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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이념적 층위에서 볼 때 정치학과 형이상학의 이 

분법 위에 축조되어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화해를 지향한다 r죄와 벌」， 『백 

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모두 1861년 농노 해방령 

선포 이후 자본주의화의 물결에 휘말린 1860년대와 1870년대 러시아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작가의 위기의식에서 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악령」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작가의 문제의식은 언제나 정치적 층위를 넘어 

섰으며 훗날 독자들에게 보다 더 강하게 각인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측면 나아가 종교적이고 심지어 비의적인 측면이었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 연구가-비평가 그룹의 두 번째 세대인 상징주의자들의 

독법은 ‘비판적 리얼리즘’의 대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위대한 예언자’의 지위로 

이로써 사실주의적인 ‘사회소셜’(벨린스키)을 인류 최소한 러시아의 운명을 

기록한 ‘묵시록’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작가의 창작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 및 자 

연파적인 묘사에서 사회성에 대한 작가의 관섬은 찾아볼 수 있겠으나， 정치적 

인 입장이나 형이상학적인 고뇌， 종교적인 비전은 전무하거나 극히 암시적인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었다. 1849년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에 

작가가 집필 중이던 작품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녀가 여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담고자 한 서유럽 문학식 ‘성장소설’ 「네토치카 네즈바노바」였음은 다 

소 놀라운 일이기까지 하다. 유형 직후에 씌어진 두 편의 희극 소설 및 『죽음 

의 집으로부터의 기록』에서도 비록 여러 측면에서 후기작과의 연관성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정치성， 형이상학성， 종교성의 삼중주는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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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는 186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수면 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러시아로 유입된 자본주의와 이성주의를 묵시록의 상징으로 이해하면서 도스 

토예프스키는 『백치』， 『악령』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자신의 미래학을 형상 

화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후에 씌어진 「악어」 

(865) , 그리고 『백치』와 『악령』 이후 「작가일기 J0873년호)에 발표된 단편 

「콩알」을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묵시록적 세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론적 

차원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런 기획은 시학적 차원에서 환상성， 희극성， 

희화화 등과 닿아 있었던 만람 두 층위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도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r 악어 J. 아케이드 속의 아케이드 

2. 1. 지하의 희극적 변이체로서의 악어 

「악어」가 발표된 시기와 지면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인생에서 적지 않 

은 의미를 지닌다. 유형 이후인 1861년 도스토예프스키는 형과 함께 잡지를 

창간함으로써 저널리즘에 대한 오래 묵은 열망을 마침내 실현시켰다. 작가이 

자 저널리스트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된 그는 서유럽 문명의 러시아로 

의 유입 및 이식에 대한 비판， 러시아의 정체성의 문제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그 산물들이 「추악한 이야기 J (862) , r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 

(863) , W지하로부터의 수기 ~(864) ， 그리고 「악어」였다1) 텍스트 외적인 견지 

에서 볼 때 「악어」는 이 작품들과 전체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 무 

렵 작가의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를 

우선 살펴볼 펼요가 있겠다. 

1862년 여름(6월 -9월)， 이른바 제 1차 외유 직후 씌어진 이 여행기의 5장 「바 

알 신」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파리와 런던에 대한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2) 

1) W시대』지의 창간호에 발표된 『학대받은 사람들~(1861)은 상대적으로 이 맥락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2) 도스토예프스키가 파리와 런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두 달 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시간 동안 작가는 두 대도시의 객관적 풍경을 보려고 하기 보다는 유럽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편견을 확증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혜경 (2000) r 러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믿음J ，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11권 『악어 외~ , 역자해설， 서울: 



도스토빼프스키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63 

이 두 도시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 등 19세기를 연 역사적 사건의 근원 

지이자 자본주의의 본산이었으며 당시 서유럽 문명의 중심지였다. 소위 ‘후진 

국’이었던 러시아 중견 작가의 눈에 ‘19세기의 수도’인 두 도시는 못마땅한 심 

사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리 의 깔끔하고 세 련된 ‘질서 (nop~，llOK) ’ 혹은 ‘질서 의 정 적 (3aTHillbe nOp~，llKa) ’ 

