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스토예프스커의 환상소설 r여주인」 연구 

김 연 경‘ 

1. r여주인j의 환상성 이해에 있어 레르몬토프의 r슈토스j의 의미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에 있어 ‘환상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지난 세기 도 

스토예프스키학이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의 연구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후기 장편의 몇몇 환상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되어 왔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일단의 환상적인 작품들은 

일종의 ‘사생아’ 혹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아 왔다분신(llBOHHHKL (846) , r 여 

주인 (X03jjHKa)J(1847) ， r 악어 (KpOKO뼈JJ)J (865) 등이 그 예이다. 특히여주인」 

은 벨린스키의 감정적 비난에 가까운 혹평1) 이후 미적 대상으로서뿐만 아니 

라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한 듯했다， 20세기 초반부터 몇몇 학자들에 

의해 몽상가 소설로서의 「여주인」의 시학의 특수성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2) 최근에는 신화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선보였으나，3) 도스토예프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B, r , EenHHcKHß(1953-1959) “B3rn.s!1l Ha pyCCKylO 재TepaTypy 1847 rOlla", nOJlHOe 

c06paHHe CO 'lHHeHHií, T , 10 이 외에도 벨린스키는 몇몇 사적인 글에서 「여주인」을 

비 하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T ， 12, c, 421; T, 12, c , 467; T, 10, c , 363) 안넨코프 

역시도 완곡한 어조이긴 하지만 「여주인」에 나타난 광기의 드라마를 비판했다 

(n, B, AHHeHKoB(2000) “3aMe깨KH 0 pyCCKO꺼 nHTepaType 1없8 rOlla" , KpHTH'IeCKHe 

O 'lepKκ cn6,: pxm, c , 31.) 
2) B‘ φ ， nepeBep3eB(1982) rOrOJlb, l!ocToeBCKHií, JtcC.11/1eOBaHHJl, M,: COBeTCKHß IlHcaTenb, 

c, 230; c, H, POIl3eBHQ(1917) “K HCTOpHH pyccKoro pOMaHTH3Ma (3, T‘ A, rOφMaHa H 

30-40-e rr , B Hameß nHTepaType)", PyCCKHií iþHJlOπ'OrH'IeCKHií BecTHHK, T, 77, No 

1-2, neTporpall; A, JJ, EeM(2001) JtCCJleJlOBaHHJl: nHCbMa 0 JlHTepaType, M,: 513 b1KH cna

B.s!HCKOA KynbTypbl; 끼 n, rpoccMaH(1962) l!ocToeBcKHií, M,: MonOlla.s! rBapllH.s!, 
CC , 94-98; B, 51, KHpnoTHH(1979) Jt36paHHble pa60Tbl B Tpex TOMax, T, 2, M,: xYllo

lI<eCTBeHHa.s! nHTepaTypa, CC , 76-88 (To lI<e caMoe ,(1947) MOJlOJloií l!ocToeBCKHηM，: 

XYIlOll<eCTBeHHa.s! nHTepaTypa); B, H, 3axapoB(1985) CHCTeMa *aHpOB l!ocToeBCKoro: 

THI10JlOrHJl H I103 THK a, JI,: 끼ry， CC , 75-99; H, M, 4HpKoB(1967) 0 CTHJle l!ocToeBC

Koro - I1p06JleMaTHKa, HJleκ 06pa3bl, M,: HayKa, CC , 5-15; K, B, MOqyJlbCK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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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여타 ‘작은 산문(MaJlaJl np03a)’과 비교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그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작가의 창작 인생에서도 「여주인」은 그다지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프로하르친씨」를 발표한 직후인 1846년 12월 말 도스토예프스키 

는 「밀어버린 구레나룻(C6PJ.l TbJe 6aKeH6ap따，1) J 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다가 폐 

기처분하고 곧 다른 소설 집펼에 몰두한다. 1847년 초 형에게 보낸 편지의 일 

절로 판단하건대여주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선하게， 가볍 

게， 성 공적 으로(cBe)!<O， J1erKO J.I ycnemHO) ’'(28-1: 131)4) 씌 어 졌으며 작가는 첫 

작품 못지않은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의 견해에 따라 자 

rOrOJ1b, C0J10BbeB, ßOCTOeBCKH.α M.: Pecrry6nHKa, CC. 251-256; E. n. nOpomeHKOB 

(1968) “ )\3 b1K H CTHnb rrOBeCTH φ M. llocToeBcKoro rX03jf ll:KH/' , Y'leHble 3anHCKH 

MOCKOBCKoro roc. nel!arOrH'leCKOrO HHcTHTyTa HM. B. H. πéHHHa， No. 288, M.: Mrnl1; 
5. r. PeH3oB(1976) “ rX03jf ll:KaJ φ. M. llocToeBcKoro (K rrpo6neMe lkaHpa)", PyccKaJl J1H

TepaTypa , No. 1, 11.: Hayu; A, 5. 5oTHHKoBa(1977) 3. T. A. r.때'MaH H pyCCKaJI J1HTepa

Typa (nepBaJI n0J10BHHa 19 BeKa): K npo6.πeMe PYCCKO-HeMeaKHX 깨TepaTypHbIX CBJl3eκ 

BopOHelk: 113A, BopOHelkCKoro roc. YH-Ta, CC. 174-180; B. A. CBHTenbcKHll: (1978) 

‘POMaHTH'IeCKajf rrOBeCTb llocToeBcKoro", HHI!HBHl1}'aJ1bHOCTb nHCaTeJ1J1 H J1HTepa

TYPHo-o6I4eCTBeHHblJ1 npoaecc, BopOHelk: 113A. BopOHelkCKoro roc. YH-Ta; r. K. lIleH

HHKOB (1991) “CHHTe3 pyCCKHX H 3arraAHoeBporrell:cKHx TpaAHUHll: B TBOp'leCTBe φ. M. 

llocToeBcKoro", TBopeCTBO φ M. ßOCToeBCKoro: HCKyCCTBO CHHTe3a, EKaTepHH6ypr. 

이 외에도 E. 와시올렉，R. 잭슨，]. 프랭크 등 일부 서구 연구자들， 특히 v. 테라 
스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초기작품 집중 연구를 지적할 수 있겠다.(E. 

Wasiolek(1964) Dostoevsky: The Major Fi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 11-14; R. L. ]ackson(l966) Dostoevsky's Quest for Form: A 
Study of His Philosophy of Ar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 press, p. 89, 
pp. 162-164; ]. Frank(1955) Dostoevsky: the miraculous years 1865-1871 , 
Princeton: Princeton uni. Press, pp. 222-342; V. Terras(1969) The Young 
Dostoevsky (1846-1849) ’ A Critical Study, The Hague - Paris, Mouton, 
pp. 11-12, pp. 27-29, pp. 87-90, pp. 163-155, pp, 195-196, pp, 216-219.) 

3) o. r. 때naKTopcKajf(1999) neTep6yrcKaJl nOBeCTb ßocToeBcKoro, cn6.: II싸npHll: 5y

naHHH, CC. 16-71; E. r. lJepHblmeBa(2000) MHiφOn03TH'leCKHe MOTHBbI B pyCCKOJ1 φaH

TaCTH'leCKOJ1 np03e 20-40-x rOI!OB 19 BeKa, M.: Mnry, AOK. AHC. φHnon. HayK. 

CC. 54-67, CC. 219-222.) 

4) 이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인용은 φ， M, llocToeBcKHll: (1972-1990) nOJ1HOe COφa 

HHe CO 'lHHeHHJ1 B TpHl!aaTH TOMax, 11.: HayKa에 의거하며 인용문 뒤에 권수와 쪽수 

를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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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곧잘 바꿔 왔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번에도 벨린스 

키의 “이상한 작품이다! 알 수 없는 작품이다! (CTpaHHaJ'I Be띠b! HerrOHJ'ITHaJ'I 

Be띠b! )"5)라는 선고를 들은 이후 「여주인 j을 ‘고약한 작품’으로 명명하고 있 

다.6) 그러면서도 1865년판 작품집에 「여주인」을 수록했으며， 주목할 점은 여 

기에 수록된 판본은 1847년 『조국잡기」 판본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1846년의 「분신」을 1866년 작품집에 수록할 때 부제를 변경한 것은 물론 

적잖은 첨삭을 가한 것과는 달리 말이다여주인」에 관한 한 도스토예프스키 

는 이 소설의 ‘고약함’， 즉 ‘환상성’을 작품 자체의 고유성으로 인정한 것이다. 

논의를 유형시기 이전의 창작에 한정시킬 때여주인」은 정도의 차이를 두 

고 ‘관리 테마’의 틀로 엮을 수 있는 1846년과 1847년에 씌어진 작품들 (r가난 

한 사람들~，분신 J，프로하르친씨 J，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 J)의 끄트머 

리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백야J (1848) , r네토치카 네즈바노바~(1849) ， 좀더 이 

후 「작은 영웅J (1857) 등 ‘몽상가 소설 (rrOBeCTH 0 Me4TaTeHJ'Ix)’로 가는 초두에 

서 있는 작품이다. 낭만주의 미학에 바탕을 둔 ‘몽상가 예술가’ 테마 외에 r 여 

주인」은 호프만， 푸쉬킨， 고골， 레르몬토프 등을 통해 시학화된 환상성을 전면 

에 내세우고 있다. 논의의 초점을 몽상가 테마와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도스 

토예프스키의 환상시학에 맞춘다면， 도스토예프스키 환상소설의 시발점인 「분 

신」이 「코」 및 「광인일기」에 나타난 고골적 환상성에 침윤된 반면여주인」 

은 레르몬토프가 낭만주의 환상산문이 자연파의 발달로 인하여 사양길로 접 

어들었을 무렵 집필한 미완성 소설 「슈토스」의 ‘환상의 숨결’(llbIXaHHe !þaHT a 

3HH)7)을 이어 받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은 「분 

신」과 함께 러시아의 낭만주의 환상산문을 마감하는 종결점이변서 동시에 도 

스토예프스키의 이른바 ‘환상적 리얼리즘’8) 구현의 첫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 도스토예프스키학의 성과를 종합할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적 리열 

리즘은 고골의 순수 낭만적 환상 및 그로테스크적 환상， 레르몬토프적인 심리 

5) B, r , 5eJIHHCK때0953-1959) “B3rJlJl.n Ha pyCCKY'O J1HTepaTypy 1847 ro.na", T, 10, c, 351 
6) 1849년 크라예프스키에게 보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편지 (28-1: 147)를 참조하라. 

