엿보다도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장악하고 생생한 삶을 집어삼키는 상투적인 틀(wa6J10H)로서 포 

착되며， 이러한 임의의 ‘상자성’에 대한 일관된 거부와 부정의 파토스가 세 작 

품에 단일하고 통일된 음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극도의 산문성에 침윤되 

어 있는 당대적 삶의 다양한 모순들에 대한 환유적 표상인 임의의 상자성의 

폭로와 거부는 <소(小) 삼부작〉을 꿰뚫는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그것 

은 세 작품을 하나의 총체 속에 결합시켜내는 작가의 단일한 예술 이념인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에 완전하게 조응하고 그것을 실현하 

는 것이 다름 아닌 ‘액자 소섣들의 연쇄’ 내지 ‘연작적 액자 소설’이 라는 <소 

(小) 삼부작>의 예술적 구조이다. 

소위 틀 내지 액자의 형식은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세 작품에 형식 

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외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주제-이념의 통일성을 창출 

하는 내적 의미 구조(구성)의 끈간이다. 액자 소설이라는 동일한 형식의 서술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각 작품은 인물-서술자， 즉 화자의 발화로 구성되는 

‘안 이야기’와 서술자의 발화로 구성되는 ‘밖 이야기’라는 두 개의 서술 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액자소설에서 문제의 핵심이 안팎을 이루는 두 이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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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계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상호 관계의 성격이라고 할 때，<소(小) 삼 

부작〉에서 ‘밖 이야기’는 단지 ‘안 이야기’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보족적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이야기’에 대하여 완전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 

고， 평등한 대화적 관계를 지향한다 12) 체홉의 액자 소설은 두 이야기가 중심 

과 주변으로서 위계적으로 조직된 ‘이야기 속의 이야기 (paCCKa3 B paCCKa3e)’ 

라기보다는 두 이야기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개별자로서 대화적으로 연관 

된 ‘이 야기 에 관한 이 야기 (paCCKa3 0 paCCKa3e)’인 것 이 다. 바로 이 와 같은 관 

계의 본질적 성격은 체홉에게서 액자라는 서술 형식의 시학적 의마를 근본적 

으로 규정한다. 즉 액자 형식은 바로 ‘문제의 올바른 제기’로서의 문학이라는 

체홉 문학의 방법적-시학적 원리를 텍스트의 언어적 조직화(서술)의 차원에서 

엄밀하게 실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변 ‘안 이야기’에서는 인간 사고와 행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상자성에 대한 화자들의 고유한 분석이 주로 이뤄진다변， 

‘밖 이야기’에서는 절대성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 상대성을 드러내는 화자 

들의 결론， 즉 또 다른 상자성에 대한 서술자의 개별화， 즉 객관화가 행해진 

다“안 이야기’에서 각각의 화자는 갖가지 개별적인 요소를 지닌 개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특정한 태도와 가치 지향을 지난 인식과 평가의 주체 

로서 등장한다. 화자는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제시하고 행위 할뿐만 아니라 

타자의 경험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일반 

화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밖 이야기’의 발화 주체인 단일한 형상의 서술자는 

‘불편부당한 목격자(6ecnpHCTpaCTH뻐 CBHneTeJlb)’로서 연속되는 이야기에서 서 

술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독자들을 일련의 이야기로 안내하며 각각의 인물-화 

자에게 이야기의 발언권과 통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탄력적인 거리와 

시야의 우월함을 통해 화자의 결론의 제한성과 상대성을 노출시킨다. 한마디 

로 서술자는 화자와 작가 사이를 중개하고 작품의 예술 이념적 구조를 조직 

하며 동시에 작가와 독자 사이를 매개하고 독자의 사고와 감정을 방향지운다. 

이처럼 액자 형식은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개별 작품들의 외적 구조로 

서 연작의 통일된 형식적 기초이며， 객관화(상대화)라는 그것의 의미 작용은 

연작의 예술 이념적 토대인 것이다 13) 

12) 이 에 대 해서 는 H. n. B~y3QKa~(1974) “Cnoco6b1 C03 .1laHI!~ 1!J1때3재 peaJlbHOCTI! B 

np03e 3peJlOrO 4e30Ba," J1. l\. OnyJlbcKa~ I! .1lp. pe.1l., B TBOp 'leCKOH JI1l60pllTOPHH 

lfeXOBll, M.: HayKa, c. 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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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小) 삼부작>에서 작가(독자)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은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삶의 질료로서 이야기 그 자체의 존재론적 의 

미(존재의 상자성)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라는 인식론적 의미(인식의 상자성)이다.14) 즉 화자의 주관적 경 

험， 보편적 삶의 양태에 대한 이해의 정도， 낯선 경험의 지각과 일반화 그리 

고 마래에 대한 진단， 자선과 타인들에 대한 가치 평가와 구체적 실천 능력이 

문제인 것이며， 바로 그것에 액자 형식의 구성적 의마， 즉 인물-화자와 서술 

자라는 두 개의 서술 층의 대화적 연관의 예술 이념적 의미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는 ‘액자소설들의 연쇄’라는 차원에서 <소(小) 삼부작>을 바라볼 

때 상대화 구조가 중층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작품의 층위 

에서 상대화가 액자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서술 층간의 대화적 연관 

에서 비롯된다면， 연작의 층위에서 또 다른 상대화가 화자-청자의 상호 순환 

적 역할 바꾸기에 기초한 작품들 간의 대화적 연관에서 생겨난다. 다시 말해 

서 ‘연쇄’라는 ‘상위 맥락’에서는 개별 작품이라는 ‘하위 맥락에서는 불가능하 

거나 부분적으로만 가능했던 ‘각각의 경우의 개별화’가 또 다른 대화적 연관 

속에서 보다 철저하게 실현된다. 바로 이러한 중층적인 상대화 구조를 통해서 

체홉은 ‘임의의 상자성의 노출과 부정’라는 <소(小) 삼부작>의 궁극적인 문제 

의식을 보다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13) 이밖에도 세 작품에는 구성적 연쇄를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몇몇 장치들 
이 존재한다. 우선 「상자 속의 인간」과 「나무딸기」의 인물-화자인 부르낀과 이반 

이바늬치 간의 대화(“BoT eCnH ~enaeTe ， TO ~ paCCKa*y BaM OAHY O~eHb nO~HTenbHyw 

HCTOPHlO" - 54; “B npown，뼈 pa3 , KOr,lla MhI 6b1nH B capae Y CTapoCTbI OpOKO빼~， -
CKa3an EypKHH, - BbI C06HpanHCb paCCKa3aTb KaKYW-TO HCTOpHIO. - lla, 51 XOTen 

Tor,lla paCKa3aTb npo CBOerO 6paTa" - 55)는 시 -공간적 간극을 뛰 어 넘 어 두 작품 

사이의 이야기의 상호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 다음날(Ha ，llpyro꺼 

，lleHb)..."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사랑에 대하여」의 도입부는 「나무딸기」와의 직접적 

인 시-공간적 계속성을 드러낸다 그밖에도 액자 소설의 ‘밖 이야기’에서 하나의 중 

요한 의미론적 자질로서 기능하는 비종결성도 이야기의 지속성을 반복적으로 암시 

한다. 

14) 이런 맥락에서 ‘상자성’ 개념의 인식론적 성격， 즉 삶의 인식， 방향 찾기와의 관련 
성을 주장하는 까따예프(B. B. KaTaeB)의 견해는 주의를 끈다. 그에 따르면 <소(小) 

삼부작>의 각 작품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허상틀에 대한 

이야기이다. CM.: B. E. KaTaeB(1979) YKa3. CO~. CC.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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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상자 속의 인간J' 예술가적 삼상력의 상자성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첫 번째 작품인 r상자 속의 인간」은 널리 알 

려진 것과는 달리 액자 소설의 ‘안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리스어 교사 벨리꼬 

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행하는 화자 부르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주제 상황인 이른바 ‘상자성’은 부르낀 자신에 의해 반 

복적 으로 말해지 듯이 (" ... a CKOJlbKO e띠e TaKHX '1eJJOBeKOB B iþyr JJjfpe OCTaJJOCb, 

CKOJJbKO H3 e Jne 6YlleT!" - 53) 벨리꼬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상자성 

은 작품 속의 거의 모든 둥장인물들의 존재 상황을 규정짓는 인간의 전형적 

인 상황 중의 하나로서， 여기에서 화자 부르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데， 문 

제는 그 스스로는 자신의 상자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작가 

체홉은 상자성을 단순히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나아가 가 

치론적 차원의 문제로 분명하게 제기한다. 나머지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인물-서술자， 즉 화자 부르낀은 결코 작가의 목소리의 무매개적인 

담지자가 아니며， 그의 말은 결코 체홉의 말로 단순하게 등치 될 수 없다. 무 

엇보다도 화자 부르낀은 벨리꼬프로 대표되는 상자적인 존재를 나름대로 인 

식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부르 

낀의 인식과 평가의 정당성 여부 즉 부르낀의 상자성인 셈이다. 

부르낀의 상자성은 액자 소설의 안팎을 구성하는 ‘안 이야기’와 ‘밖 이야기’ 

의 두 층위에서 각각 구체화된다. 벨리꼬프에 관한 ‘안 이야기’에서 부르낀의 

상자성은 이야기 대상에 관한 화자의 관점과 시야의 한계성 혹은 모순성이라 

는 보다 직접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며 ‘밖 이야기’에서는 불편부당한 목격자인 

서술자의 냉정하고 무관심한 관찰에 의해 간접적인 형식으로 제시된다. 