은 물론， 반어적인 어조를 내포하긴 하되， 어떻든 작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 

다.3) 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눈에 런던은 수정궁으로 상징되는 기술 문명의 

화려한 절정과 나란히， 디킨스의 런던이 보여주는 슬럼가의 풍경들， 즉 50만 

정도에 육박했던 남녀 노동자와 노동 착취의 주된 대상이었던 아이들， 불 켜 

진 유곽(ra다-MapKeT)의 매춘부들의 질척하고도 암울한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파리가 자본주의의 아이러니한 천국인데 반해서 런던은 

‘바알 신’의 지상 왕국， 즉 순수한 지옥이었던 것이다. 

런던과 파리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양가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1부에서 ‘수정궁=개미집’이라는 저 유명한 비유로， 나 

아가 ‘수정궁←→지하’라는 대립쌍으로 이어졌다. 실상， 수정궁은 도스토예프스 

키가 역설가인 지하인의 입을 벌어 ‘2x2=4’로 요약한 서구 이성주의의 완결 

된 형상， 즉 인간의 이성의 힘과 인류 역사의 진보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낳은 최고의 결과물이었고 향연이었다. 그러나， 오만하고 꼬장꼬장한 

보수주의자-슬라브주의자를 자청했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굴욕적인 위기의식 

이 더 강해질수록 소위 ‘러시아적인 것’， ‘우리만의 고유한 것’에 대한 집착 또 

한 더 강해진다. 1862년에 사상범으로 체포된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1863)의 대척점으로 얽혔던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어 「악어」가 씌 

어진 것은 이 맥락에서였다. 

「악어」는 발표 당시부터 문단과 독자들의 비난을 받았다.4) 여기에 침묵으 

열린책들， 321쪽)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서유럽 문명에 대한 태도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도 했다. 

3) “바로 그렇다. 이것[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덕망 있는 도시이 

다. 이 놀라운 질서를 보라! ( ... ) 그렇다， 파리는 놀라운 도시인 것이다. 얼마나 놀 

라운 안락인가， 편의시설을 누렬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편의시설들이 다 갖 

추어지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금 이 질서를 보라， 말하자면， 이 ‘질서의 정적’을 

(4: 68) 이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인용은 φ. M. llocToeBcKHß(1972-1990) nOAHOe 

co6paHHe CO~HHeH깨 B TpHl1aaTH TOMaX, J1.: HayKa에 의 거 하며 인용문 뒤 에 권수와 

쪽수를 기 입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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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하던 도스토예프스키는 몇 년 뒤인 1873년 「작가일기」의 한 란에 「개 

인적인 일 (He'lTO JIH'IHOe) J 을 발표하여 「악어」가 체르니셰프스키와는 무관함을 

역설했다. 그 자신이 유형수였는데 어떻게 불운에 빠진 사상가에게 그런 인신 

공격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21: 29) 그러면서 작가는 「악어」 

를 “고골의 소설 「코」의 모방과 비슷한 한 편의 환상적 동화 “오로지 웃음 

을 위한 순전히 문학적인 장난질”이라고 정의했다.(21: 26) 실제로 고골의 그 

로테스크한 환상의 본질이 그러했던바 사람이 악어에 의해 집어 삼켜졌는데 

도 무사하다는 ‘환상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주인공 및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산문적인’ 반응(경제 원칙을 앞세우는 독일인 주인， 주인공， 그의 상관， 그리 

고 남편의 부재를 탓하며 재혼을 생각하는 부인 둥) 사이의 불협화음이 「악 

어」를 관통하는 주된 정조인 ‘기괴함’의 근거를 이룬다. 