7) 이 표현은 레닌의 말에서 가져온 B M, 마르코비치의 논문 제목이다.(B ， M, MapKOBH'1 

(1990) “llw<aHHe tþaHTa3HH", PyCCKilJl rþ8.HT8. CTH'leCKilJl Up03 8. 3UOXH pOMilHTH3Mil 

0820-1840 rr.), 11 ,: 1Iry, c , 12.) 
8) ‘환상적 리얼리즘’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 

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고， 현재 도스토예프스키학의 일반적인 용법을 따라 작 

가의 특수한 환상시학을 일걷는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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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끝으로 자연파적 ‘생리학적 스케치’와 연관된 일상주의 (ÕblTOBH3M) 및 산 

문주의 (np03aH3M)의 복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9)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에서 

독창적인 변용을 겪게 된 이 요소들은 182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중편소설 (nOBeC Tb)’ 장르에서 상호적인 침투를 거 

듭했다. 1841년에 씌어진 레르몬토프의 「슈토스」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환상시 

학， 지성주의 및 심 리주의 소설 (HHTeJlJleKTya빠mß H rrCHXOJlO대qeCKHß pOMaH)의 

전통， 자연파적 전통의 결합이 실현된 대표적인 예이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적 리얼리즘’ 형성의 한 근원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낭만주의기의 러시 

아의 환상산문 모음집에 부쳐진 서문 성격의 논문에서 B. M. 마르코비치는 고 

골의 『지칸카 근촌 야화』적인 환상성과 레르몬토프의 r슈토스」적인 환상성을 

대립시킨 뒤 후자를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성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10) 두 텍 

스트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슈토스」의 마지막 문장과 「여주인」 첫 문장의 

일치，11) 근친상간 테마 형상화의 특수성 l2)， 아파트 찾기와 같은 몇몇 모티브 

9) 삐 K. KHM(2003) “φaHT aCTH'leCKI’H peaJIH3M φM. aOCTOeBCKOrO KaK CHHTe3 φaHTac

THKH, nCHXOJIOrH3Ma H 6b1TOBH3Ma", AKTya刀bHble npo 6.刀eMbl cO~HoryMaHHTapHOrO 3HaHH~ 

M ’ npoMeTeti, Bbln. 22, CC. 126-127. 

10) B. M MapKoBH4(1990), c. 44.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레르몬토프의 r슈토스」와 도 

스토예프스키의 환상적 리얼리즘의 유형학적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지적된 바 있 

다.(5. T. YllollOB(1979) M. 10. 지'epMOHTOB ， BopoHe:l<: Ihll. BOpOHe:l<CKOrO roc ‘ YH-Ta, 
c. 653; r. M. φpHllJIeHllep (1965) “지epMOHTOB H PYCCKa~ nOBeCTBOBaTeJIbHa~ npo3a", 

PyccKa~ JIHTepaTypa, No. 1, c. 38, c. 41; 10 B. MaHH(1981) “φaHTaCTH4eCKoe" ， πep 

MOHTOBCKa~ 3H~HKJIOneI1H~， M.: COBeTCKa~ 3HllHKJIOnellH~ ， C. 594.) 한편， 레르몬토프의 

미완성 소설 「슈토스J(rB 백작의 집에서 음악 야회가 있었다J)는 작가 사망년도로부 

터 4년이 지난 1없5년에 B. A. COJIJIory6의 저널 『어제와 오늘(B4epa H CerollH~)~ 에 

발표되었다. 그로스만은 ‘CnJIHH’이라는 단어를 매개로슈토스」와 「분신」의 연관성 

을 지적함으로써 (n. n. rpoccMaH(1962), CC. 68-69) 1846년 이후 도스토예프스키가 

r슈토스」를 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1) r슈토스」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HallO 6b1JIO Ha 4TO

HH6Yllb pemHTbC~. OH pemHJIc~"(384)(이하 레르몬토프의 작품 인용은 M 삐. 끼epMOH

TOB(1958) CoφaHHe CO'lHHeHHIt B 'leTblpeX TOMax, T. 4, M.: 대xn에 끈거 하며 인용문 

뒤에 쪽수를 병기하도록 한다)로 끝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은 “오르드이 

노프는 마침내 아파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OpllblHOB pemHJIC~ HaKOHell nepeMeHHTb 

KBapTHpy)"(l: 264)로 시작된다. 

12) r여주인」은 근친상간 모티브의 관점에서 고골의 초키작 「무서운 복수」와 자주 비 

교되 어 왔지 만(A. 끼. 5eM(2001l, CC. 304-12; A. 5eJIbllí(1934) MaCTepcTBo roroJI~， M.: 

MAnn, CC. 308-309: H. M. tJHpKoB(1967), c. 13; npHMe4aH깨 r. M. φpHllJIeHllepa K 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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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복13) 등이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레르몬토프의 「슈토스」에 나타난 몽 

상가-예술가형 인물， 그와 연관된 낭만주의 환상시학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배면으로 하여， 낭만주의 산문의 토양 위에서 씌어졌으되 많은 점에서 그와 

변별점을 갖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두 번째 환상소설 r여주인」의 환상시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r슈토스 J. ‘초자연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긴장 

- 낭만주의 환상시 학의 완성 

레르몬토프학에서 「슈토스」를 둘러싼 논의는 초창기 서지학적 연구를 제외 

한다면 주로 작품의 정조 결정과 연관된 것이었다. 즉， 1830년대 말과 작가가 

사망한 해인 1841년 사이에 집펼된 이 산문 단편(斷片)에서 레르몬토프가 동 

시대의 이상적 낭만주의자 (특히 오도예프스키) 및 자신이 과거에 견지했던 

낭만주의에 대해 아이러니적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낭만주의적 세 

계관을 견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슈토스」에 나타난 환상성과 이와 다분히 모순되는 자연파적 성격의 결 

합을 문예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14) 주인 

공 루긴을 환멸적 낭만주의 혹은 후기낭만주의 (rrOCTpOMaHTH3M)의 레르몬토프 

적 표현인 페효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 

lle잉M에깨‘ 

flo BexaM HMeHκ， CapaTOB: 11311α， CapaTOBC야Koro YH-Ta, c , 147τB ， r ,‘ Pe1l 30B(이1976) ， , 
C,’ 145딩 B ， H, 3axapoB빈(이1애985) ， C, 99,),’ 인묻틀의 혈연관계가 r무서운 복수」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전변에 내세워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라 

리 「슈토스」와의 연관성을 상정해볼 수 있겠다슈토스」의 근친상간적 요소에 대 

해서는 레르몬토프의 메모(상기 레르몬토프 전집에 수록된 B A, MaHyll:J1oBa의 주석， 

c , 499)를 참조하라. 

13) H, C, 4I1cToBa(1979) “np03all'-IeCKIIll: OTpbIBOK M 에 끼epMOHTOBa rmTOCCJ 11 ‘HaTypaJlb

Ha5I nOBeCTb’ 1840-x rOllOB", PyccKaJl J1HTepaTypa, No, 1, J1,: HayKa, CC , 116-117, 

14) B, B, He씨aH (1967) “φaHTaCTII'IeCKa5I nOBeCTb J1epMoHToBa", HaY'lHble OOKJ1aObl BblcU/eil 

U/KO刀'bI. φ'HJ10刀OrH'leCKHe HayKκ No, 2, 1967, CC , 15-16, CC , 23-24; B, T, YllollOB(1979) , 
CC , 636-643; B, 3, Bal.lypo(1979) “nOC JlellH꺼꺼 nOBeCTb 끼epMOHTOBa" ， 서 때 πepMOHTOB， 

HCCJ1eOOBaHHJI H MaTepHaJ1b1, J1,: HayKa, c , 230, CC , 235-238, c , 250; 3, r , repwTe꺼H 

(1986) CYOb6a 지epMOHTOBa ， M,: XYlloll<eCTBeHHa5I J1I1TepaTypa, CC ,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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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슈토스」는 1830년대 산문 문학의 한 장르를 구성하는 ‘사교계 소설 (CBeTCKaji 

rrOBeCTb)’과 주인공의 ‘강박관념 (HaBji3qHBaji Hneji) ’ 혹은 시성 (n03THQHOCTb)이 중 

심이 되는 ‘예술가 소설’의 혼합체이며， 주인공의 형상도 이 두 범주 사이에서 

진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루긴을 규정짓는 예술성의 모티브를 제외시킨다면， 

그는 레르몬토프의 주인공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소위 ‘세계고(世界苦) 

(MHpOBaji CKop6b)’와 ‘낭만적 고뇌 (pOMaHTHQeCKaji arOHHji)’의 현 현으로 이 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주인공의 외모적 ‘결함(ymep6HOCTb)’에서 찾을 수 있겠 

다. 