작품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밖 이야기’에서는 둥장인물인 부르낀과 이반 이 

바늬치에 대한 소개와 중심 주제에 대한 동기화가 행해진다. 이 과정에서 불 

편부당한 목격자라는 체홉적 서술자의 기본적인 성격과 역할15) 그리고 삶(혹 

15) 무엇보다도 인물들의 소개 - 명명과 자세(모습)의 묘사 - 에서 서술자의 성격 

(입장파 태도)과 역할이 감지된다. 중학교 교사는 ‘부르낀’이라는 성에 의해서， 수 

의사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상한 ‘침샤-기말라이스끼’라는 이중적인 성 

대신에 그 고장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이반 이반늬이치’라는 이름과 부청에 

의해서 명명되고， 달빛이 비치는 헛간 문 입구의 바깥쪽에 앉아 있는 이반 이바늬 

치의 외모(“BblCO I<째， xy.llOlllaBbI때 CTapHI< C .llJIHHHblMH ycaMH")만이 묘사된다. 이처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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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자성’)에 대한 등장인물간의 인식의 차이가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이를 

테면 헛간이라는 통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문 입구의 바깥쪽에 앉아 담뱃대 

를 빨고 있는’ 달빛 아래의 이반 이바늬치와 ‘문 안쪽의 건초 위에 누워있는’ 

어둠 속의 부르낀， 두 인물의 위치， 자세， 모습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두 인물의 성격의 차이를 은밀하게 드러내주는 것 

으로서 세부에 대한 간결한 묘사가 언제나 적지 않은 의미론적 무게를 지니 

는 체홉적 인물 형상화의 고유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벨리꼬프 이야기에 대 

한 동기화로서 제시되는 이장의 아내 마브라(MaBpa)에 대한 부르낀의 평가는 

상자적 삶에 대한 그의 인식의 제한성을 미리 보여준다. ‘건강하고 꽤 똑똑하 

지만 평생 동안 자신의 고향 마을을 떠난 적이 없고， 도시도， 철길도 결코 본 

적이 없으며， 최근 십 년 동안은 줄곧 빼치까 앞에 앉아 있으며， 단지 밤에만 

거리로 나아가는’ 마브라의 모순적인 삶에 관해 부르낀은 인간이 아직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자신의 동굴 속에서 고립적으로 살던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격세유전의 한 현상 혹은 인간 성격의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면 

서 상자성을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 해석한다.16) 즉 부르낀은 비록 이러한 현 

상의 편재성(遍在性)(“jJ TOJJbKO xoqy CKa3aTb, qTO TaKHe JJlOllH, KaK MaBpa, 

jJBJJeHHe He pellKOe." - 42)에 대한 어 렴풋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뒤 

따르는 벨리꼬프에 관한 이야기는 화자 부르낀에게 마브라적 현상의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서 일차적으로 기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문제적으로 드러 

나는 것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부르낀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벨리꼬프에 관한 이야기에서 두 인물언 부르낀과 이반 이바늬이치는 마치 

처음부터 서술자는 인물-화자들에 대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들만을 알고 있고， 지 

각 가능한 측면만을 냉정하게 전달하는 불편부당한 목격자로서 등장한다. 첫 작품 

의 도입부에서 감지되는 서술자의 기본적 성격과 역할은 연작의 마지막 작품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세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 

나로 작용한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과학자가 아님을 이유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여가 자신의 
과제가 아님을 밝히는 부르낀의 발언(“51 He eCTeCTBeHHHK H He MOe .ae.no KaCaTbCJI 

no.ao6HbIX BOnpOCOB." - 42)은 해 당 문제 에 대 한 부르낀 의 제 한적 시 야를 미 리 암시 

하는 일종의 자기변명이다. 결국 부르낀은 이와 같은 애초의 전제에서 이탈하여 

벨리꼬프의 경우를 통해 마브라적 현상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인식과 평가를 행 

하게 된다는 점에서 화자 자신의 모순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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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와 청자， 나아가 작가와 독자라는 관계 속에 놓이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꾼으로서 부르낀의 모습은 이른바 ‘불편부당한 관찰자’라는 본래적 의미의 체 

홉적 서술자 형상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며 오히려 주위 대상에 대해 나 

름의 고유한 인식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주체로서 체홉적 인물 형상에 

가깝다. 인물-화자 부르낀은 나름대로 날카로운 관찰력과 풍부한 수사， 유모 

감각 등， 한마디로 전지적인 이야기꾼 내지 예술가적 자질을 지난 독특한 인 

물이다. 그는 벨리꼬프 꼬발렌고 바렌까 하인 아파나시 등 이야기 속의 등 

장인물들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과 그들의 생김새， 행위， 어조 등을 생생하 

게 전달하고， 타자의 말과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각각의 경우 

에 대해 자신의 독특한 가치 평가(“3anpe띠，eHa H 6aCTa" - 43; “t.IeJJOBeK B 

!ÞYT JJ~pe "; “HOBa~ A!þpo따Ta B03pOJlHJJaCb H3 neHbl." - 46; “ 3apa60TaJJa MaWHHa" 

- 47)를 내리는 전지적이고 주관적인 인물이다17) 

능숙한 화자인 부르낀의 발화는 빈번하게 청자를 향하고 동의를 구하며 

흥미와 상상력을 돋우고(“Bbl 0 HeM CJJbIWaJJH , KOHet.IHO" - 43; “MOll<eTe ce6e 

npeJlCTaBHTb" - 45; “Tenepb cnywaHTe, t.ITO JlaJJbWe" - 49; “nOH째aeTe JJH" - 49; 

"3HaeTe", “He npaBJla JJH" - 53), 그의 어조는 다채롭고 정서적인 목소리 

(“XOT~ ， Ka3aJJOCb 6bl, KaKOe eMY JleJJo?" - 43; “H t.ITO )((e?" - 44; “니eïO TOJJbK。

He JleJJaeCT~ y HaC B npOBHHUHH OT CKyKH, CKOJl바<0 HeHY)((HOï。’ B3 JlOPHOïO! H 

3TO nOTOMY, t.ITO COBCeM He JleJlaeTC~ TO, t.ITO HY*HO."- 46; 띠a， OH JlOCTHï 

CBoeïO HJleaJJa" - 52)로 채워진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관찰， 비교하고 관계가 먼 사실들 사이의 유 

사성과 그것들의 전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인식 능력(“니T。 

17) 화자 부르낀의 예술가적 자질은 무엇보다도 외적 모습， 내적 성격， 교사생활， 가정 
생활， 인간관계 둥에 걸쳐 폭넓게 행해지는 벨리꼬프의 상자적 존재성에 대한 전 

면적이고 총체적인 형상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를 테면 외피 (CKop.nyna) , 텃신 (Ka.nOWI-I)， 

우산(30HTHK) ， 외투(na.nbTO ), 검은 안경 (TeMHμe O'lKH), 그리스어 (rpe'leCKH꺼 $I 3h1K) , 명 
령서 (QHPKy.n$lPhl) ， 신문 사설(ra3eTHhle cTaTbH) , 실내복(xa.naT ), 실내모(J<o.n-naK) ， 덧 

문(CTaBHH) ， 빗장(3 Il.llBH:I<KH) 등 다양한 환유-은유적 수사에 의거한 인물의 외모에 

대한 형상적 구체화와 외피 (CKop.nyna) ， 주머니('lexo.n)， 덮개 (o60.nO'lKa)， 상자(iþyT.n$lp) 

등의 형상적 사유에서 시작해서 현실로부터의 자기 보호(자기 고립)， 현재에 대한 

혐오감(공포감) 나아가 과거로의 회귀(찬미)라는 벨리꼬프의 특정적인 내-외적 성 

격에 대한 개념적 인식으로의 상승은 부르낀의 예술가적 상상력을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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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yT YaHBHTeRbHOrO, -- CKa3없1 5ypKHH. -- 재OlIeη OaHHOKHX no HaType, KOTOpb18 , 

KaK paKOTWeRbH씨( HRH yRHTKa, CTapaKlT C.sI yαTH B CBO~ cKopRyny, Ha 3TOM CBeTe 

He MaRO. (..J na BOT He lIaReKO HCKaTb, MeC .sIua lIBa Ha3alI YMep y HaC B ropolIe 

HeKHH 5eRHKOB." - 42)을 발휘 하기 도 한다. 

그러나 자기 체험과 타인의 발화(“3TOT 빼aHac때 CTO.slR 06blKHOBeHHO y 

lIBepH, CKpeCTHB pyKH, H BcerlIa 60pMOTaR OlIHO H TO *e, C rRY60KHM B31IOXOM: 

- 뻐oro y* HX HblHl.[e pa3BeROCb!" - 45)를 통한 자기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화자 부르낀의 인식과 평가는 전체적으로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자기 모순 

적이다. 특히 수동성， 연약함， 고립성 등으로 특정 지워지는 벨리꼬프의 개인 

적 성격과 행위에 대한 인식과 지배， 공포로 상징되는 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부르낀의 벨리꼬프와 실제의 벨리꼬프 사이에서 커 

다란 간극을 느끼게 한다. 예컨대 궁극적으로 벨리꼬프를 죽음으로 이끄는 하 

나의 동기로 작용하는 꼬발렌꼬의 벨리꼬프에 대한 태도는 학교를 포함한 전 

사회에 대한 벨리꼬프의 공포적 지배라는 부르낀의 사고(“A Ha nenarOrHl.[eCKHX 

COBeTax OH npoCTO yrHeTaR HaC CBOe~ OCTpO*HOCTb~ ， MHHTeRbHOCTb~ H CBO싸뻐 

l.[HCTO !þyTR.sIpHbIMH C006pa)[(eHH.sIMH ... (...) H l.[TO )[(e? CBOHMH B3nOXaMH, HblTbeM, 

CBOH싸i TeMHblMH Ol.[KaMH Ha 6Re파10M， MaReHbKOM RHUe, -- 3HaeTe , MaReHbKOM 

RHUe , KaK y XOpbKa, -- OH l1aBHJl HaC BCeX, H MbI ycTynHlIH...... MbI, y띤fTelLκ 

60JlJlHCb ero. H l1a :Ke l1HpeKTOp 60JlJlCJl. (...J Ol1lfaKO :Ke 3TOT 'feJlOBeK, XOl1HBDI쩌 

Bcerl1a B KaJlODIaX H C 30HTHKOM, l1ep*aJl B pyKax BCIO rHMHa3H ueJlbIX n J/THal1uaTb 

JleT! lJa 'fTO rHMHa3HIO? BeCb rOpOl1!" - 44)의 근거 박약함을 분명 하게 드러 낸다. 

부르낀의 피상적인 인식은 바렌까와 꼬발료프에 대한 형상화， 특히 우끄라 

이나인(소러시아인)들에 대한 경멸적인 호칭과 그들의 성격에 대한 편협한 국 

수주의 적 관점 (“~ 3얘aM뻐e얀T깨”따기ι，l.[πTπo XOXRyl씨W빠u따K써〈α씨}“i TOR마I삐빠b바KO nRa 

)[(e H없ac야Tp야oe태HH.sI Y HHX He 6마b비l뻐Bae얀TF’”ι’'- 52)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주관적인 인식과 

섣부른 일반화의 과정 속에서 인물들의 구체적인 개별성과 복잡성을 인식하 

지 못한다. 인물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가치 평가는 독창적이기보다는 오히 

려 텍스트를 감상적으로 혹은 도먹적으로 조직화할 위험을 노출한다. 부르낀 

의 주관성은 <소(小) 삼부작>의 서술자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인물 

의 내면세계에 대한 전지적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밤 시간 동안 침대 커버 밑 

에서 벨라꼬프가 체험하는 내면적 공포(“J10 ll<aCb cnaTb, OH yKpbIBaJlC.sI C rOJlOB。κ

6bIJlO *apl<O, nYWHO, B 3aKpbITble nBepH cTyl.[a JlC.sI BeTep... (…) H eMy 6bIJlO CTpa띠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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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l OlleJVIOM." - 45) , 그의 통료 교사 방문(“npHlleT K Y4HTen~， c~lleT H MOnYHT 

H l<aK 6YllTO YTO-TO BbICMaTpHBaeT. nOCHllHT, 3Tal<, MOJlya, yaC-llpyro찌 H YηaeT.”-