HapY*HOCTb JIynlHa 6bU1a B CaMOM lleJJe HHQyTb He rrpHBJJeKaTeJJbHa. c..) OH 

TPH rOna JJe 'lHJJC~ B HTaJJHH OT HrroXOHllpHH -- H XOT~ He BbUle 'lHJJC~ ， HO no 

KpaßHeß Mepe HallieJJ cpellcTBo pa3BJJeKaTbC~ C nOJJb30낀， OH npHCTpaCTHJJC~ K 

싸IBonHCH; c..l (371) / C HeKOToporo BpeMeHH ero npeCJJellOBaJJa nOCTO~HHa~ 

Hlle~ ， My'lHTeJJbHa~ H HeCHOCHa~ ， TeM 60JJee 'lTO OT Hee CTpallaJJO ero caMO

JIJ0 6He: OH 6ω1 llaJJeKO He KpaCaBel.l, 3TO npaBlla, OIlHaKO B HeM HH'!ero He 

6b1JJO oTBpaTHTeJJbHOrO, H JJIOIlH, 3HaBlliHe ero YM, TaJJaHT H 1l06pollylliHe, Haxo

IlHJJH Ila:l<e Bblpa:l<eHHe JJHl.la ero 1l0BOJJbHO npH~THbIM; HO OH TBepllO y6eIlHJJC~ ， 

'lTO CTeneHb ero 6e306pa3H~ HCKJJIO'!aeT B03MO:l<HOCTb JIJ06BH, “ CTaJJ cMoTpeTb 

Ha :l<eH뻐H KaK Ha npHpOIlHblX CBOHX BparoB, (…). He CTaHy paCCMaTpHBaTb, 110 

KaKoß CTeneHH OH 6bU1 npaB, HO lleJJO B TOM, '!TO non06Hoe pacnOJJO:l<eHHe IlY

lliH H3BHH꺼eT 1l0CTaTO'lHO iþaHTaCTH'lecKylO JIJ060Bb K B03nylliHOMY HlleaJJy, JIJO-

60Bb caMylO HeBHHHylO H BMeCTe caMylO BpellHylO IlJJ~ 'leJJOBeKa C Bo06pa:l<eHHeM. 

(378-79) 
루긴의 외모는 정말로 조금도 매력적인 구석이 없었다 (...) 3년간 이탈리 

아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뒤 비록 완치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유익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다 그림에 탐닉하게 된 것이다./ 어느 

시간부터 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으 

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자존심은 더 상처를 받았다 그는 정말로 전혀 미 

남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으며 

그의 지성과 재능과 착한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 표정을 상당히 

유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추함의 정도가 사랑의 가능성 

을 배제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여자를 (…) 자신의 타고난 적으로 보가 시작 

했다 그가 어느 정도로까지 옳았는지는 살펴보지 않겠으나， 문제는 이와 같 

은 영혼의 상태가 허공의 이상을 향한 상당히 환상적인 사랑을， 가장 순수하 

면서도 상상력을 가진 사람에겐 가장 해로운 사랑을 눈감아 준다는 것이 

다.(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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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긴의 우울증을 추한 외모에서 비롯된 콤플렉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 

나， 작품의 초두부터 강조되는 이 요소는 페초린 유형의 주인공들이 갖는 섬 

세하고 민감한 성정과 결합되어 주인공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 

다. 예술에 대한 루긴의 경도 및 이상적 여인상 추구(결국엔 정신 분열의 전 

단계인 환영을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15)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슈토 

스』 의 젊은 주인공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불만을， 심지어 ‘악의 (3JIOCTb) ’를 

갖고 있으며， 회화를 매개로 이상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이를 승화시키려 한다 

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진정한 화가’가 되어 페테르부르그의 사교 

계로 돌아온 그는， 하지만 “게다가 우울증입니다! (11 y MeH.lI CTIJIHH!) ’'(37이라고 

한탄할 만큼 모든 것에 권태와 환멸을 느낀다. 그의 우울증， 나아가 “모든 사 

람틀이 노렇게 보이고” 그들에게 “머리 대신 레몬이 없혀져 있는 것같이 여 

겨지는 것 "(37이은， 호프만의 작품을 비롯한 낭만주의 산문에서 보이는바， 예 

술가형 주인공들이 겪는 일종의 심리적 정신적 혼돈(pac CTpOHC TB이의 표현이 

다 

경미한 정도의 시각 환영은， 루긴이 자신을 ‘광인’이라 칭하며 벗 민스카야 

에게 고백하는바， 참기 힘든 청각 환영으로 이어진다. 벌써 며칠째 “스톨랴르 

느이 골목， 묘쿠쉰 다리 옆， 9등 문관 슈토스의 집， 아파트 27호”이라는 소리 

를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루긴의 고백에 민스카야는 “피가 머리 쪽으로 쏠려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이라며 지극히 산문적으로 응수한 뒤 정 그러면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힘들게 ‘슈토스’의 아파트를 찾아낸 루긴에 

게 일어나는 일련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5. B. 네이만은 정치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루긴이 처한 ‘건망증과 편집증의 이상한 상태’에 기인한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16) 네이만의 논의에서 암시되는바， 고덕 소 

설 및 낭만주의 소설의 육화되는 초상화 혹은 살아나는 초상화(0째BalOm.때 

TIOpTpeT)의 테마， 그리고 이에 따른 일련의 환상적 사건들은 많은 부분， 호프 

만주의와 바이런주의의 결합체로서의 주인공의 특수성으로 귀결된다 즉， 루 

긴의 ‘강박 관념’， 그리고 호프만의 표현으로， ‘만성적 이중주의 (xpOHWleCKHH 

15) 레르몬토프학에서는 레르몬토프가 남긴 메모의 마지막 두 단어 “의사· 창문(IlOKTOp: 

。KomKo)"(499)에 기초하여 정신적 고뇌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투선자살하는 장변을 

상정 하기 도 했다. (5. B. HeßMaH(1967), c. 15.) 

16) 같은 논문， cc.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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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YaJIß3M)’가 가시적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슈토스」에서 루긴의 내적 혼돈은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성을 지닌 

‘분신’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환영을 봄으로써 분열의 전 단계에까지 

이른다. 여기서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을 루긴의 광기의 산물로 해석할 것인 

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의 침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즉 이 작품의 

환상성이 어느 정도로까지 자족성을 지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w지칸카 

근촌의 야화』와 같은 환상성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몇몇 낭만주의 환상산문 

작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만 있었던 문제의식이 러시아 문학사에서 

최초로 ‘반성하는 인간’ 유형을 창조한 레르몬토프에 의해 본격적으로 문학의 

전면에 서게 된 것이다. 

1820년대 후반부터 1830년대 전반에 걸쳐 발달한 러시아 환상산문 독법의 

주요 범주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의 동기화 방식이다. 낭만주의 작 

가들은， 익히 알려진바， 꿈， 알코올이나 약물， 순수 마법(점술)과 현대의 과학 

지식의 경계에 있는 연금술적 장치， 일시적인 착시현상(a6eppaUßji ) 혹은 광학 

적 기만(onTßqeC I<ß외 o6MaH) 등에 의존하여 환상적 사건들을 설명해왔다. 민속 

과 문학， 초자연적 세계와 실제 세계와 완전히 한 덩어리였던 신화적 세계를 

문학적으로 복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0. M. 소모프 및 고골의 『지칸카 근 

촌의 야화~，비이 J ), 애초부터 동화와 같이 환상이 합법화되는 장르를 선택한 

작가도 있었다(A. A 포고렐스키). 리얼리즘의 문볍 틀을 택하되 작가가 환상 

적 사건에 대해 저 세계의 침투를 노골적으로， 다소 인위적으로 허용하는 경 

우도 있었다(A. K. 톨스토이의 r흡혈귀 (Yllblpb) J 나 M. H. 자고스킨의 『호페르의 

밤(Beqep Ha Xonpe)~ 에 수록된 환상소설들). 이렇듯， 낭만주의 환상산문의 핵 

심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상적인 것 (lþaHTaCTßqeC l<oe) 혹은 초자연적인 것과 개 

연적인 것(:I<ß3Henollo6Hoe) 혹은 경험적인 것(3Mnßp뻐eC l<oe)의 대립구도， 나아 

가 이들 사이의 긴장이다. 그리고， ‘예술에서의 환상적인 것’에 대한 도스토예 

프스키의 정의를， 나아가 현대 연구자들의 지표를 따를 때 환상성의 가장 훌 

륭한 발현은 푸쉬킨의 「스페이드의 여왕」에서처럼 협소한 의미에서의 환상과 

실제 사이의 ‘진동’의 강도， ‘망설임’에 있다17) 이미 자연파적이고 리얼리즘적 

17) 도스토예프스키가 여류 음악가 아바자(10. φ. Aõa3a)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시한 “환 

상적인 것은 당신이 그것을 거의 [원저자 강조]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실 

제 적 인 것 과 맞닿아 있 어 야 합니 다(φaHTaCTHqeCKOe AOn%HO AO TOrO COrrpHKaCaTbC~ 

C peðJIbHbIM, qTO BbI AOn%HbI nO IfTH rrOSepHTb eMY) (30-1: 192)라는 명제는 러시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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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향이 러시아 작가들의 의식에서 주도적 경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840년대， 작가들은 동화적， 민담적 세계가 예술 텍스트로 직접 침투하는 것 

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경험적이고 개연적 원칙을 예술 텍스트의 

기본 문법으로 설정하되 동시에 그 안에서 환상성의 자족성 및 독자성을 보 

존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일련의 환상소설 및 장편 소설의 

환상적 장변들에서 독자적인 변용을 겪게 될 「슈토스」의 환상성은 이 맥락에 

서 고찰될 수 있다. 

r슈토스」에서 초자연적인 것의 묘사는 레르몬토프 연구자들이 적확하게 짚 

어냈듯， 초자연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루긴과 민스카야의 만남이 전적으로 사교계 소설의 법칙에 충실한 것이라면， 

루긴의 눈에 비친， 11월 축축한 아침 페테르부르그의 누추한 거리 풍경은 자 

연파적 스케치의 일면을 보여준다 18) 이러한 경험적이고 개연적인 세계 틀 속 

에 ‘환상의 숨결’이 존재한다. 루긴이 슈토스의 아파트를 수소문 하는 동안 마 

주치는 사람들， 즉 마부， 소년， 상점주인， 문지기 등과의 대화는 ‘비밀’ 혹은 

‘금기’의 존재를 암시한다. “습기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대체로 어씬지 이상 

하고 비현대적인 외양을’'(376) 갖춘 루긴의 새 아파트， “오직 천재나 우연에 

의해서만 가능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로 숨쉬는 얼굴"(377)을 담아낸 사십대 

남자의 초상화， 무엇보다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러한 대상들이 루긴를 끌어 

당기는 신비스러움의 분위기가 고덕 소설적 전통 재현의 핵심적 요소가 된 

다 19) 이 공포스러운 환상의 정점을 이루논 것이 루긴이 무심코 노인의 머리 

를， 그것도 초상화의 주인공과 너무도 닮은 얼굴을 그리기가 무섭게 이상한 

사각거림， ‘차가운 업김’， 방 전체의 진동과 함께 주인공의 지하창고처럼 어두 

운 방으로 들어온 노인의 환영이다. 