44) ,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후의 벨리꼬프의 내적 독백 (“lIyywe 6b1, Kall<eTC~ ， 

CJlOMaTb ce6e we~ ， 06e HOrH, yeM CTaTb nOCMeWHlI\eM; Bellb Tenepb y3HaeT BeCb 

ropOll, lloltlleT II。 따peKTopa， nOneYTHTen~ ， - ax, Kal< 6bl yero He BbIWnO! -

HapHcy~T HOB~ KapHl<aTypy, H I<OHYHTC~ BCe 3TO TeM, YTO npHKall<YT nOllaTb B 

OTCTaBI<Y ... " - 52) 둥에 관한 서술은 그 적절한 예이다. 이처럼 시공간의 차원 

에서 현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인물의 내부(감정， 

잠재의식 등)와 외부를 조망하는 화자 부르낀의 전지성은 이야기 전체를 화 

자의 임의성에 종속되는 일종의 주관적 서사시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부르낀의 인식의 모순성， 피상성 그리고 주관성은 객관적인 일반 

화의 불가능으로 귀결된다. 그는 단지 근접한 질료들의 피상적 관찰과 선입견 

에 기초한 사소한 결론(“YI TO Cl<a3aTb, M~ 60nbWHHCTBa Ha뻐x 6apblWeHb 3a 

I<oro HH BblflTH, nHWb 6bl B뻐TH" - 47; “COBepWHJlC~ 6bl 。띠H H3 TeX HeHyll<HblX, 

r Jlynblx 6pa1<OB, l<a l<HX y HaC OT CKyKH H OT HeyerO lleJlaTb COBeprna~TC~ TbIC~<써” 

- 48; “11 3aMeT띠， YTO xoxnyrnKH TonbKO nnaYyT H깨 XOXOYYT, cpellHero lI<e 

HaCTpoeHH~ y HHX He 6b1BaeT" - 52)을 도출하거 나 그릇된 전제 (“EblTb MOll<eT, 

~BneHHe aTaBH3Ma, B03Bp히lleHHe 1< TOMY BpeMeHH, Korlla npelloK yenOBeKa He 

6blJl e ll\e 0611\eCTBeHHbIM lI<HBOTHblM H :f<HJI OLIHHOKO B cBoefl 6epJlore , a MOll<eT 6b1Tb, 
3TO npOCTO ollHa H pa3HOBHLIHOCTefl yenOBeyeCI<Oro xapaKTepa, -KTO 3HaeT?" 

- 42)와 부정확한 사실들(“OH llaBHn Hac Bcex." - 44)을 열거할 수 있을 뿐， 

자신에 의해 언급된 악(惡)에 대한 심오한 분석이나 그것의 극복을 위한 실제 

적인 방법이나 전망을 밝히는 데는 무력하다. 

화자 부르낀의 상자성은 이야기 대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서도 노출된다. 지방 도시의 삶의 권태와 무의미를 인식하면서 

도 그것에 쉽사리 타협하고， 타인들의 상자적 삶을 바로 곁에서 체험하면서도 

무관심하게 견뎌내며 온갖 하찮은 것들로 가득 찬 일상의 답답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는 부르낀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의 무력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부르낀은 벨리꼬프와 아주 가까이 살고(“-EenHKOB lI<Hn B TOM lI<e 

1l0Me, rLIe H ~， - npOLIOll<an EyPI<HH, - B TOM lI<e 3Tall<e , LIBepb npOTHB LIBepH, 

Mbl yaCTO B때enHCb…" - 45) 함께 김나지움에 출근하며 그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고 ‘나의 친구’(MOη TOBapHII\)라고 부르며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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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비록 자유를 꿈꾸면서도 꼬발렌꼬처럼 벨리꼬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며 l8) ， 그를 한편으로 비웃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정하고， 또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의 결혼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그의 죽음에 만족해한 

다(“npH3H~Cb， XOpoHHTb TaKHX ~ne때， 3TO 60JlbWOe ynoBoJlbCTBHe" - 53), 

이와 같은 화자 부르낀의 인식의 한계성은 벨리꼬프적 상자성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느끼는 만족 내지 자유에 대한 규정(“Korna Mbl B03Bpall(a쩌Cb C 

KJlan6뻐a， TO Y HaC 6b때 CKp。뻐비e nOCTHble 빼30HOMHH; HHKOMY He XOTeJlOCb 

06Hapy:t<HTb 3TOrO 4yBcTBa ynoBOJlbCTBH.lI, - 4yBcTBa, noxo:t<ero Ha TO, KaKOe 

Mbl HCnblTblBaJJH naBHO-naBHO, ell(e B neTCTBe, KOrna CTapWHe ye3 :t<aJlH H3 noMY 

” 뻐1 6eraJIH no cany 4ac-npyroH, HaCJla)j(ßa.lICb nOJlHOIO cB060n。꺼， Ax, cB060na, 

cB060na! lla:t<e H찌eK ， na:t<e cJla6a.ll Hane:t<na Ha ee B03MO:t<HOCTb naeT ny삐e 

KpblJlb.ll, He npaBna J1H?" -53)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부르낀적 자 

유는 단지 벨리꼬프적 상자성의 - 하물며 오해된 - 억압과 공포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이른바 소극적， 유아적 자유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제한성은 결국 벨리꼬프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억 

압의 기 제 로서 작동하고 있는 상자성 (“BepHyJlHcb 빠1 C KJlan6HII(a B n06poM 

pacnOJlO:t<eHHH, Ho np。띠)]0 He 60JlbWe HeneJlH, H 짜i3Hb nOTeKJla no-npe:t<HeMY, 

TaKa.ll :t<e cypOBa.ll, yToMHTeJlbHa.lI, 6eCTOJlKOBa.ll, )[(I13Hb, He 3anpeDteHHa.ll l\HpKyJl.llpHO, 

HO H He pa3peWeHHa.ll BnOJlHe; He CTan。 껴4we ，"- 53)에 대 해 둔감하게 만든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예외 없이 조건 지우는 상자성， 특히 자기 자선의 인식 

과 평가의 상자성을 인식할 수 없는 부르낀은 끝내 그것의 타자적 현상(“11 B 

caMOM neJle , 5eJlHKOBa noxopoHHJlH, a CKOJlbKO e ll(e TaKHX 4eJlOBeKOB B 때yTJI.5Ipe 

OCTaJlOCb, CKOJlbKO HX e ll(e 6yneT!" -53)만을 반복적으로 율조릴 뿐이다. 

18) 벨리꼬프의 비극에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하는 바렌까와 꼬발렌꼬 또한 당대적 상 
자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의 삶 또한 인식의 유아성과 말다툼， 욕지거리 

로 상정 되 는 상호간의 소외 와 무관심 (“no QeJ뻐M llHJlM cnopwm H pyraJlIlCb" , C..l A 

LlOMa, I<al< I<TO nOCT때OHHJ때， Tal< Il nepenaJIl<a," - 47; “ - He Moe 3TO LleJlO, nyc l<뼈 

OHa BblXOLlllT XOTb a ra.ll/OI<Y, a JI He JII06J1’o B 'I)':I<Ile LleJla MeWaTbCJI ," - 49) 둥으로 

특정지워지며， 특히 꼬발렌꼬의 현실 삶에 대한 비판은 마치 「나무딸기」의 니꼴라 

이 이바늬치의 사고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성격(“3x ， 

ronOLla, l< a I< BbI MO:ICeTe TyT 뼈Tb! ATMociþepa y Bac yLlywalOlI(aJl, nOraHaJl. Pa3Be BbI 
neLlarorll, y뱀TeJlJl? B비 4IlHOLlPaJlbl". C.l HeT, fipaTQbI, nO:ICIlBIl C BaMIl ell(e He뻐。ro Il 
yeLlY 1< ce6e Ha XYTOP, H 6y.따 TaM pal<OB J10BHTb H XOXJIJIT Y째Tb."- 49)을 띠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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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액자 소설의 ‘안 이야기’에서 인물-화자 부르낀의 상자성이 자기-노 

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밖 이야기’에서는 인물-청자 이반 

이바늬치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타자-폭로적으로 제시된다. ‘안 이야기’에서 

적 극적 인 화자 부르낀 에 대 해 소극적 인 청 자의 역 할(“BoT TyT 6bI H oTo6paTb 

y HerO KaJIOWH H 30HTHK ," - 48; “TO-TO BOT OHO H eCTb" - 44, 53)만을 수행 
했던 이반 이바늬치는 ‘밖 이야기’에서는 부르낀의 인식의 불구성과 시야의 

협소함에 대해 고유한 철학적 일반화로써 맞선다. 도시적 삶의 답답함， 무위， 

불합리， 부조리， 거짓， 굴종， 비(非)양심， 물욕， 안위 등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온갖 상자적 형식들에 대한 이반 이바늬치의 초조， 즉 적극적인 청자-독자적 

반응(“HeT ， 60JIbWe 째Tb TaK HeB03MOll<HO!" - 54)은 부르낀의 소극적 태도(“HeT 

y* nopa CnaTb"; “Hy, y* 3TO BbI H3 LlPyroß OnepbI" ," - 54)에 대 비 되 면서 자신 

의 이야기의 반향과 친지한 의미에 대한 부르낀의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시야의 협소함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9) 

하지만 작가 체홉은 청자 이반 이반늬치의 직접적이고 폭넓은 일반화나 화 

자 부르낀의 협소하고 제한된 사고 두 입장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일방적인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대화적인 병치에서 이반 이바늬치의 가시적인 적극 

성과 논리적인 우월함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작가는 어떤 경우에도 입의의 

관점의 일방적인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청자는 단지 화자의 객관 

화에 기여할 뿐이다. 더구나 이반 이바늬치의 상대성의 드러내기는 연작의 첫 

번째 이야기인 「상자 속의 인간」의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때) 

19) 흥미로운 점은 종종 체홉에 대한 피상적인 독해에서， 이를테면 작가와 화자의 순 

진한 동일시의 ;영우에 화자 부르낀의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성이 ‘삶의 현상의 외 

적 측면들만을 재현할 수 있는 작가’ (K， n, Me.llBe.llCK없) 혹은 ‘HeT, 60Jlbwe :lCI!Tb TaK 

HeB03MO:ICHO!라는 외침에 대해 KaK lI<I!Tb?의 답을 제시하지 않은 이른바 무(無)이념 

(6e3뻐eHHOCTb)의 작가’(E ， A, JI.l!I.\K째)라는 체홉에 대한 곡해의 빌미로서 악용되기 

도 한다는 점이다， CM,: A, n , l{exoB(1974 I! CJI.) YKa3 , CO'-l, T, 10, CC, 375-377,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 이바늬치의 철학적 일반화를 아무런 구체적인 맥락 없 

이 작가 체홉의 목소리로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들은 체홉 문학의 연구에서 일종 

의 권위 있는 전통처럼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l{I!Ta.l! r '-IeJlOBeKa B iþyT J1.51pe J , 
빠I BOCnpl!뻐MaeM， KaK He'-lTO 6eccnopHoe, 3TOT KOJlOCCaJlbH뼈 BblBO.ll - ‘60Jlbwe TaK 

lI<I!Tb HeB03MO:ICHO’ 1!3 06CTO.l!TeJlbCTB, C BI!,l\y COBepweHHO HI!'-ITO엄뻐X ， nO'-lTI! He3 aMeTHbIX, 
‘aHeK.lIOTI!앤CKI!X ’， Ii 3TOT MaCWTa6 o606weHI!.l! COCTaBJI.l!J1 r JlaBHyIO 3a6oTy aBTopa,"(A, 
l1epMaH ,(1959) YKa3 , CO '-l, C,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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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상자 속의 인간」에서는 당대적 삶에서 상자성의 편재적 성격 

이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불편부당한 서술자21)의 눈에 비친 인간 세계 

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세계(자연 세계)， 즉 ‘어떤 움직임도， 어떤 소리도 

없는 달빚 가득한 들판의 광활함’과의 대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감지된다: 

“Bce 6bLJIO norpy:t<eHO B T~’XH더， r .ny60KHH COH; HH LlBH:t<eHH~ ， HH 3ByKa, Lla :t<e He 

BepHTC~ ， 'ITO B npHpOLle MO)j(eT 6bITb TaK THXO , (…) TO Ha 마뻐B 3TOM CBOeM nOKOe, yKpbIBWHCb B HO'lHbIX TeH~X OT TPYLlOB, 3a60T H rop~ ， OHa 

KpOTKa, ne'laJJbHa, npeKpaCHa, H Ka)j(eTC~ ， 'ITO H 3Be311bI CMOTp~T Ha Hee JJaCKOBO 

H C yMHJJeHHeM H 'ITO 3JJa y )j(e HeT Ha 3eMJJe H BCe 6JJarOnOJJyYHo" (53), 또한 이 

러한 고요와 적막을 깨뜨리는 듯한 상자적 인간， 마브라의 재등장(“H y )j(e 06a 

yKpbIJJHCb H 3aLlpeMaJJH, KaK BLlPyr nOCJJblWaJJHCb JJerKHe warH: Tyn, Tyn .. , KTO 

-TO XOL1HJJ HeLlaJJeKO OT capa~ ，" - 54)은 인 간 세 계 에 서 상자성 의 현 재 성 과 문 

제성을 다시 한번 통기화 한다，22) 

2.2. r 나무딸기 J. 사회활동가적 논리력의 상자성 

〈소(小) 삼부작>의 두 번째 작품나무딸기」에서도 문제는 「상자 속의 인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액자 소설의 ‘안 이야기’의 서술 대상(인물)인 니꼴라이 

이바늬치라기 보다는 그것의 서술 주체인 화자 이반 이바늬치이다. 아이려니 

컬하게도 이에 대해서는 화자 이반 이바늬치가 작품의 중간에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혀준다(“Ho lleJJO He B HeM, a BO MHe caMoM," - 61), 

예술가적 자질을 지니지만 사회-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 

를 일관하는 부르낀과 달리 이미 r상자 속의 인간」의 말미에서 언뜻 드러났 

21) 서술자의 객관적인 관찰자적 면모는 헛간의 입구에 앉아 있던 이반 이바늬치의 
외모가 작품의 서두에서 묘사된 것과는 달리， 당시 헛간의 안쪽 어둠 속에 누워 

있던 부르낀의 외모는 작품의 말미에서 그가 헛간에서 비로소 나온 뒤에야 독자에 

게 제시되는 장변에서도 재차 확인 된다: “Y'IHTeJlb rHMlla3뻐 B때ueJl H3 capaJl, 3TO 

6blJl '1eJlOBeK He60JlbWOrO pOCTa, TOJlCTblH, COBepweHHO J1blCblH, C '1epH。엄 60pO.1l0H '1yTb 

He no nOJlC,’'(53) 

22) 이러한 동기화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잠 못 드는 이반 이바늬치의 고뇌에 찬 
모습(“A HBaH HBaHbl'I Bce BOpO'laJlCJI C 60Ky Ha 60K H B3 .1lblXaJl, a nOTOM BCTaJl, OnJlTb 

Bblwe끼 HapY"'Y 1-1, ceBWH Y .1IBepeH, 3aKYPHJI Tpy60'lKY," - 54)에서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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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화자 이반 이바늬치는 실현되지 못한 일종의 사회 활동가적 자질이 내면 

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동생， 니꼴라이 이바늬치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청자들， 즉 부르낀과 알료힌의 흥미를 끌거나 말하기 자체에서 생겨나 

는 자기도취적 매력의 탐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견해의 논리적 정당화를 

위한， 즉 일종의 설교를 위한 구체적인 논거로서 의식적으로 도입된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니꼴라이 이바늬치의 일화가 자신의 정신적 삶의 전개에서 지 

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해로우며， 지적인 인간에게 물질적이고 이 

기적인 사소한 행복의 성취， 안위， 관조， 사회적 역사적인 삶에 대한 외면은 

무가치하다는 점을 역설하려는 명백히 계몽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껑)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체적인 예들을 통한 철학적 

일반화로 요약될 수 있는 개별적 주체인 이반 이바늬치의 인식과 평가의 올 

바름 여부， 즉 이반 이바늬치의 상자성이다. 

「상자 속의 인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반 이바늬치의 상자성은 액자 소설 

의 안팎을 구성하는 ‘안 이야기’와 ‘밖 이야기’의 두 서술 층위에서 각각 구체 

화된다. 동생 니꼴라이 이바늬치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는 ‘안 

이야기’에서 이반 이바늬치의 상자성은 철학적 일반화의 논리적인 자기모순이 

라는 자기 노출의 형식으로 드러나며， ‘밖 이야기’에서는 청자들의 반응과 주 

위 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냉정하고 무관심한 관찰에 의해 제시된다. 

서술자의 발화로 구성되는 ‘밖 이야기’인 작품의 도입부에서는 자연의 아름 

다움， 날씨의 가변성， 알료힌의 소개， 하녀 멜라게야의 아름다움 등이 묘사된 

다. 이른 아침， 자연 전체가 온화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고요한 날씨에 이반 

이바늬치와 부르낀， 두 사람은 광활한 들판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면서， 러시 

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라는 상념(“Terrepb， B THXylO rrOrollY, 

Korlla BC~ npHpolla KOa3aJlaCb KpoTKOH H 3aJlYM'lHBOH, I1BaH I1BaHbl'-l H 5ypKHH 

6wIH npOH씨<HYTbl J11060BblO K 3TOMy noJllO “ o6a llYMaJlH 0 TOM, KaK BeJlHKa, KaK 

23) 니팔라이 이바늬치에 관한 이반 이바늬치의 이야기는 벨리꼬프에 대한 부르낀의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반향으로서 화자 자신은 「상자 속의 인간」의 말미에서 이미 

해당 이야기의 교육적 성격에 대해 밝힌 바 있다(“BOT eCnH ~enaeTe ， TO ~ paCCKa*y 

BaM O.llHy O'leHb nOy'lHTeJlbH}'IO HCTOPHlO." - 54). 또한 교육적 효과를 의식하는 이반 
이바늬치의 발화의 설교적 성격은 청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어구의 빈 

번한 사용에서도 간접 적으로 드러난다: “BbI 3HaeTe", “3HaeTe”, “3aMeTbTe”, “Bμ 

B3rJlJlHHTe Ha 3Ty ~H3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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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KpaCHa 3Ta CTpaHa." - 55)에 잠긴다. 그러나 자연 세계는 자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동장인물들이 상자적 삶， 즉 니꼴 

라이 이바늬치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려 하자 갑작스런 변덕(雨)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축축함과 불결함과 거북함으로 두 사람 사이를 어색하게(“ ... qT06bI 

HaqaTb paCCKa3bIBaTb, HO KaK pa3 B 3TO BpeM~ nOWeJI 1l0 )f(.llb. (…) 5blJl0 CblpO, 
rp~3HO ， HeYKlTHO ... TO MOJIqaJIH, TOqHO Cep1lHJIHCb llpyr Ha llPyra." - 55-56) 만 

든다. 이러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 알료힌의 외적 모습과 정신세계 사 

이 의 모순(‘뻐 nopore CTO~JI CaM AJIeXHH, MY*t’HHa JIeT COpOKa, BhlCOK째， nOJIHbI찌， 

C 1lJIHHHbIMH BOJIOCaMH, noxo:I<H꺼 ÕOJIbWe Ha npo때eccopa H.뻐 XY1l0:해HKa ， qeM Ha 

nOMeUUiKa." - 55) 이 감지되고， 그의 모순적인 삶의 반(反)자연성(“OH CeJI Ha 

cTyneHbKe H HaMbUlHJI CBOH 1lJIHHHbIe BOJIOCbI H WelO, H BOlla OKOJIO HerO CTaJIa 

KOpHqHeB。α. (...> … H ellle pa3 HaMbUlHJIC~ ， H BOlla OKOJIO HerO CTaJIa Te뻐0-

CHHeH, KaK qepHHJIa." - 57)이 암시된다. 하지만 하녀 I멜라게야의 아름다운 자 

태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뜻 모를 적대감마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하고 두 사 

람을 다시 하나로 결합(‘뼈aaHa HBaHNqa H 5YPKHHa BCTpeTHJIa B 1l0Me rOpHHqHa~ ， 

MOJIOlla~ *eH삐HHa ， TaKa~ KpaCHBa~ ， qTO OHH oõa pa30M OCTaHOBHJIHCb H norJI~lleJIH 

llPyr Ha 1lPyra." - 55)시 킨다. 