KO'Aa ABepb OTBOpHnaCb HaCTe*b, B HeA nOKa3anaCb ~H，ypa B nOnOCaTOM 

xanaTe H Tyφn~x; TO 6Mn ceAoA c,Op6neHHMA CTapHQOK; OH MeAneHHO nOABH

，anc~ ， npHCeAa~; nHUO e,o, 6neAHOe H AnHHHOe , 6Mno HenoABH*H。’ ，y6퍼 c*a 

TμcepMe ， MyTHMe ,na3a, 06BeAeHHMe KpaCHOA KaAMOIO, CMOTpenH np~MO 6e3 

uenH. (…) / CTapHQOK 3ameBenHnC~ Ha cTyne; BC~ e,o φH，ypa H3MeH쩌naCb 

학의 환상시학 논의에서 금과옥조처럼 쓰이고 있다. 

18) D. B. HeAMaH(1967), cc. 17-22; H. C. 니HCToBa (1979) ， cc. 116-117 

19) 레르몬토프의 시 저작과 고닥 소설의 연관에 대해서는 B. 3. Bauypo(2002) “J1ep

MOHTOB H M J1bIOHC" , ronNecKHI1 pOMEJH B POCCHH, M.: HJlO, cc 쇄8-496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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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IdHHyTHO, OH .QeJlaJlCjj TO Bblllle, TO TOJlD\e, TO nO'HH COBCeld Cbe:l<HBaJlCjj , 
Hal<OHell, npHHjjJl npe:l<HHß BH.Q. (…) / -- He yrO.QHO JlH jj Bald npOldeqy IIlTOCC? 

CI<a3aJl CTapHqOI< .(380) 

문이 활짝 열혔을 때， 문간에는 줄무늬 실내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형 

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등이 굽은 백발노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잡으 

며 천천히 움직였다 창백하고 긴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동도 없었으며， 

입술은 다물고 있었고， 붉은 테를 두른 듯한 회색빛의 침침한 눈은 특정한 

목적 없이 앞을 직시하고 있었다. (…) / 노인은 의자에서 몽을 조금 사부작 

거렸다. 그의 형체 전체가 매순간 변했으니 그는 좀 높아지는 듯하다가 좀 

뚱뚱해지는 듯하고 거의 완전히 오므라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전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 / “슈토스 패를 풀어놔도 되겠소?" 노인이 말했 
다 (380) 

노인의 신비한 출현과 이후 기괴한 카드놀이를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주 

인공의 광기의 산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노인의 형상은 여전히 초자연적 

환상으로서의 자족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즉 그는 개연성과 진정성을 지니 

되 ‘뭔가 불길하고 신버스러운 것’의 아우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특성들을 악마성의 뉘앙스(OTTeHO I< H뼈epaJlbHOCTH)와 결합시키고 있 

다 "2이 여기서 주인공은 물론 독자도 사건의 초자연성 여부 판단에 있어 주저 

하게 된다. 츠베탕 토도로프가 ‘환상’을 정의함에 있어 기본 범주로 내세운 이 

‘망설임’20의 모멘트야말로 월폴， 벡포드， 까조뜨와 같은 초기 고덕소설 작가 

들， 심지어 몇몇 러시아 낭만주의 환상산문 작가들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 

했으며 레르몬토프의 붓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된 예술적 성취 중 하나이다. 

이렇듯슈토스」에서 레르몬토프는 초자연적인 것의 침투 가능성을 끝내 배 

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사실주의적 동기화를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다시금 토도로프의 정의에 의존할 때， ‘경이’에 근접한 ‘환상’을 창조한다. 

두 번째 밤부터 등장하는 “뭔가 하쌓고 불분명하고 투명한 것 "(381)， 즉 여 

인의 자그마한 머리(lI<eHCKajj rOJlOBKa) 묘사(382-383)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 

를 할 수 있겠다. 초기 레르몬토프의 도저한 서정주의로， 시성으로 침윤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5. B. 네이만처럼 구태여 낭만주의적 파토스에 대한 부정 22) 

20) B. B. HeßldaH(l967), CC. 20-21. 
21) T. Todorov(1970), Introduction á la littérature fantastique , Edition du Seuil, 

p. 29, pp. 37-38, p. 165. 여 기 서 그는 우리 가 손쉽 게 환상적 이 라고 부르는 작품들 

을 초자연적인 것의 동기화 방식에 따라 ‘가이(J' étrange, CTpaHHoe)’, ‘환상(Je 

fantastique, lþaHTaCTHqeC l<oe)’, ‘경 이 (Je merveil1eux, qy.QecHoe)’의 장르로 분류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소설 「여주인」 연구 11 

을 볼 펼요는 없겠으나，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몽상성， 환상성， 삶으로부터의 

요원성’ 등에 대해 레르몬토프가 이른바 서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은 명백 

하다. 어떻게 보변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추남의 공소한 망상에 불과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술가의 고매한 시적 몽상의 경지로 상승했으며， 여기서 중 

요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대가적 필치 이다. 문제는 네 

이만이 주장하듯 「실피드」의 작가 오도예프스키식의 이상주의적 사랑의 패러 

디도 아니고， 오도예프스키와의 논쟁을 염두에 두어 ‘환상과 병적인 몽상들에 

대해 삶 자체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23)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도예 

프스키의 작품에도 순도 백퍼센트의 환상 혹은 이상주의가 팽배한 것이 아닌 

만큼， 몽상과 현실， 환상과 실제 사이의 긴장을 최대한 유지하되 결과적으로 

후자에 우위를 두는 것은 차라리 낭만주의 산문의 절정기인 1830년대를 지나 

온 러시아 산문 작가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 오도예프스키에게서 

도 레르몬토프에게서도 몽상과 환상은 지양되거나 부정되는 어떤 것이 아니 

라 현실의 거친 결속에 감춰진 채 실제와 공존하는 것이다.24) 

「슈토스」에서 환상과 실제 간의 긴장을 더 재미있게 만틀어 주는 것은 작 

품의 슈제트의 기본축이 되는 ‘슈토스’라논 단어의 유희이다. 노인과의 두 번 

째 만남에서 루긴은 노인에게 정체를 묻지만 노인이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자 다소간 단호하게 나온다‘ 

- l! HHaqe [ec재 He CKa",eTe, KTO BbI] He HrpmO, - npOrOBOpHJl lIyr뻐， 

Me", TeM .llpO",all\aJl pyKa ero BblTaCKHBaJla H3 KOJlO.llhl Oqepe.llHylO KapTy. / 

니TO-C? - npOrOBOpHJl HeH3BeCTI뻐ìí ， HaCMemJlHBO y Jlbl6aJlCb. / - ffiTOC? KTO? 

Y lIyrHHa pyKH onycTHJlHCb: OH HcnyraJlcJI.(382) 

“안 그러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게임을 하지 않겠소 말은 이렇게 하 

면서도 그의 떨리는 손은 차드패에서 다음 장을 뽑고 있었다 / “뭐라구요?" 
정체불명의 이 인간은 조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슈토스라구요? 누구 

라구요?" 루긴의 팔이 밑으로 축 처지고 말았다 깜짝 놀랐던 것이다 

루긴이 여인의 환영을 보기 직전에 일어난 저 대화를 통해 작가 레르몬토 

프가 “B 백작의 집에서 음악 야회가 있었다”라는 첫 문장을 쓸 때 대단히 섬 

22) o. B. HeìíMa(1967), c. 22 

23) 같은 논문， c. 23 

24) B. 3. Bal\ypo(1979), c.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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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언어유희를 작품 전체의 파토스와 밀접하게 연결시킬 의도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w우리시대의 영웅』을 제외하면 모두 다 미완으로 끝난 레르몬토 

프의 산문 습작(r리고프스카야 공작 부인 J，바짐」 등)에서 일관되게 관찰되 

는 인물들의 고양된 파토스， 사건들의 극적 긴장， 서정성과 산문성의 자연스 

러운 결합에다가 ‘예술가-몽상가’가 창조하는 내적 환상을 구현해낸 「슈토스」 

는， 이 언어유희에 의해， 새로운 의의를 갖게 된다. 훗날 연구자들이 선호한 

‘슈토스’라는 제목은 이 작품에서 루건을 괴롭힌 미지의 인간의 이름이자 카 

드명이면서 공손 어미가 첨가된 의문 대명사(4TO-C)이기도 하다. 이것은 ‘뭔 

가’이면서 ‘누군가’이며 동시에 이들의 정체불명을 강조하여 호기심을 유발시 

키는， 소설 전체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의 이러 

한 긴장 어린 유동성은 작품 전체를 정교하게 축조된 한 편의 ‘농담’으로 만 

들어주고 있다. 이로써， 40대 남자의 반신상 초상화로부터 중년 남자도 아닌 

백발노인의 환영을 소생시킬 만릅 젊었던 27세의 작가25)는 미완의 환상소설 

「슈토스」에서 자기축조와 자기파괴라는 아이러니의 원칙 또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슈토스」 분석을 배면으로 하여 몽상가-예술가에 의해 창조되는 

「여주인」의 환상시학의 특수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3. r여주인 J. ‘몽상가-예술가’ 유형 창조， 환상 구축 및 환상 파괴 

「여주인」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에서 첫 ‘몽상가-예술가’ 소설로 정의되 

어 왔다. 그런데， 1847년 1월에서 형 미하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스토예프 

스키는 「여주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동종성을 강조하고 있다.26) w가난한 사 

람들』이 동시대 비평가들에 의해 무엇보다도 ‘사회 소셜’로 이해되었고 이 때 

문에 격찬 받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저 발언은 「여주인」 역 

시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틀에 귀속되어 있음을， 적어도 작가가 그것을 목표 

로 했음을 보여준다. 1940년대 말 B. 51. 키르포친이 「여주인」을 비롯한 몽상가 

소설을 연구하면서 간파한바，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에서 몽상성의 테마는 1840 

25) 5 , B, HeltMaH(l967), c. 20 
26) “성공을 벌어 줘 「여주인」 을 쓰고 있거든. 벌써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잘 돼 

가고 있어. 이것도 비슷한 종류야. 내 영혼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영감의 샘이 나의 

붓을 움직 이 고 있어 " (28-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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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벨린스키를 필두로 한 러시아 지성의 도저한 고민， 즉， 꿈과 실제， 이상 

과 현실의 모순을 예술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 

는 과정에서 배태되었다.앙) o. r. 딜락토르스카야는 오르드이노프가 몰락한 고 
대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러시아 민중과의 충돌로 인하여 고뇌하는 지식인의 

원형임을 강조하면서， 민중성의 문제와 더불어 독일 낭만주의에서 파생된 ‘분 

열의 극복’의 문제를 주인공의 화두로 보고 있다.잃) 이 맥락에서 보자면 오르 

드이노프와 무린， 카테리나 부부 혹은 부녀의 갈등은 지식인과 민중의 만남이 

며， 소설의 추이를 따라갈 때 그 결과는 다분히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다. 이 

파국의 원인은 주인공의 몽상가-예술가로서의 성격적 특수성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몽상성 및 몽상가 테마는， H. A. 폴레보이의 시적인 작품명을 빌어， ‘광기의 

축복’의 테마는 19세기 리열리즘 작가의 대명사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창작과 

낭만주의 시학 및 미학을 이어주는 주요한 한 요소로 작용한다여주인」의 

주인공 오르드이노프 및 무린， 카테리나는 곧잘 낭만주의 작품들， 주로 호프 

만의 인물들과 비교되어 왔다.잃) 특히황금단지」의 안젤무스와 「모래인간」 

의 나타나엘은 ‘순진한 시적 영혼(HaHBHa51 n03TH'leCKa51 .uywa) ’30)이 몽상과 실 

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파멸해가는 내적 풍경을 보여줌으 

로써 낭만주의 몽상가의 원형으로 정의된다. 호프만주의 전반， 무엇보다도 몽 

상성의 테마는 폴레보이， 오도예프스키， 고골(r초상화」 및 「네프스키 거리 J ), 

끝으로 레르몬토프 등 러시아 낭만주의 산문작가들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젊은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에 충실했으며， 그 발 

현이 레르몬토프적 주인공의 후예이면서 동시에 후기 관념가들의 원형인 몽 

27) B. R. KllpnoTIlH(1978), CC. 76-79. 
28) 0‘ r. 마.IIaI<Topc I< a5l (1999) ， C. 31, CC. 30-36. 여 러 연구자들이 r여주인」을 도스토예 

프스키 창작에서 지식인과 민중의 테마가 최초로 실현된 작품으로 정의했다 (K. B 

MOCy.llbC I<때(1995) ， c. 256; H. M. t!llpI<oB (1967), CC. 7-10; 3. M. 빼.1151 I<oBa(1989) TPdßH 

UHH ceHTHMeHTdπ'H3Md B TBOp'IeCTBe pdHHero ßocToeBcKoro, TOMCI<: 11311. TOMC I<OrO 

YH-Ta, c. 165.) 
29) c. 11. P0l\3 eBI!''1(1917), CC. 230-37; A. 5. 50THIlI<OBa(1977), CC. 174-180: r. K. IQeHHIl

I<OB(1991), c. 88; C. E. Passage(1954) Dostoeuski the Adapter: A study in 

Dostoeuski's use 01 the tales 01 Hq￦Jan， Chapel Hill: The Uni. of N. Carolina, 
pp. 41-62. 

30) 호프만은 「황금단지」의 주인공 안젤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3. T. A r때MaH 

(1983) HOBe.nJlbl, M.: MOC I<OBC I<IlJ.l pa6o'l뼈 C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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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오르드이노프의 창조가 되겠다. 

C CaMOrO lleTCTBa OH lI<lIJJ IICKJJlOlIIITeJJbHO; Tenepb 3Ta IICKJII애IITeJJbHOCTb 

onpelleJJIIJJaCb. Ero nO ll<lIpaJJa CTpaCTb CaMa51 rJJy60Ka5l, CaMa51 HeHaCblTIIMa5l, 

IICTO~alO~a51 BCIO lI<II3Hb lIeJJOBeKa 11 He BμlleJJ5IIO~a51 TaKIIM cy~ecTBaM ， KaK Op

IlblHOB, HII OIlHOrO yrJJa B ciþepe IlPyroH, npaKT lIlIeCKOH, lI<lITe때CKOH lle5l TeJJb

HOCTbll. 3Ta CTpaCTb 6ψla - HayKa. (1: 265) / E~e B lleTCKIIX JJeTaX OH 

npOCJJblJJ lIYllaKoM 11 6bIJJ HenOXO ll< Ha TOBapll~eH. POlllITeJJeH OH He 3HaJJ; OT 

TOBapll~e때 3a CBOH cTpaHHblH, HeJJlOlllIMblH xapaKTep TepneJJ OH 6eC lIeJJOBell 

HOCTb 11 rpy60cTb, OT lIero ClleJJaJJC 5I lleHCTBIITeJJbHO HeJJ lOlllIM 11 yrplOM 11 MaJJ。

nOMaJJY YllapllJJc5I B IICKJJlOlIIITeJJbHOCTb. Ho B yellllHeHHbIX 3aH5ITII5IX ero HIIKor 

Ila, Ila ll<e 11 Tenepb, He 6ψ10 nOp5lllKa 11 OnpelleJJeHHOH cllcTeMbI; Tenepb 6b1JJ 

O마!H TOJJbKO nepB뻐 BOCTopr , nepB뻐 lI<ap, nepBa51 rOp5l llKa XYllo ll<HIIKa. (1: 

265-266) 

어린 시절부터 그는 특이한 삶을 살았다; 이제는 이 특이함이 아주 굳어 

져버렸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채워지지 않는 열정이 그를 집어 삼켰으니， 

그것은 평생 동안 인간을 혹사시키고， 다른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영 

역에 있어서는 오르드이노프 같은 존재들에게 단 한 칸의 구석방도 할애해 

주지 않았다. 이 열정은 바로 학문이었다 / 어린 나이에도 그는 괴짜로 유 

명 했으며 친구들과는 달랐다 부모라곤 몰랐고 자신의 이상하고 사람을 꺼 

려하는 성격 탓에 친구들로부터 매정하고 거친 대우를 감수했으며， 이 때문 
에 정말로 사람을 꺼려하고 무뚝뚝해져서는 점차 특이한 인간이 되어 버렸 

다. 하지만 그의 고립된 업무 속에 결코， 심지어 지금도 질서와 특정한 체계 

란 없었다. 이제 오직 하나， 예술가의 첫 황홀， 첫 열의， 첫 열병이 있을 뿐 

이었다. 

작가는 오르드이노프의 외적인 디테일， 가령 나이나 외모， 가족 관계， 직업 

따위는 부실하게 제시한 반면， 젊음， 예외성 및 특이성， 학문에 대한 예술가적 

열정， 이념적 지향 등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벨린스키는 작은 관리의 범 

주를 벗어나버린 이 주인공을 ‘오르드이노프인가 하는 인간(HeKTO OPllbIHOB) ’31) 

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주인공이 전념하고 있는 학문의 실체 및 그 구체적 모 

습이 텍스트 내에서 전혀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건달 (iþJlaHep) ’， ‘학문의 예술 

가(XYllO:i<HIIK B HaYKe) ’(1: 318)라는 정의는 「여주인」에 대한 벨린스키의 평가 

를 지지해주거나， 최선의 경우， 도스토예프스키의 앞선 작품들의 독법이 「여 

주인」의 경우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확증해줄 뿐이다. 여기서 문제는 1840 

31) B. r. BeJJIIHCKIIH(1953-1959), T. 10, 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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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니콜라이 통치 시대 러시아의 상황에 의해 조건 지워진 ‘몽상성’에， 산문 

적 인 일상(OÕblJleHHajj JlpeÕeHb, nOlliJlajj np03a H cKYKa) (1: 264)으로부터 유리 되 

고 소외된 ‘시적’ 영혼을 가진 인물 유형의 창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주인」과 같은 해에 씌어진 4월 27일자 r페테트부르그 연대기 (fleTepõyprCKajj 

J1eTOnHCb) J 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몽상가를 “사람이 아닌 뭔가 이상한 중성의 

존 재 (He qeJlOBeK, a KaKoe-TO CTpaHHoe CYlI\eCTBO CpeJlHerO pOJla)"로 정 의 하면 

서 “뭔가가 눈에 뜨이기만 하면，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잘한 일도， 가장 공소 

하고 평범한 일도 즉각 그[몽상가]의 내부에서 환상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데” 

이는 몽상가의 “시선이 모든 것에서 환상적인 것을 보도록 조율되어 있는 탓 

이다"(18: 32-33)라고 쓴 바 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오르드이노프는 문화사 

적으로 이미 특정한 의미장을 갖게 된 페테르부르그라는 정황 속에서 ‘나이브 

한 시적 영혼’이 어떤 식으로 몽상가가 되어가며 (나아가 어떻게 분열되어가 

며) 어떤 식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환상적인 것’을 창조 

해나가는가를 구현하도록 고안된 인물이다. 