이처럼 작가 체홉은 한편으로 상자성이 지배하는 인간 삶의 모순성과 그것 

으로 인한 상호 소외와 적대감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컷의 지양의 가능성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아름다 

움에의 매혹에서는 서술자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 

-화자의 목소리 의 근접 (“KpaCHBa~ neJIare~ ， TaKa~ lleJI씨(aTHa~ H Ha BHll TaKa~ 

M~rKa~ ， npHHeCJIa npOCTbIHH H MbUlO." - 56)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밖 이 야 

기’인 작품의 도입부에서 행해진 서술자에 의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 

한 형상화는 곧이어 ‘안 이야기’에서 본격화될 니꼴라이 이반늬치의 상자적 

삶의 비속함과 추악함을 비춰주는 거울 기능을 하게 된다.24) 

24) 부르낀과 이반 이바늬치를 한결같이 감격하게 만든 광활한 자연 세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 06a .lIYMaJUI 0 TOM, I< a l< BeJllll<a, I<a l< npe l<paCH4 3T4 CTpaHa."- 많)은 니 

꼴라이 이바늬치의 영지， 즉 “사방에 도랑과 나무 울타리와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전나무가 겹겹이 줄지어 심어져 있어"(“Be311e l< aH4BbI, 3a60pbl, H3rOpo.llH, nOHaCa*eHbI 

p4J1114빼 eJII<H ... " - 6이 도무지 방향을 가늠할 길이 없는 ‘기말라이스꼬예’의 모습과 

너무냐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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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야기’에서 화자 이반 이바늬치의 서술의 대상은 니꼴라이 이바늬치와 

자기 자신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사건과 행위 자체 즉 슈제뜨의 전개 과정 

에서 화자로서 이반 이바늬치의 역할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나， 오히려 서 

술의 관점에서 그의 역할은 명백하고 문제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니꼴라이 이바늬치의 이른바 ‘상자적인 삶’은 화자 이반 이바 

늬치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철학적으로 일반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개별적인 예들 중의 하나이다. 니꼴라이 이바늬치는 일찍부터 세무 감독청에 

근무하면서 시골의 전원생활을 동경했고， 이러한 동경은 강변이나 호숫가에 

자그마한 장원을 구입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화자 이반 이 

바늬치는 이러한 소망을 도시， 투쟁， 일상의 소음으로부터 탈주 내지 장원 속 

으로 숨어들기로 간주하면서 나아가 그것을 삶이 아니라 이기주의， 나태， 공 

적 없는 수도 생활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3 아르신 

의 땅도， 장원도 아니고， 드넓음 속에서 자유로운 정신의 모든 속성과 특성을 

펼칠 수 있는 지구 전체， 자연 전체이다. "(“4eROBeKy HY*HO He TpH ap뻐Ha 3eM.JIH, 

He ycanb6a, a BeCb 3eMHoA 미ap ， BC~ npHpona, íne Ha npoCTOpe OH MOí 6bl 

npo~BHTb BCe cBoAcTBa H OC06eHHOCTH CBOeíO cBo6。뻐OíO nyxa" - 58).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속에서 니꼴라이 이바늬치는 안채， 바깔채(하인용) , 

채소밭， 나무딸기밭 등으로 구성된 영지를 설계하고， 극도의 절약 정신으로 

인색한 삶을 영위하였으며 나무딸기가 있는 장원을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나이 많고 못생긴 돈 있는 과부와 결혼하였으나 아내를 굶 

기다시피 하여 결국 결혼 3년 만에 죽음으로 볼고 간다. 여기에서 화자 이반 

이바늬치는 “돈이란 보드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괴상하게 만든다"(“lleHbíH ， 

KaK BOnKa, neRa lOT t.IeROBeKa t.IYnaKOM." - 59)라고 결론지으면서， 자기 논리 의 

정당화를 위해 또 다른 두 가지 예， 즉 죽기 직전 자신의 지폐와 증권을 꿀과 

함께 삼켜버린 상인과 기관차에 한쪽 발이 잘려나갔지만 오히려 그 발에 신 

고 있던 장화 속에 든 20루블을 걱정하는 중개업자의 일화를 제시한다. 

니꼴라이 이바늬치는 5년여를 물색한 끝에 자신이 동경했던 것과는 판이하 

게 다른， 말하자면 과수원도 나무딸기도 오리가 헤엄치는 저수지도 없는， 비 

록 강은 있으나 벽돌 공장과 화장터에 면해있어 커피색을 띠고 있는， 안채와 

바깥채뿐인 영지를 구입했고 20그루의 나무딸기를 직접 심는다. 이반 이반늬 

치는 동생의 영지 기말라이스꼬예를 방문하여 도랑과 나무 울타리와 담장으 

로 둘러쳐지고 전나무가 겹겹이 심어진 장원과 돼지처럼 살씬 개와 뚱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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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모， 돼지같이 비대해진 니꼴라이를 목격한다. 그의 뻔뻔스러움과 민중에 대 

한 무시， 귀족 행세 등을 비판하면서， 특히 딱딱하고 시큼한 나무딸기에 대해 

맛있다고 찬사를 늘어놓는 자기만족에 빠진 행복한 인간 앞에서 절망에 가까 

운 암담한 기분을 맛본다. 

니꼴라이 이바늬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후 이반 이바늬치는 현실의 실상 

에 대 한 진단(“Kal<， B CYII\HOCTH, MHOrO .nOBOJIbHbIX, Ct:IaCTJIHBblX JIIO.neìf! Kal<a .ll 

3TO nO.naBJI.II뻐a.ll CHJIa! Bbl B3rJI.IIHHTe Ha 3TY 째3Hb: HarJIOCTb H npa3뻐。CTb 

CHJIbHbIX, HeBe:l<eCTBO H CI<OTono.n06He CJIa6blX, I<pyroM 6eJlHOCTb HeB03MO싸ia.ll， 

TeCHOTa, BbIpOweHHe, nb.llHCTBO, JIHl~eMepHe ， BpaHbe ... Mewy TeM BO BCeX .nOMaX 

H Ha YJIHL\aX T뻐HHa ， CnOI<OìfCTBHe ... " - 62)을 내릴 뿐만 아니라， 실천의 필요 

성 (“Ha.no , t:IT06마뻐b비I 3갱a .n매Be맹pb뻐애 1<a:K.n0아ro Llφ.OBOαOJI빠I 

I<TO-l개H짜뻐m6이y.nb C MOJIOTOt:II<OM H nOCTO.llHHO HanO뻐HaJI 6bl CTyI<OM, t:ITO eCTb HeClfaCTHble ... " 

- 62)을 역설한다. 동시에 자기반성을 겸해 말뿐인 자유에의 갈망과 무(無)행동 

주의 그리 고 점 진주의 를 신 랄하게 가격 한다(“ ... HO eCTb JIH nop.ll.no l< H 3al<OHHOCTb 

B TOM, t:ITO .11, :l<HBO꺼， MblCJI.IIlOlI\Hìf t:I eJIOBel<, CTOIO Ha.nO pBOM H :l<.ny, I<or.na OH 

3apaCTeT CaM HJIH 3aT.IIHeT ero HJIOM, B TO BpeM.II I< a l<, 6bITb MO:l<eT , .11 MOr 6bl 

nepeC I<Ot:IHTb t:Iepe3 HerO HJIH nOCTp。“Tb t:Iepe3 HerO MOCT? 11 On.llTb-TaI<H, B。

-HM.II t:IerO wa Tb? )((.na Tb, I<or.na HeT CHJI 째Tb， a Me:l<.ny TeM :l<HTb Hy*HO H 

XOt:IeTC .II 째Tb!"- 64).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노죄함을 한탄하면서 청자들에게 
자유와 정의에 대한 욕구， 정신적 슬픔과 고뇌 등 자신이 체험했던 감정을 불 

러 일으키 려 노력 한다(“He ycnol<a뻐뻐TeCb， He .naBaìfTe yCbInJI.IITb ce6.11! nOl< a 

MO끼O며， CHJIbHbl , 60.npbl, He yCTaBaìfTe .ne JlaTb .n06po!" - 64). 그의 이 러 한 흥분 

에 가득 찬 말은 부르낀이 아니라 알료힌에게로 향한다. 하지만 이반 이바늬 

치의 이야기는 부르낀도， 알료힌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예들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철학적으로 일 

반화하고， 다시 그것을 통해 청자들을 계몽하려하는 이반 이바늬치의 이야기 

는 청자들에게서 상응하는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 

는 무엇보다도 수사적인 질문과 영탄， 과장과 비약에 근거한 화자의 논리와 

사고의 자기모순， 언행의 불일치 등에서 비롯된다. 

우선 화자 이반 이바늬치의 자기모순은 시골의 목가적 삶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한편으로 시골 생활을 도시 생활의 답답함 

에 대립되는 자유로운 삶으로 간주하면서도(“BbI 3HaeTe, I< TO XOTb pa3 B :l<H3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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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외MaJI ep띠a HJIH BH.lleJI OCeHb lO nepeJIeTHbIX .llp03 .ll0B , KaK OHH B jjCHble, npOXJIa,llHble 

.llHH HOCjjTCjj CT~MH Ha,ll .llepeBHefí, TOT y*e He rOpO.llCKOH )f(HTeJIb, H ero .llO 

CaMOH CMepTH ðY.lleT nOTjjrHBaTb Ha BOJDO,"- 58),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삶으로 

부터의 도망으로， 따라서 삶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YXO.llHTb H3 ropo.lla , OT 

ðOPbðbI, OT *HTefícKoro 띠yMa ， yXO.llHTb H npjjTaTbCjj y ceðjj B yca.llbðe -- 3TO He 

)f(H3Hb, 3TO 3rOH3M, JIeHb, 3TO CBoero pO.lla MOHameCTBO, HO MOHameCTBO ðe3 

nO.llBHra ," - 58) , 또한 그는 고요와 평 안이 압박하는 도시 적 삶에 못 견뎌 하 

면서 (“ .. , H C Tex nop LlJI5I MeH5I CTaJIO HeBbIHOCHMO ðbIBaTb B ropo.lle , MeHjj 

yrHeTa lOT THmHHa H cnoKofícTBHe .. ," - 64), 자신 의 힘 없음을 핑 계 삼아 도시 근 

처의 양마장에 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시골로 사냥을 나간다 

(“OH *HJI OKOJIO ropO.lla Ha KOHCKOM 3aBO야 H npHeXaJI Tenepb Ha OXOTY, tIToðbI 

n。매maTb t쩌CTblM B03 ,llyXOM," - 42) , 이처럼 시골의 삶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속에서 사고와 행위의 불일치 내지 절충적인 자세가 분명하게 감지된다. 

또한 즉각적 실천에 대 한 반복적 인 강조(“H On5lTb-TaKH , BO-HMjj tIero *.llaTb?" 

- 64)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실토(“H y*e CTap H He rO*yCb .lll때 ðOPbðbI, 51 

HecnocoðeH .lla*e HeHaBH.lleTb , H TOJIbKO CKopðJI매 .llymeBH。’ pa3 .llpa*aIOCb, .llOca.llYlO, 

no HO tIaM Y MeH5I ropHT rOJIOBa OT Han.llbIBa MblcJIefí, H 51 He Mory cnaTb .. , Ax., 

ec깨 ð 51 ðbIJI MOJIO.ll!" - 64)에서도 그의 삶의 모순이 드러난다. 

이밖에도 개별적인 예들을 통한 철학적 일반화의 과정에서 화자 이반 이바 

늬치의 지나친 과장이나 논리적인 비약， 그리고 서정적인 일탈을 적절하게 제 

어 하는 청 자 부르낀 의 즉각적 이 고 반복적 인 개 업 (“3TO BbI y* H3 .llpyroη 。nepbI，

-- CKa3aJI 5YPKHH," - 59)도 그 자신의 인식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이반 이바 

늬치의 논리 전개의 근거 박약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준다. 