실제로 오르드이노프는 루간에게 존재했던 예술(그림)이라는 매개조차도 없 

이 객 관적 현실을 ‘미 망의 드라마’로 만든다. 그의 ‘미 망의 드라마화’는 카테 리 

나 및 무린의 아파트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르드이노프는 한동안 이전 

보다 더 심한 무정부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학문에 손을 대지만 아무 것도 이 

루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선에게 귀의한다 32) 결국 독자는 오르드이노프의 막 

시작되었다가 곧 폐기된 ‘관념’의 정체는커녕 그가 몰두했던 저작의 내용조차 

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책을 덮게 된다. 그저 이 인물이 낭만주의 시학의 토 

양에서 자라 나왔으며 1840년대 러시아 지식인들의 고민을 체화한 몽상가라 

는 개괄적인 툴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 맥락에서 소설의 한가운데에 들 

어있는 오르드이노프의 특수한 체험， 이른바 환상적 사건은 황당무계한 괴담 

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3) 몽상가 유형의 인물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이 특수한 정황은， 마찬가지로 몽상가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슈토스」에 

32) “이제 그는 이 계획[교회역사에 관한 저작]을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책 
을 읽고 헤댔으나 폐허 위에 그 어떤 것도 건설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이념을 

폐기했다. 하지만 신비주의， 운명예정설과 신비스러움 같은 뭔가가 그의 영혼에 침 

투하기 시작했다. 불운한 이는 고통을 느끼면서 신에게 치유를 구했다‘"(1: 318) 
33) 과격한 소비에트 비평의 시각이 이러했는데 B φ. EpMHJloB(1956) φ M. llocTOeBcKH.η， 

M.: r1iXl1, CC. 77-80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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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기된 환상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슈토스」와 마찬가지로 「여주인」은 ‘영감의 샘’에 의해 씌어졌다는 작가의 

말이 암시하듯， 서정성으로 침윤된 환상성을 과시하고 있다.영) 그러나， 레르몬 

토프의 환상소설과는 전혀 달리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소설에는 더 이상 ‘초 

자연적 것’의 실재를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서 환상성은 몽환적인 분위기， 사 

건들의 진위여부의 불분명함 인물들의 형상의 불투명함 등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연파적인 디테일들이 배경처럼 덧대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정적으로 이해된 ‘낭만주의’의 온갖 요소들과 자연파적 경향의 인위 

적이고 어설픈 결합35)을 두고 벨린스키는 “우리에겐 작가가 아주 새로운 식 

의 유머 를 약간(HeMHoro IDMOp B HOBe뻐eM pOJle) 갖다 붙이 고 러 시 아 민중성 의 

라커칠 (naK pyccKoA HapOJlHOCTH)을 잔뜩 한 뒤 마를린스키와 호프만을 화해시 

키려는 시도를 한 듯 보였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한 바 있다.36) 이 말에서 마 

를린스키에 주목해보자. 벨린스키는 「러시아의 소설과 고골의 소설에 관하여」 

에서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에 대해 러시아 산문 발달에서의 그의 공적과 몇 

몇 기법의 탁월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삶과 진실의 부재’， ‘심오한 사상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친 인위성을 냉철하게 비판한 바 있다.37) 따라 

서 벨린스키가 마를린스키라는 이름으로 염두에 둔 것은 현실과 작위적으로 

결합된 낭만적 환상성이었을 터이다.38)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오르드이노프와 

카테리나의 사랑의 드라마가 위치해 있다. 

새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오르드이노프는 걸핏하면 의식을 앓고 꿈과 생시 

34) B. H. 3axapoB(1985), c. 96. 

35) A. A. *YK(1985) “POMaHTI써eCKa51 TeHlleH뻐51 B paHHeM TBOpqeCTBe ~OCToeBCKoro 

(npOÕJIeMa xapaKTepa)" , llpo6.πeMlJ MeTopa H Jl<aHpa, B버n .l1. TOMCK: H311. TOMCKoro 

YH-Ta, C. 179, c. 181. 

36) B. r. 5eJIHHCKHll(1953-1959), T. 10, c. 351 

37) B. r. 5eJIHHcKHll(1953-1959) “o pyccKoll nOBeCTH H nOBeCT5IX r. roroJUl", T. 1, 

c. 274. 마를린스키는 당대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비단 벨린스키에게서뿐만 아니라 

현대 문예학에서도 대가로 평가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슈토스」를 예고하는 고 

닥 소설과 사교계 소설의 결합 시도는 (예를 들면 「무서운 점 (CTpamHoe rallaHHe)J) 

환상소설의 장르적 발달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년다. 
38) r 여주인」에서 마를린스키의 영향은 일견 피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V. 

Teπas (1969) , p. 29), 포로웬코프가 증명해 보인바， 러시아의 낭만주의산문의 대명 

사로서 마를린스키가 확립시킨 문체적 패턴， 즉 일련의 ‘만들어진 낭만적 공식들’ 

이 「여주인」에서 반복되고 있음은 사실이다.(E. n. nopomeHKoB(1969), cc ‘ 18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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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동하는 등 몽유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산다. 그가 겪는 환상적 사건이란， 

그저 오랜 칩거 생활에서 비롯된 무기력증 혹은 우울 즉 타고난 ‘시적’ 본성 

에다가 ‘사랑의 병’을 앓는 것으로 설명되는 만큼슈토스」에서와는 달리， 초 

자연적인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하게 심리적이고 병리학적 차원의 문제 

이다. 주인공의 환상 체험은， 따라서， 후기 장편의 주인공들과 비교할 때 맹아 

적인 형태로만 발현된 은유적 의미에서의 내적 신화화 작업의 결과물인 셈이 

다. 즉， 젊은 오르드이노프의 열정에 의해 카테리나는 대단히 고매하고 성스 

러운 존재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의 연적인 무린은 어두운 힘과 비밀을 지닌 

자로 변모되며， 작품 자체는 애매함과 모호함과 다의미성의 이상한 복합체가 된 

다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공포와 비밀의 소설 (pOMaH Y)f(aCOB 찌 TaHH)’의 

선명한 예가 그의 꿈이 되겠다. 

nOTOM, BO BpeM~ CHa, 3Jioll CTap싸( CaIlIlJiC~ y ero 113rOJiOBb~... OH OTOrHaJi 

pOIl CBeTJIhIX ayXOB, meJieCTIIBmllX CBOIIMII 30JiOTbIMII 11 camþllpHbI뻐 I< pblJlb~MII 

I<pyroM ero 1<0JlhlÕeJiIl, OTBeJi OT HerO HaBCerlla õellHy~ MaTb 11 CTaJi rro ueJibIM 

Ho~aM HamerrTblBaTb eMy IlJIIIHHy~ ， IlIIBHy~ Cl< a3 l<y , HeBH~THy~ IlJi~ Cepllua 1l1I

T~TII ， HO Tep3aBmy~， BOJiHOBaB[에o ero y:!<aCOM 11 HelleTC l<oll CTpaCTb~. (...) nO

TOM MaJi~T l< a rrpOCblrraJiC~ Bllpyr ~eJiOBe I<OM ， HeBlIlllIMO 11 HeCJiμmHO rrpOHeCJiIlCb 

Hall HIIM ueJ뻐e rOIlμ (...) Ho - 11 Orrnb y :l<ac HarrallaJi Ha HerO: C1< a3 l< a BOrr

JiOmaJiaCb rrepell H씨 B Jillua “ φ。pl뻐. (1: 279) 

그러고 나서 꿈을 꾸는 동안 사악한 노인이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 그는 

황금빛 사파이어빛 날개를 사각거리는 밝은 정령들 떼를 쫓아내고， 그에게서 

가련한 어머니를 영원히 데려가 버리고 밤이면 밤마다 어린애들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공포와 어린애답지 않은 열정으로 그를 홍분시키는 길고 

신기한 동화를 속삭여대기 시작했다. (...) 그 다음， 꼬마애는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성인이 되어있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수년이 지나갔다. (...) 

하지만 또 다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동화가 그의 앞에서 얼굴과 형상을 

갖춘 채 육화되었던 것이다 

황금시대， 어머니(혹은 사랑하는 여인)， ‘사악한 노인’에 의한 지복의 유년 

시대 파괴， 성인이 된 주인공을 덮친 ‘동화의 공포’ 등은 독자에겐 알려지지 

않은 오르드이노프의 유년의 기억과 현재 카테리나와의 사랑의 무의식적 결 

합의 표현일 것이다.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신화적 아우라가 작품의 2 

부에서는 카테리나의 이른바 ‘고백’에 의해 현실에서 육화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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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 He ÕblBaTb MHe TBOe꺼 nepB얘 1110ÕO때， (...) He MHe, pOl1Holl , ÕμTb 

TBoell JII0ÕylllKOll , (1: 291) 

51 HCnpO'leHa, MeH~ HCnOpTHJlH, noryõHJlH MeH~! (1: 293) 

- (...) 51 ero, ~ eMy l1yllloll npOl1aJlaCb" , OH My'lHJI MeH~ ， OH MHe B KHHrax 

qμTaJl，， (l: 293) 

- HHOll pa3 OH npOCTO CBOHMH CJlOBaMH MeH~ 3arOBapHBaeT, l1Pyroll pa3 

õepeT CBOIO KHHry, caMYIO ÕOJlblllylO, H l깨TaeT Ha110 MHOll , OH Bce rp03Hoe, cy

pOBoe TaKoe '1HTaeT! 꺼 He 3HalO '1 TO H nOHHMalO He BC~Koe CJlOBO, HO MeH~ 

õepeT CTpax, KOrl1a ~ BcnymHBalOcb B ero rOJlOC , TO CJlOBHO 3TO He OH rOBO

pHT, a KTO-TO l1Pyroll , He110ÕPblll, Koro HH'IeM He yM~r'lHmb， HH'IeM He 3aMOJlH 

mb, H B :I<eJlO-B:I<eJlO CTaHeT Ha cepl1ue, ropHT oHo" ,(1: 293) 

“안돼， 내가 너의 첫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 자기의 첫 애인이 내 

가 돼서는 안 돼‘” 
“나는 망가졌어， 나를 망가뜨린 거야， 나를 파멸시킨 거라고!" 