게다가 마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듯이 얘처롭고 애원하는 듯한 미 

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이반 이바늬치의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주장(“CtIaCTb51 

HeT H He .llOJI)!(HO ero ðblTb, a eCJlli B )f(H 3HH eCTb C뻐，ICJI H l.\eJIb, TO CMbICJI 3TOT 

H l.\eJIb BOBce He B HameM CtIaCTbe , a B LfeM-TO 60JIee pa3yMHOM H BeJIHKOM, 

lleJIaHTe .lloðpo!" -62) , 즉 행복 자체를 부정하고 ‘뭔가 보다 현명하고 위대한 

것’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인 조건과 구체적인 

상횡 속에서 ‘진정한 진리 (HaCT05lma51 npaB.lla)’를 추구했던 체홉적 맥락과는 아 

무런 공통점이 없다. 

작품 결말의 “밖 이야기”에서 화자 이반 이바늬치의 인식의 상자성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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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반박이나 비판， 혹은 잉여적인 주석이나 설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자들의 반응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서술 

자의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비춰진다. 서술자는 가벼운 펼치로 인물-화자 이 

반 이바늬치의 의도와 청자 부르낀과 알료힌의 반응의 불일치를 제시하여 독 

자에게 화자의 올바름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고하게 만든다. 이반 이바늬치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청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들에게 나무딸기를 먹는 가 

난한 관리의 이야기는 단지 무료하게 느껴질 뿐이었다(“PaCCKa3 I1BaHa I1BaHbNa 

He YllOBJleTBOpHJI HH EiypKHHa, HH AJIexHHa ... c JlywaTb paCCKa3 rrpO 6ellH~íy-

4HHOBHHKa, KOTOp뻐 e Jl KpbI*OBHHK, 6blJlO CKY4HO." - 65). 오히려 이반 이바늬치 

의 장광설을 포함한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액 

자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군들과 부인들이 언젠가 거닐고 앉아서 차를 

마셨던 그 거실에 그들이 지금 있고， 아름다운 밸라게야가 소리도 없이 이곳 

을 드나들고 있다는 존재 그 자체의 기쁨이다. 또한 하루 종일 농사일에 지쳐 

졸리는 알료힌에게는 이반 이바늬치의 말이 현명하고 올바른 것인 지의 여부 

는 관심 밖의 일이고， 단지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뭔가에 대 

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기뿔 뿐이다.밍) 

“주여，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청하는 이반 이바늬치와 영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냄새 때 

문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르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은 r상 

자 속의 인간」의 결말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의 거의 완전한 역전이다. 여기에 

서는 ‘상자 속의 인간’을 연상시키는 이반 이바늬치의 형상과 인식의 불구성 

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상자 속의 인간 부르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겹쳐 

지고 있다. 그리고 부르낀의 잠을 방해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빨라게야가 

잠자리를 마련해준 넓고 시원스런 침대에서 기분 좋게 풍기는 산뜻한 침대보 

냄새를 해치는 이반 이바늬치의 담배 타는 냄새의 지독함이， 즉 이반 이바늬 

치의 장광설의 해악성이 거듭 강조된다. 밤새도록 장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이러한 상자적 분위기를 더욱 짙게 드리운다. 

25) 여기에서 우리는 연작의 마지막 작품 「사랑에 대하여」에서 본격화될 주제이고， 
「나무딸기」의 도입부의 ‘밖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된 얄료힌의 외적 모습과 정신세 

계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반복적 암시， 즉 현재의 삶과는 다른 무엇에 대한 지향 

을 엿볼 수 있다. 이 또한 작품들의 연작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주요한 모티프들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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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작가는 화자의 열렬하고 고양된 장광설에 대해 청자들의 냉랭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병치함으로써 화자의 상자성을 간접적이지만 아주 엄정하게 

객관화하고 있다. 또한 「상자 속의 인간」과 r나무딸기」의 두 작품에 걸쳐 부 

르낀과 이반 이바늬치의 서로 교체된 역할과 역전된 모습을 통해， 즉 인물들 

의 상호 조명을 통해 상자성의 편재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3. r사랑때 대하여 J. 학자적 관례성의 상자성 

<소(小)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 「사랑에 대하여」는 앞의 두 작품과 마찬 

가지로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른바 ‘안 이야기’가 일관되게 1 

인칭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말하자면 액자 소설의 

두 개의 서술 층에서 안팎의 이야기들의 상호 관계와 ‘밖 이야기’의 역할의 

문제는 앞선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물-화자와 서술자 사이의 역동적인 

거리 내지 인물-화자에 대한 서술자의 객관화라는 맥락에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안 이야기’에서는 1인칭 소설의 의미 구조를 결정하는 체험 

하는 자아와 서술하는 자아 사이의 거리 문제가 서술 주체인 화자 얄료힌의 

인식의 객관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다.잃)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에 대하여」에서 두 자아 사이의 거리 감각의 모호함 

내지 긴장의 부재는 앞의 두 작품에서 보다 서술의 객관성의 문제， 즉 화자 

알료힌의 사고와 행위에서 상자성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작품의 도입부는 이른바 작품의 중심 소재인 ‘사랑’에 관한 동기 부여로 시 

작된다. 요리사 니까노르와 하녀 뺑라게야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투실투실한 

얼굴과 작은 눈을 지닌 중키의 사내’인 니까노르의 외모와 술， 욕지거리， 구타， 

두터운 선앙심 등의 행위와 성격에서 드러나는 모순성과 뺑라게야의 태도의 

모호함이 강조된다. 이것은 알료힌과 안나 알렉세예브나의 삶과 사랑의 성격 

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알료힌에게 비밀성(“~O CHX nop 0 nro6BH 6bma CKa3aHa 

26) 일반적으로 동장인물의 세계와 서술자의 세계가 분리된 두 개의 영역으로서가 아 
니라， 인물-서술자인 화자 한 사람의 자아 속에 통일되어 있는 일인청 소설에서 

체험 행위와 서술 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적인 간격’ 내지 ‘긴장’은 소설의 의 

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F. 슈탄첼(982) ，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안삼환 옮김， 서울: 탐구당， pp. 49-7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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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JJbKO O,llHa HeOCnOpI1Ma~ npaB,lla , a l1MeHHO, 'ITO ‘TaHHa CI1~ BeJJl1Ka eCTb' •.. " 

- 66)을 통한 사랑의 신비화에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알료힌은 이른바 ‘일반화의 거부와 각각의 경우의 개별화’(“ ... 11 

caMoe JJ)"'Iwee , nO-MOeMY, - 3TO 06b~CHI1Tb Krut<，llb따 CJJyYaH B OT,lleJJbHOCTI1, He 

n비Ta~Cb 0606띠aTb. Ha,llo , KaK rOBop~T lloKTopa, HHI1HBκaya.JJH3HpOBa Tb KOJJ<lIbIH 

OTlIeJIbH.뼈 CJIYLJa.H." - 66)라는 널리 알려진 체흡 고유의 시 학적 원칙을 사랑 

의 문제를 논하는 자신의 방법적 전제로서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화자 알료힌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각각의 경우의 개별화’라는 체 

홉의 ‘객관성’의 시학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가의 문제이다.긴) 

‘상자성’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인간 삶의 

부조화의 문제이다. 요리사 니까노르와 아름다운 하녀 빨라게야의 모순적 사 

랑， 소명을 놓쳐버린 알료힌의 삶과 개인적 행복의 부조화， 루가노비치 가족 

의 모순적인 삶 등 소망과 능력에 따라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 

기가 중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등장한다. 

알료힌의 이야기는 「나무딸기」의 도입부에서 부르낀과 이반 이바늬치에 의 

해서 직감된 그의 외적 모습과 정신세계의 부조화， 즉 삶의 모순적 성격에 대 

한 자기 고 백 (“nO BOCnl1TaH깨o ~ 6eJJOpYYKa, no HaKJJOHHOCT~M - Ka611HeTHh따 

pa60TH따." - 67)으로 시작된다. 우연찮은 이유 때문에 영지에서 살게 된 알료 

힌은 일정한 외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노동 생활과 문화적 습관을 쉽사리 

조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외적 질서의 유지 자체가 결 

코 쉽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만으로는 모순적 삶의 조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그에게는 실제의 삶과 이상적인 삶이 

27) 일반적으로 체홉 문학에서 ‘각각의 경우의 개별화’는 보편타당한 해결책 혹은 일반 
화의 거부이며， 보편적인 것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구체적인 현상 

들 속에서 항상 수반하는 복잡성에 대한 탐구이고， 일반화로 환원되지 않은 반복 

불가능한 현상을 감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임의의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서 

자유로운데， 객관적인 진리의 부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인간 
지식의 근접 정도가 역사적으로 한계 지워진다는 의미에서 모든 지식의 상대성을 

인정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화는 ‘올바른 문제 제기’를 지향하는 체홉 시 
학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서 제기되며， 그것은 교조주의와 상대주의에 맞선다 

는 의미에서 ‘상자적 사고’에 정변으로 대립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해서 는 o BOH Ke(2000) “o n03TI!Ke 06beKTI!BHOCTI! A.n. l.{exoBa," J1Hcc. KllHJL IþHJ10α 

HllyK. M.: MfY., CC. 42-48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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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두 가지 삶의 양태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고(“nOcne CrraHb~ B CaH~X 

rrocne JIIOllCKOti l<yXHH CHlleTb B KpeCne , B '1HCTOM ðenbe, B nerKHX ðOTHHKaX, C 

uerrblO Ha rpyllH - 3TO TaKa~ pOCKOmb!" - 68), 그러 한 모순적 상황은 그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그는 적막한 시골 속에 파묻혀 지주로서의 

무익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적 갈망을 채워줄 교양 있고 박 

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망한다，28) 

따라서 안나 알렉세예브나와의 만남은 ‘젊고 아름다우며， 상냥하고 이지적 

인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그리움의 실현이었고， 그녀의 시선， 우아하고 고상 

한 손， 실내복， 머리 모양， 목소리， 발걸음 둥은 알료힌의 삶에 “뭔가 새롭고 

희귀하며 중대한 어떤 인상"(“ .. ,Brre'laTneHHe '1erO-TO HOBOrO, HeoðbIKHOBeHHOrO 

B MO해 째3HH H Ba째oro ，" - 70)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삶의 부조화에서 비 

롯되는 실제의 삶에 대한 불만족 속에서 알료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지속적 

으로 꿈꾸고， 결국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쉽사리 내닫는다. 모성애적 성격29)에 

서 출발했던 안나 알렉세예브나와의 관계가 이성간의 사랑으로 급격하게 주 

관화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하지만 현실의 주관화는 자신과 타인들의 비 

밀에 대한 곡해， 예컨대 루가노비치 부부의 불행한 결혼， 루가노비치의 부정 

적인 품성， 자신과 안나 알렉세예브나의 사랑의 상호성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그것은 곧장 또 다른 상투적이고 관례적인 사고 

이를테면 사랑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 미래의 삶의 불확실성， 루가노비치 가 

족의 미래의 불행에 대한 고민 등에 가로막혀 버린다. 여기에서 결국 알료힌 

의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상투적이고 관례적인 사고에 다름 아님이 

병백해 진다. 

얄료힌의 주위 세계에 대한 전지적인 인식은 그것의 실상과는 너무나 거리 

가 멀다. 예컨대 안나 알렉세예브나의 불만족(침묵， 거친 행위， 신경 쇠약 등) 

28) 이렇듯 시골에 틀어박혀 자신의 능력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알료한의 모순적인 삶 
은 루가노비치 부부의 동정의 대상이 된다: “OHII 6eCnO I<OIl.1lllCb, '1TO JI, 06p430B4HH뻐 
니eJlOBe l<， 3H4101Il1I잉 Jl3b11<1I, BMeCTO TOrO , '1To6b1 34HIIM4TbCJI H4yl<OH 11끼11 J1I1Tep4TypHblM 

Tpy.llOM, :t<IIBy B .IlepeBHe, Bep'lycb I<a l< 6eJll<4 B I<OJleCe, MHOrO p460T41O, HO BCer.ll4 

6e3 rpOW4 ,’'(71) 
29) 알료힌은 안나에게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앨범에서 본 듯한 ‘이미 알고 있는’ ‘친 

숙한’ 느낌을 자주 받으며， 그녀 앞에서 마치 자신이 ‘소년’이 된 듯한 감정에 반복 

적으로 휩싸인다. 



안돈 체홉의 〈소(小) 삼부작〉 연구 97 

은 알료힌까지 포함한 주위 세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삶의 권태와 지루함 내 

지 사회 전체에 드리운 이른바 상자성에서 기인한다. 어머니와 언니 집의 잦 

은 방문은 감옥 같은 일상으로부터 일시적인 탈출의 시도이며， 알료힌에 대한 

분노는 사랑하는 여인의 내면세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 없이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는 상자적 인물에 대한 일종의 증오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끄뢰엄으로 요양을 떠나는 안나 알렉세예브나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은 두 사 

람의 관계를 ‘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장미 혹은 숙명적인 문제들로 꾸미려는’ 

(“06b1KHOBeHHO Jl1060Bb n03TH3HpyIOT, yKpawalOT ee po3a뻐，.. poKOB뻐 Bonpoc aMH .. , " 

- 67) 알료힌의 상투적인 자기 정당화이며 그의 일인극(一人劇)에 불과하다 

(“Korna TyT , B Kyne , B3rmlllbI Ha뻐 BCTpeT4HJlHCb, nyweBHble CHJlbI OCTaBHJlH HaC 

o60Hx, R 06HRJl ee , OHa npHll<a JlaCb JlHUOM K MOe꺼 rpYllH, H CJle3bI nOTeKJIH H3 

r Jla3; ueJIYR ee JIHUO, n Jle4H, pyKH, nOKpble OT CJle3,- 0 , KaK MbI 6bIJIH C Heft 

HeC4acTHbI! - R npH3HaJlCR eft B cBoeft JII06BH .. ," - 74) , 여 기 에 서 안나의 반응 

은 알료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애 어린 동정의 고결한 

표현이다. 게다가 사랑의 본성에 대한 알료힌의 궁극적인 사고(“51 nOHRJl, 4T。

Korna JlI06HWb, TO B CBOHX paccy:K.lleHHRx 06 3TO꺼 JD06BH Hy:f<HO HCXOllHTb OT 

BbJCmerO, OT 6011ee Ba>KHerO, 4eM C4aCTbe JlH Hec4acTbe, rpex HJIH n06pOneTeJlb 

B HX X01lR4eM CMbICJle , HJIH He Hy:f<HO paccy:K.llaTb BOBce," - 74)는 삶의 의 미 와 

목적에 대한 이반 이바늬치의 장광설을 닮아 있으며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것 

과 유사한 불협화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사랑에 대하여」에서는 상자성이 인간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 

어 있으며， 본성상 자유로운 감정인 사랑이 관습성과 선입관으로 둘러싸여 결 

국 두 사람의 행복은 파국을 맞는다. 여기에서 상황의 빠포스는 이뤄지지 못 

한 사랑의 비극에서가 아니라 알료힌의 오도된 삶의 비극에서 비롯된다. 

특히 사랑의 본성에 대한 알료힌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야기의 맥락에 벗어 

난 주관적인 일반화이다. 그럼으로써 화자 알료힌은 자신의 이야기의 방법적 

전제였던 ‘각각의 경우의 개별화’라는 체흡 시학의 중요한 원칙으로부터도 최 

종적으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칭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알료힌의 이야기에서 이른바 체험하는 자아와 서술하는 자아 사이에는 긴장 

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화자 알료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완전하고 실 

감나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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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따라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체험하는 자아의 주관성에 침윤되어 있 

으며， 개별화의 원칙은 상대주의로 전락하거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보여 지 

듯이 그것의 다른 극단인 생경한 일반화로 귀결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1인칭 

소설로서 알료힌의 이야기는 객관화를 위한 의미 있는 거리가 부재하며， 따라 

서 체홉적 개별화에 실패하고 마는데， 이것은 다름 아년 이야기 주체인 화자 

얄료힌의 상자성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하여 서술자는 알료힌의 인식의 상자성이 루가노비치 부부에 의해 

서도 감지되었던 알료힌의 삶의 부조화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청자인 부르낀 

과 이반 이바늬치의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OHH ... )f(a.JIe llH, YTO 

3TOT yeJJOBeK C .l106PbIMH, Y빠{bIMH rJJa3 aMH, KOTOpblH paCCKa3b1BaJJ HM C TaKHM 

YHCTOCep.lleYHeM, B CaMOM .lleJJe BepTeJJC~ 3.lleCb, B 3TOM rpOMa,llHOM HMeHHH, KaK 

6eJJKa B KOJJeCe, a He 3aHHMa.JIC~ HayKoH HJJH yeM-HH6Y.llb .llPyrHM, YTO .lleJJaJJO 

6bI ero )f(H3Hb 60JJee np때THOH끼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알료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으며， 체험과 서 
술 사이에 의미 있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알료힌의 비극은 

이뤄지지 못한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의 진정한 원 

인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무능력에 있다. 

또한 서술자는 알료힌의 삶을 지배하는 상자성에 비가 그친 후 나타난 햇 

살을 받아 거울처럼 벚나는 강 하구와 정원의 멋진 전망을 잇대어 놓는다. 게 

다가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부르낀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서 형성된 안나의 

초상에 두 청 자들에 의 해 체 험 된 안나의 실 제 초상을 대 비 (“06a OHH BCTpe니aJlH 

ee B ro po.lle , a 5ypKHH 6bIJJ .lla )f(e 3HaKOM C He찌 H HaXO.llHJJ ee KpaCHBOH." - 74) 
시켜 알료힌의 시각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상대화시킨다 

3. 결론<소(小) 삼부작〉의 연작의 의미 

<소(小) 삼부작>에서 연작성은 개별적 전일성을 지닌 세 작품의 구조적인 

상호 연관에 기초한 보편적 총체성의 창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개별 작품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세 작품은 다양한 구조 차 

원에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 작품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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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한 내적 연관에서 비롯되는 상위 맥락 즉 세 작품 전체를 가로지르는 단일 

한 상위 구조와 상위 주제-이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연작을 통해 조직된 〈소(小) 삼부작〉의 단일한 상위 구조는 ‘액자 소설들 

의 연쇄’이다. 주지하다시피 액자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각 작품에서 핵 

심적인 의미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는 두 개의 서술 층 즉 ‘안 이야기’와 ‘밖 

이야기’의 상호 관계이다. 체홉에게서 안팎의 두 이야기는 대화적 연관을 이 

룬다. 이려한 대화적 연관은 서술의 두 주체인 서술자 - 화자의 관계에서뿐 

만 아니라， 화자 - 청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화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 

친다. 개별 작품에서 화자 - 청자의 고정된 관계는 연작의 툴 위에서 그들 

간의 상호 순환적인 역할 바꾸기를 통해 역통적인 관계로 발전하며， 이 과정 

에서 인물-화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작품들 사이에 또 다른 대화적 연관 

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상-하위 맥락에서 동시적으로 작통하는 서술자 - 화 

자， 화자 - 청자 사이의 대화적 연관은 다름 아닌 상대화(객관화) 구조이다. 

말하자면 인물-화자들은 서술자와의 관계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중적 

으로 상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小) 삼부작>의 연작의 구조인 ‘액자 소 

설들의 연쇄’는 다름 아닌 ‘중층적인 상대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위 구 

조는 이른바 ‘임의의 상자성의 노출과 부정’이라는 〈소(小) 삼부작>의 상위

주제 이념의 예술적 형식이다.재) 

<소(小) 삼부작>을 구성하는 세 작품은 소위 ‘상자성’이라는 단일한 주제의 

다양한 변주이다. ‘액자 소설들의 연쇄’라는 연작의 외적 구조와 ‘중층적 상대 

화’라는 연작의 내적 구조에서 분명해지듯이 작가 체홉은 상자성의 문제를 존 

재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기하며， 따라서 작가의 관심 

은 이야기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체로서 인물-화자에게로 향한다. 

각각의 작품에서 화자는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과 입장을 지닌 인식과 평가 

의 주제로서 등장한다. 말하자변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방향 지우는 나름대로의 

인식과 평가의 잣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하고 

삶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대답을 제공하는 일종의 틀 

(띠a6J10H) 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소(小) 삼부작>에서 거의 모든 인물 

들은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현실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되는 

30) 이와 같은 구조의 다층화와 복잡화는 진리의 외적 간결화는 구조의 내적 복잡화를 
요구한다는 채홉 시학의 고유한 미적 원리의 실현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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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부조화 속에서 놓여있다. 특히 세 작품의 화자들에게서 그것은 교사-예 

술가 부르낀， 수의사-사회활동가 이반 이바늬치， 지주-학자 알료힌과 같이 실 

제의 삶과 이상적 삶의 간극으로 각각 구체화된다. 이러한 삶의 모순은 화자 

들에게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에 대한 반복적인 불만으로， 다른 한편으 

로 새로운 이상적인 삶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직접적으 

로 그들의 세계 인식을 제약하며， 궁극적으로 인식의 상자성으로 귀결된다. 