“(...) 나는 그의 것이야， 난 그에게 영혼을 팔아버렸거든. 그는 나를 괴롭 

혔고， 책에서 뭔가를 읽어줬어 

“이따금씩 그는 그저 말만으로도 내게 주문을 걸고， 어떨 때는 가장 큰 

책을 집어 들고는 나를 위협하며 읽는 거야 그는 늘 끔찍하고 무서운 것만 

읽어 줘 1 나는 아무 것도 모르겠고 한 마디도 못 알아들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공포에 사로잡혀 이건 꼭 그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착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도 진정이 안 되 

고 속죄가 안 돼， 마음이 무겁고 무거워지는 거야， 마음이 물타올라 

카테리나의 말은 어린 시절 아버지빨의 남자(혹은 친부)에게 유혹 당하고 

훗날 자기 또래의 젊은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인의 흔한 사랑 담론으로 시작 

되지만， 어느 지점부터 점차 신비스러운 의미를 띠게 된다，39) 마법적 힘을 가 

진 듯한 (무린의 책 및 말에 의존한 ‘주문 걸기’) 악마의 하수인， 즉 ‘사악한 

노인’에게 ‘영혼’을 팔고 부모살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한다는 식의 얘기는 낭 

만주의자들에 의해 신화화된 ‘악’의 코드를 일정 부분 부활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린의 ‘악’은 초자연적인 층위를 밀텍스트로 한， 그를 규정짓는 객 

관적 코드라기보다는 사랑에 빠진 오르드이노프의 민감한 의식 속에서 생겨 

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범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때) 형사상의 범죄 

39) 카테리나의 언어 및 사고체계에 반영된 민담 및 민속 전통， 구비문학 전통도 이런 

신비화 작업에 일조한다 

40) E, r , 체르니쇼바는 무런을 구약의 롯 신화와 비교 분석하면서 무린의 양가성， 특히 

보호자 및 의 인으로서 의 이 미 지 를 강조한다 (E, r , 니epH뻐eBa(2000) ， CC , 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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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할 수 있는 무린의 ‘죄’도 어린 카테리나의 의식 속에서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쪽으로 신비화된 것일 수 있다. 카테리나 자신이 병자라는 것， 적어 

도 “약한 마음"(1: 319)의 소유자임을 상기한다면， 최소한슈토스」의 노인과 

미인이 끝내 해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피안의 존재로 남아 있는 것과는 다 

른 양상이 펼쳐진다. 이렇듯여주인」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환상성 창조 

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대신， 몽상가의 주관적인 환 

상 창조와 그것을 파괴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환상시학 형성의 주된 대립쌍을 

내세운다. 

다시 벨린스키의 지적으로 돌아가자. 벨린스키가 말한 ‘아주 새로운 식의 

약간의 유머’는 고골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여주인」에서 

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분신」에서 관찰되는 고골과의 일대일 병치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오르드이노프의 심리적 혼돈이 예를 들어， 포프리쉰의 광기 

와는 전혀 다름을 지적할 필요조차도 없겠다. 중요한 것은 벨린스키의 적절한 

지적이 암시하는바 ‘고골적 유머’， 그것도 「여주인」에서 ‘약간’만 발휘된 그 유 

머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위 관념가들이 레르몬토프적 인물 유형을 토대로 

창조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패러디 혹은 낭만적 후광 벗기기의 전략적 기제의 

견본은 ‘고골적인 웃음’이었다찌) 오르드이노프의 몽상성이 훗날 본격화될 지 

하성의 전 단계라면， 주인공의 병적인 은둔성 혹은 닫힘성에 대한 일격은 바 

로 고골적 웃음에 기대어 이해될 수 있겠다. 후기작에서 패러디의 몫은 주로 

‘분신’이라는 편리한 장치에 의존하게 되는데여주인」에서는 작품에서 세 번 

에 걸쳐 ‘우연히’ 등장하는 야로슬라프 일리치를 통해 구현된다. 

처음의 우연한 만남에서 야로슬라프는 오르드이노프에게 무린 부부 (혹은 

부녀) 및 이 아파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보를 준다. 여기서 완전히 밝혀지 

지는 않고 암시만 된 죄에 대한 공포， 신비스러운 사랑의 테마로 점철된 고덕 

소설이 야로슬라프에 의해 ‘평범하고 소담한 이야기’(1: 286, 1: 287)로 전락한 

다. 이들의 두 번째 만남은 오르드이노프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으로 끝난 

두 치정 사건， 즉 무린의 ‘엽총 소동’ 및 오르드이노프의 ‘칼 소통’ 이후 야로 

슬라프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진다. 그의 집에서 오르드이노프는 뜻밖에 무린을 

만난다. 이 장변에서 독자의 눈에 비친 무린은 지금까지의 악마적 가면을 벗 

은 채， 자신의 젊은 부인과 관계를 가진 젊은 남자에 대한 짜증을 억누르고 

41) 삐 K, KHM(2003) THITOßOrH~ 080HHHK08 8 T80p~eCT8e φ M. 40CTOe8CKOrO H IT08eCTb 

r480ηHHKJ (184611866) , 1.1,: MIlry , KaH , IlHC , 빼J10Jl， HayK , CC , 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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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민중’으로서 귀족에게 공손하고 양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야로슬라프의 집을 나와 두 사람만 있게 되었을 때 무린 

이 다시금 오르드이노프를 장악하는 듯하지만 (우선 경어가 조악한 반말로 

바뀐다) 이는 앞선 페이지들과 같은 신비스러운 악마적 이미지의 재획득이라 

기보다는 민중으로서의 무린이 지난 거친 공격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의 출현에서 야로슬라프는 이미 아파트에서 쫓겨난 오르드이노프에게 

무린과 카테리나의 아파트에서 밀매업자들의 소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인공에 의해 창조된 신비의 드라마를 범속한 층위로 

끌어 내린다.42) 

바로 여기서 ‘독립된 성격’으로서의 야로슬라프에 대한 불충분한 묘사， 그와 

여타 인물간의 유기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텍스트 내에서의 존 

재론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겠다. 작가는 그에 대해 “약간은 멍청하고， 그런 

데도 여기에 실망하여 좀 똑똑해져 볼 생각이라곤 전혀 없다"(1: 320)는 반어 

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이것만으로도 야로슬라프가 작가의 아이러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43) 하지만 구성적 측면에서 이 인물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혹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무린의 악마적 

형상을 재고하게끔 하고 무엇보다도 오르드이노프의 경험 전반을 관통하는 

환상의 후광을 벗기는 데 기여한다는 기능적 역할에 있다. 키르포친이 간파한 

대로 ‘환상 드라마’와 이 산문적 인물의 결합은 아이러니의 단초를 낳고44)， 따 

라서 「슈토스」의 언어유희와 같은 기능이 야로슬라프의 몫으로 예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키르포친의 지적대로 「여주인」에서는 이 아이러니가 

그 본연의 경쾌함， 유희성을 상실하고 너무도 ‘육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5) 

정교하게 축조된 ‘농담’이 줄 수 있는 ‘유머-웃음’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렇듯여주인」은 비록 ‘몽상가 예술가’ 인물의 형상화의 측면에서 마니페 

스토적 의의를 십분 인정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순수 환상 창조와 웃음을 통 

한 환상의 아이러니적 파괴에 있어서는 작가가 의도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42) 야로슬라프는 무린이 협잡꾼 일당의 체포 3주 전에 아내와 함께 볼가 강으로 떠났 
다고 말하는데， 그의 이 말이 무린이 그 일당과 무관함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B. H. 3axapoB(1985), CC. 96-97.) 
43) V. Terras(1969), p. 216. 
44) B. íl. KHprrOTJ.IH (1979), C. 86. 
45) 같은 책， C‘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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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반과 악마’의 쌍 

에서 보이듯， ‘몽상가’에서 ‘지하인’을 거쳐 나타날 관념가들과 그들의 분신들 

이 창조해내는 환상성을 생각한다면여주인」을 쓸 무렵 26세의 젊은 작가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는 여실히 드러난다. 이른바 ‘몽상가’， 주로 대단히 젊은 그 

들이 기존 문화의 바탕에서 만들어내는 ‘순수 환상’을， 그 환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십분 인정하고 때로는 작가 자신이 그것을 동경하면서 환상과 실제， 

몽상과 현실， 시성과 산문성 간의 긴장 넘치는 드라마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여주인」에서 시도한， 그러나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젊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야심 찬 계획이었던 것이다. 

4.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시학 연구에 대한 전망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적 리열리즘을 논함에 있어， 특히， 환상성이 최초로 

부각된 두 편의 초기작 「분신」과 「여주인」을 연구함에 있어 그 출발점을 낭 

만주의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창작 전반의 발생학적 연관성에서 잡거나， 적 

어도 이점을 논의의 전제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환상’이라는 것이 시 

학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낭만주의에 와서이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이 자 

라나온 토양 역시 낭만주의이기 때문이다. 멀게는 앤 래드클리프를 펼두로 한 

고덕소설， 가깝게는 호프만주의의 영향 하에서 발탈한 낭만주의기 러시아의 

환상문학들은， 최소한 그것이 훌륭하게 창조된 것이라면， 언제나 실제적인 것 

과 비실제적인 것， 개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가느다란 경계선 위에서 

진동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날 현실의 거친 산문 속에서는 무심코 흘려버 

리는 인간 영혼 및 삶의 섬세한 부분들을 포착해 왔다. 이 맥락에서 낭만주의 

시인 레르몬토프의 「슈토스」가 이룩한 엽적은 바이런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주의를 러시아문학의 환상시학에 도입한 것， 즉， 초자연적 사건 해명의 

열쇠를 ‘반성하는 인물’이자 ‘몽상가 예술가’ 유형인 주인공의 심리적이고 정 

신병리학적 원칙과 연결시킨 것에 있었다.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 

이해에 하나의 미학적， 시학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의 환상적 리얼리즘 

형성의 중요한 한 근원이 되었다. 

「여주인」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낭만주의 환상시학의 토양 위에서 초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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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 사이의 ‘진동’과 ‘망설임’을 훌륭하게 구현한 「슈토스」 

의 낭만적인 아우라를 가져오되슈토스」의 환상성에서 한 축을 형성했던 

‘초자연적인 것’을 전적으로， 인물의 세계 지각의 방식으로 대체시켰다. 이로 

써 초자연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사이의 긴장이 아니라， 몽상가 유형의 주인 

공의 내적 환상과 외적 현실의 대립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스페이드의 여 

왕」을 견본으로 하여 작가 자신이 내세운 환상 문법을 생각한다면여주인」 

은， 외적 층위에서는 자연파 소설에 충실하면서도 내적 층위에서 초자연적 힘 

의 침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둠으로써 ‘진동’ 및 ‘망설임’의 원칙을 부각 

시킨 「분신」보다 격이 떨어지는 작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슈토스」를 비롯 

한 낭만주의 환상소설의 핵심축이었던 초자연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의 대립 

쌍 대신， 몽상가적 인물의 환상 창조와 타자에 의한 텍스트 내에서의 그 환상 

의 파괴가 최초로 시학화된 것은 시사적이다 이후，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시 

학은 작가의 창작에서 다성악성과 카니발성이 하나의 시학으로 굳어져 가면 

서 더 욱더 다채롭게 발전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유형 이후 도스토예프스키의 환상적 작품 

들이 단선적인 진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악어」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고콜 시대’를 완전히 지나온 1865년에 씌어졌음에도， 고골 

의 「코」와 같은 그로테스크 환상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 고골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의 환상이 그 본질로 삼았던 신비성(비밀의 거국적인 폭로 혹은 반 

대로 비밀의 보존)을 완전히 조롱하고 패러디한다 1873년에 씌어진 「콩알」에 

서는 「분신」에서 제기된 초자연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의 대립 문제， 즉， 동기 

화와 환상의 자족성 문제가 다시금 작품의 전면에 나서는 듯하다. 내용적이고 

주제적 측면에서 「콩알」의 짝패가 되는 r우스운 인간의 꿈」은 「여주인」에서 

선보인 밀도 있는 심리적인 환상의 발전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겠다. 끝으로， 

「우스운 인간의 꿈」과 마찬가지로 ‘환상적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온순한 

여자」에서 우리는 기존의 환상시학 논의를 ‘이야기(서사)의 형식’ 차원으로， 

그것도 환상 문법과는 무관한 속기 형식의 모멘트로 옮겨 놓은 특수한 범주 

의 환상을 만나게 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만 한 것은 「여주인」의 환상시학이 일종의 시학적인 틀 

로서 몽상성이라는 테마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듯， 여타 환상소설에서도 이 

틀이 주제와 밀접하게 결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악어」 및 「콩알」과 같 

은 본격 환상소설， 그리고 「콩알」 집필 이전에 씌어진 두 편의 아포칼립스적 



도스토빼프스키의 환상소설 「여주인」 연구 23 

장편소설 『악령』과 『백치」는 「분신」의 환상시학 구현 과정에서 최초로 부각 

된 종말론적 파토스의 희화화 혹은 패러디적 재의미화， 이와 동시에 작가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더욱 심오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의 과제로 남겨질 이 

러한 문제들은 「슈토스」를 비롯한 낭만주의 환상의 기본 범주이자 도스토예 

프스키 자신의 환상 원칙이기도 한 초자연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의 대립 문 

제를 출발점으로 하되， 각 작품의 주제 및 환상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 

운 미학적， 이념적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상세하게 고찰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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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Ne 

.aHTaCTHqeCKa~ nOøeCTb φ. M. llocToeøcKoro <Xo3~AKa> 

KHN, IlH-KoH 

aaHHa~ CTaTb~ nOCB~meHa HCCnenOBaHH~ ~aHTaCTHqeCKOß nOBeCTH φ. M. aoc

ToeBCKoro <X03~ßKa> ， B KOTOpOß CnHBa~TC~ B enHHCTBe pOMaHTHqeCKHe Tpa

뻐UHH H HOBaTOpCK“e TeHlleHUHH ‘Ha TypanbHOß mKOJlbI’. TI03THKa ~aHTaCTHKH B nOBeCTI’ 
<X03~ßKa> paCCMaTpHBaeTC~ HaMH Ha ~OHe aHanH3a HeOKOHqeHHOß nOBeCTH M 에. 

J1epMoHTOBa <IIlTOCC >, ony6nHKoBaHHO히 KaK pa3 KO BpeMeHH pa60 TbI aOCTOeBCKOrO 

Han <X03~ßKOß> H nocny:i<HBme꺼 OnHHM H3 ee 06pa3UOB. 

B <IIlToCCe> J1epMoHTOBa Ha6n~naeTC꺼 rapMOHHqHa~ Hanp~*eHHOCTb ‘~aHTaC

THqeCKOrO’ B y3KOM CMbICne H ‘*H3Henon06Horo’. C J1yrHHbIM-xynO*HHKOM, CTpa 

na~mHM cnyxoBbIMH H 3pHTenbHbIMH raM~UHHaUI쩌MH ， npOHCXO~T He06bIKHOBeHHble 

C06bITH~ B TOnbKO qTO 3aCeneHHOß KBapTHpe. B BOCnpH~THH He TOnbKO repo.‘g쩌 

HO H qHTa Teneß, qynecHbIe npOHC IlleCTB“~ <IIlToCCa> HaXOn~TC~ Ha TOHKO끼 

rpaHH nOTycTopoHHerO H 3MnHpHqeCKOrO MHpOB. COXpaH~eTC~ nOCTOBepHOCTb 

nepe:t<:H BaHH낀 repo~-xyaO*HHKa ， MOTHBHpOBaHHbIX nCHXOAOrHqeCKHM H nCHX。

naTOnOrHqeCKHM 06b~CHeHH~MH ， TeM CaMbIM aOCTHraeTC~ 3eHHTa xyaO*eCTBeHHa~ 

3aKOHOMepHOCTb ~aHTaCTμKH B TeKCTe. TIp“ 3TOM }]epMOHTOB aaeT B03MO*HOCTb 

OCMbIcnHTb nOBeCTb C TOqKH 3peHH~ ‘HpOHHH’, KOTOpa~ BbIpa*aeTC~ B CnOBeCHOß 

Hrpe: ‘미TOCC ’， KaK Kn~qeBOe CnOBO K nOHHMaHI뻐 nOBeCTH, OKa3 bIBaeTC~ H HMeHeM 

qenOBeKa, H Ha3BaHHeM KapTOqHO찌 HrpbI, H Be*A1’BOα ~OpMOß BOnpO대TenbHoro 

MeCTOHMeHH~. 

KaK B <IIlToCCe>, TaK “ B <X03~ßKe> rnaBHblß repoß B. M. Op~HOB ~Bn~eTC~ 

‘MeqTaTeneM-xynO*HHKOM’. Ero nymeBHa~ yenHHeHHOCTb H OTqy*neHHOCTb OT MHpa, 

COqeTa~Cb C 060CTpeHHbIM, na*e pa3nBOeHHbIM C03HaHHeM, npeBpamaeT 6aHanbH~ 

H 6bITOBy~ peanbHOCTb B ~aHaTaCTHqHO BOCC03naHH찌와 MH~. OTC~na B03HHKaeT 

。c060ro pona ~aHTaCTHqeCKa~ aypa BO BCeß nOBeCTH. CnenyeT nOnqepKHy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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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 B OTJIHqHe OT <mTOcca> ’ 311eCb B KaqeCTBe l.\eHTpaJIbHOrO CTep)l(H.lI 

BhlcTynaeT He aHTHTe3a ‘ CBepXbeCTeCTBeHHoro ’ H ‘)l(H3HenOllOõHoro’ B n03-

THKe 띠aHTaCTHKH <X03.l1αKH> cymecTBeHH~ ~aKTOpOM .lIBJI.lIeTC.lI B3aHMOlleßCTBHe 

cyõbeKTHBHoro ~aHTa3HpOBaHH.lI repO.ll -MeqTaTeJI.lI H OÕbeKTHBHOrO pa3BeHqaHH.lI 

ero q~HM rOJIOCOM. B 3TOM aCneKTe 3HaqHTeJIbHO BBelleHHe B ~aHTaCTHqeCKyro no-

BeCTb npOCTOrO nepCOHa)l(a RpOCJIaBa. HeCMOTp.ll Ha TO, qTO ero XapaKTepHCTHKa He 

BnOJIHe YllOBJIeTBOpHTeJIbHO npellCTaBJIeHa H B JIHqHOCTHOM nJIaHe H B CW)I(eTHO-

KOMn03Hl.\OHHOM, CYllleCTBOBaHHe qy)l(oro rOJIOCa-ÕbITH.lI pa3pymaeT ~aHTaCTHqeC-

KHß ‘õpell’ MeqTaTeJI.lI OpllhlHOBa H n03BOJI.lI eT TeKcTy B l.\eJIOM BhlßTH 3a paMKH 

qHCTO pOMaHTHqeCKOß ~aHTaCTHKH. 

B OÕlIleM, OTMeqaeTC.lI, qTO ~aHTaCTHKa <X03.l1ßKH> , KOTOpa.ll C'깨TaJIaCb HenpH-

eMJIeMhlM HellOCTaTKOM BMeCTe c ‘~aHTaCTHqeCKHM KOJIOpHTOM <llBoßHHKa> , 

CJIy)l(HT OllHHM H3 Ba)l(HhlX MOMeHTOB B CTaHOBJIeH짜i T. H. ‘~aHTaCTHqeCKOrO 

peaJIH3Ma’ llocToeBcKoro: n03THKa ~aHTaCTHKH nonyqaeT OÕpa3HOe H CI뻐ICJIOBOe 

pa3BHTHe B nOCJIenyrolllHX ~aHraCTHqeCKHX paCCKa3aX H nOBeCT.lIX (<KpOKOllHJIe> , 

<50ÕKe>, <CHe CMemHOrO qeJIOBeKa>, <KpoTKoß> H T. ll.), a TaK)I(e B pOMaH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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