예컨대 부르낀의 예술가적 상상력， 이반 이바늬치의 사회활동가적 논리력， 알 

료힌의 사고의 학자적 관례성 둥이 그것이다. 이러한 화자들의 인식의 상자성 

은 한결같이 현실에 대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낳으며 그로 인한 실제 

삶과 인식의 괴리는 반복적으로 삶의 불행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삶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처럼 화자들의 상자성은 언제나 현실의 이름으로 심 

판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존재 상황의 불합리성에서 초래되는 

인식의 상자성을 화자 자신들이 충분하게 혹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액자소설들의 연쇄’를 통한 ‘임의의 상자성의 노출 

과 부정’이라는 <소(小) 삼부작>의 연작적 구조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밝혀 

진다. 앞서 밝혔듯이 화자들의 임의의 상자성은 화자 - 청자 관계의 순환적 

연쇄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객관화된다. 화자들 간의 상호적인 객관화는 엄밀 

하게 상대적인 상호 부정의 형식을 띤다. 이에 반해 연작 전체에 걸쳐 ‘불편 

부당한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서술자는 화자들의 ‘안 이야 

기’의 닫힘성과 철학적 종결성에 대비되는 ‘밖 이야기’의 열림성과 일상적인 

삶의 무한성， 특히 외적 영원성과 무한성의 내부에 유동성과 변화성(달밤 • 

비 내리는 낮 -• 햇살 가득한 아침)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 

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임의의 상자성의 추악함을 비록 간접 

적이지만 보다 절대적으로 비춰준다，31) 

31) 화자들의 이야기에서 구체화되는 다양한 차원의 삶의 이원적 대립들을 서술자는 

자연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극복한다. 예를 들어 부르낀의 이야기에 의해 야 

기된 언찮은 기분 상태는 달밤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니꽁라이 이반 

늬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에 대한 상념으로 그리고 알료힌 

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멋진 정원과 강 하구의 전망 

에 의해서 지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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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 럼 체홉은 연작화를 통해 단편(paCCKa3) 장르의 고유한 잠재성을 맘껏 

펼치면서도 장르적 경계를 넘어서 단편의 전혀 새로운 가능성， 즉 인간과 세 

계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 거대 서사적 총체적 접근올 시도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존재와 인식의 차원에 두루 걸쳐있는 상자성의 다면적이고 복합 

적인 성격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와 극복에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 

하자면 작가 체홉은 세 작품의 연작화를 통해서 단순히 ‘상자성’이라는 단일 

한 주제의 소재적인 확장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세 작품의 화자 부르낀， 

이반 이바늬치 그리고 알료힌은 교사 수의사 지주 둥의 당대 러시아의 중간 

계층을 대표하는 범속한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 사회활동가， 학자 등 

의 이른바 당대 러시아의 ‘생각하는 사람’(“MbICJHl101I(째， r Jly60Ko nop~.llOl.lHbIH ， 

BocmnaHHbIH Ha TypreHeBe H IIle.llpHHe," - 44) 즉 인첼리겐찌야의 대표자들이 

다. 따라서 주관적 상상 철학적 일반화 관례적 사고 둥 이른바 화자들의 인 

식의 상자성은 당대 러시아 사회의 핵심 계급이고 작가 자신이 속했던 지식 

인 계급들의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제기된다. 이처럼 체홉은 연작화를 

통해 당대 러시아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상자적 성격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체홉은 상자적 인식의 전형적인 유형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형적인 

방식들에도 주목하고 있다상자 속의 인간」에서 3인칭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벨리꼬프에 대한 부르낀의 이야기는 제3자， 즉 타자에 대한 인식을나 

무딸기」에서 3인칭과 1인청 소설의 혼합된 형식을 띠고 있는 니꼴라이 이바 

늬치와 자신에 대한 이반 이바늬치의 이야기는 제3자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 

까운 타자(동생)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통한 자기 인식을， 마지막으로 r사랑 

에 대하여」에서 1인칭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알료힌의 자기 사량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인식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말하자면 작가는 타자에 대한 인 

식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전형적인 방식들에서도 상자 

성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체홉의 거장성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일상적인 삶 속에 마치 배음처럼 전면 

적으로 깔려있는， 즉 어디에도 없으나 도처에 존재하는， 따라서 일상적인 인 

식에는 단지 어렴풋이 감지될 뿐인 상자성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구체적으로 

문제화했다는 데 있다.<소(小) 삼부작>의 등장인물들은 예외 없이 나름의 

‘상자성’에 사로잡힌 소위 ‘상자 속의 인간(맨J10BeK B IþYTJI~pe)’들이다. 즉 

<소(小) 삼부작>의 세계에는 ‘양심적인 자유인(l.IeCTHbI때 CBo60.llH뻐 l.IeJlO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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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 체홉의 진정한 문제의식은 ‘생생 

한 내용을 집어삼키는 구태의연한 형식들’에 대한 분명한 저항 속에， 다양한 

‘상자 속의 인간’ 형상들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재현을 통한 진정한 ‘양심적 

인 자유인’의 끝없는 추구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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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BOH-Ke 

B JUiTepaTypoBelleHHH nOll JIHTepaTypHbIM 띠KJIOM 06blt:(HO nOllPa3yMeBaeTC~ 

ípynna npoH3BelleHH꺼 COCTaBJIeHHa~ H 06bellHHeHHa~ CaMHM aBTOpOM H 

npellCTaBJI~lOllla~ co60H CBepX:I<aHpOBOe ellHHCTBO. HOBoe Kat:feCTBO 

JIHTepaTypHOíO UHKJIa KaK n03THt:feCKOíO nOH~TH~ COCTOHT B C0311aHHH HOBOí。

C뻐ICJIOBOíO KOHTeKCTa H 06띠eH ueJIOCTHOCTH Ha OCHOBe TeCHOH B3aHMOCB~3H 

OT lleJIbHbIX npoH3 Belle빠깨 CO CBoeH ueJIOCTHOCT낭o. H뻐때H CJIOBa빠i ， UHKJIHt:feCKa~ 

~opMa 3TO OTKpbITOe MHO:l<eCTBO npH HaJIHt:fHH 06띠eH HlleH HJUi 3TO 

3CTeTHt:feCKa~ cHcTeMa, npoH싸(HYTa~ e llHHoH xYllo:l<ecTBeHHoi끼 KOHuenUHeH 

C뻐OíO aBTopa. C 3TOH TOt:f 1이i 3peHH~ B llaHHoH CTaTbe no.upo 6Ho OCBelllaeTC~ 

aKTyaJIbHbI꺼 Bonpoc 뻐K뻐HOCTH 뼈JIe빠(0꺼 TpHJIO대R’ A. n. 4exoBa: 에eJIOBeK 

B ~YTJI~pe) ， (KPbI:l<OBHHK) , (0 JD뻐6BH) (1898). B CTaTbe ylleJI~eTC~ oc060e 

BHHMaHHe aHaJIH3y CTpyKTypbI UHKJIa H npell끼aíaeTC~ HOBbIH B3íJI~ll Ha eí。

MHOí03Hat:fHOCTb. 

HOBOH 06111eH HallcTpyKTyp。η ‘MaJIeHbKOH TpHJIOí짜，’ ~B~eTC~ CuenJIeHHe 

06paMJIeHHbIX Tpex paCCKa30B. B Ka:l<llOM H3 HHX 06paMJIeHHa~ CTpyKTypa, B 

OCHOBe KOTOpOH JIe:l<HT llHaJIOíHt:feCKa~ B3aHMOCB~3b llByX nOBeCTBOBaTeJIbHbIX 

CJIOeB T .e. BCTaBHOH t:faCTH(HcTOp뻐 íepo~-paCCKa3 t:fHKa) H 06paMJI~뻐e꺼 

t:f aCTH(06paMJIem쩌 nOBeCTBOBaTe~) ， HípaeT CYllleCTBeHHylO pOJIb B Kat:f eCTBe 

XYllO:l<eCTBeHHOH ~pMbI CJIOBeCHOH opíaHH3a뻐H TeKCTa. 3TOH CTpyKTyp。찌 

nOBeCTBOBaHH~ 0603Hat:fHbI OTHOCI’TeJIbHOCTb H OípaHHt:feHHOCTb TOt:fKH 3peHH~ H 

Kpyí030pa íepo~-paCCKa3 t:fHKa KaK cy6beKTa n03HaHH~ H oueHKH. K TOMY :l<e B 

UHKJIHt:feCKO찌 HallcTpyKType ‘HH마iBHllYaJIH3aUH~ Ka:t<llOíO OTlleJIbHOíO c JIYt:fa~’ 

BceCTopOHHe npoBelleHa llHaJIOíHt:f eCKH씨 OTHoweHH~MH Tpex íepoeB 

-paCCKa3t:fHKOB npH B3aHM03 aMeHe pOJIe때 (paCCKa3t:fHKa - cJIywaTe~). TaKHM 

06pa30M, B ‘MaJIeHbKO꺼 TpHJIOíHH’ UHKJI KaK HOBa~ HallcTpyKTypa CJIY:I<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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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HKOB npH B3aHM03 aMeHe poneH (paCCKa3YHKa -- cnymaTe~). TaKHM 06pa30M, 

B ‘ManeHbKOH TpHnOrHH’ u짜<n KaK HOBa~ HancTpyKTypa cny*HT OcymecTBneHH~ 

aBTopCKOH n03HllHH TaK Ha3blBaeMOH “npaBHnbHOH nOCTaHOBKH BOnpOCa." 

Ka:I<마IH H3 TpeX paCCKa30B, COCTaBn~~mHX ‘ManeHbKylO TpHnOrH~’， ~BmleTC~ 

pa3HO다 BapHaUHeH TaKO꺼 enHHOH TeMbl, KaK H306nHyeHHe H OTpHuaHHe ~60H 

‘!ÞYT~pHOCTκ’ Y A. n. 4eXOBa nOH~THe ‘!þyTn~pHoCTb’ npe:I<ne BCerO HMeeT 

rHoceOnOrHyeCK뻐 xapaKTep, T. e. CB~3aHO C OCMbICneHHeM :I<H3HH, 

opHeHTHpoBaHHeM B HeH, n03TOMY nHCaTe~ HHTepecyeT He CTOnbKO 

‘!ÞYTn~pHOCTb’ npenMeTa paCCKa3bIBaHH~(repO~) ， CKOnbKO ‘!ÞYTn~pHOCTb’ cy6beKTa 

paCCKa3뻐aHI쩌 (paCCKa3YHKa). TaK째 nyTeM, A. n. 4eXOB 06HaPY*HBaeT 

THnHYHble M~ COBpeMeHHblX eMy MblCn~mHX n~neH pa3HOBHnHOCTH ‘!ÞYT ~pHOCTH，’ 

B OCHOBHOM o6ycnoBneHH얘 HenenOCT~ H npOT뻐opeY깨뻐 cy띠eCTBYIO띠ero 

yCTpoHcTBa 쩌’3HH ， H B nanbHe꺼meM nOKa3blBa~ pa3nHYHble H CnO:I<Hble xapaKTepbl 

repoeB, 3aTparHBaeT CymecTBeHHble npo6nel뻐.1 B pyCCKOH :I<H3HH CBOeH 3nOXH. 

B 3TOM OTHOmeHHH YTBep:I<naeTC~ ， YTO HaCTO~ma~ np06neMaTHKa ‘ManeHbKO꺼 

TpHnorHH’ conep째TC~ B yCTO꺼YHBOM OTKa3e OT n~6blx !ÞYTnjJpOB, B KOTOpble 

nbITa~TC~ 3aKπOYHTb ne찌CTBHTenbHYIO 짜’3Hb H B nOCTO~HHbIX nOHCKaX yeCTHOr。

CBo6onHoro YenOB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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