그런데분신」이나 「여주인」에서 낭만주의적 미학에 기반한 신비스러운 환 

상성의 신화를 복원시켰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미 창작 후기로 접어든 시점 

에서 이 신화가 전면 부정되는 고골적 환상을 작품의 틀로 취했다는 것은 어 

떤 의미에서 다분히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단 동시대인들뿐만 아니 

라 이후의 연구자들 역시도 「악어」와 체르니셰프스키 사이의 상관성에 집착 

해온 것5)은 그 연구의 성과물이 보여주는바， 적지 않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즉 「악어」의 저변에 깔린 동시대적이고 시사적인 맥락이 강했던 만큼， 이 작 

품의 환상성은 미학적인 요구에서라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에서 취해졌다는 혐의가 농후해지는 

것이다. 구태여 도스토예프스키가 체르니셰프스키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 

4) 자세 한 것 은 E. 11. K때Ko(1972) "npHMeqaH없 K paCCKa3Y <KPOKOLIHJI>," nOJ1HOe c06-

paHHe CO'lHHeHHit llocTOeBcKoro B TpHl1l(aTH TOMaX, 11.: HayKa, T. 4, cc. 288-394 참조. 

5) r 악어」의 몇몇 주된 단어 (C06μTHe ， npouecc, neJlo)는 물론이고 HeqaCTHbll! y3HHK. 

TeMHHua, BcrropOTb, rrorH6m때 MY* 등 많은 표현들이 체르니셰프스키의 유형 사건 

및 그의 아내 올가의 상황을 배면으로 하여 중의적으로 읽힌다. B. A. T깨yH뻐u쩌H싸싸‘”“써‘‘M’4뻐‘ 
(1때1퍼980)이) T.매BOφ'p 'l따e야C야T뼈BO llocToeBcαKro 1앉&딩-→186;없ì2， 11.: HayKa, CC. 269-270; 11. M. P03eH6J1’OM 

(1981) TBOp'leCKHe I1HeBHHKH llocToeBcKoro, M.: HayKa, CC. 86-89; 11. A. l1e3yHToBa 

(1992) "nOBeCTb nOCToeBCKoro <KPOKOLIHJI>," OT nyDIKHHa 110 EeJ1oro: npo6.π'eMhl n03-

THKH pyccKoro peaJ1H3Ma 19 - Ha 'laJ1a 20 BeKa, 11.: 1IrY, cc. 203-222. 비 슷한 논조의 

다음 글도 참조하라 n. o. 3aCJlaBcKHl! (1959) "3aMeTKH 0 IOMope H caTHpe B rrpOH3-

BeLIeHHRX nOCToeBCKoro," TBOp'leCTBO llocTOeBcKoro, cc. 445-471: ]. Frank(1986) 

Dostoevsky: The Stir 01 Liberation 1860-1865, Princeton, N.J.: Princeton U띠v. 

Press, pp. 36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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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860년대의 급진사상의 대변자들， 이른바 ‘60년대 세 

대 (llleC TliJleC~THHKH )’에 대한 중년 작가의 불만은 「악어」의 탄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악어」의 환상성과 희극성을 정치적 알레 

고리의 산물로 보아온 기존의 관점은， 그것이 전적으로 타당하여 「악어」 분석 

의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알 

레고리적인 환상과 웃음의 미학은 작가의 시학적 기획과 분명히 맞물려 있는 

것이며 그것은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염두에 둘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악어」의 핵심어인 악어는 일차적으로는 서양 문명의 상정 6)이면서 동시에 

신화적 함의를 많이 담고 있다，7) 마찬가지로， 페테트부르그의 평범한 관리가 

이 수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악어의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급격한 변 

화를 겪는다는 설정도 다의미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Ho SI tlOKa:l<y , '1TO I! J1e:l<a Ha 60KY, - MaJlO TOrO, - '1TO TOJlbKO J1e:l<a Ha 

60Ky I! MO:l<HO nepeBepHyTb cytlb6y '1eJlOBe'leCTBa, Bce BeJlI!Kl!e I!tlel! I! Hanpa

BJleHI!SI Hallll!X ra3eT I! :l<ypHaJlOB , O'leBl!tlHO, npOl!3BetleHW J1e:l<e60KaMI!; BOT no

'1eMy I! Ha3WBa~T I!X I!tleSlMI! Ka61!HeTHWMI’, HO HanJleBaTb, '1TO TaK Ha3WBa~T! 51 

1!306peTy Tenepb ueJl~ COUl!aJlbHy~ CI!CTeMy, I! - TW He nOBepl!lllb - KaK 3TO 

J1erKo! CTOI!T TOJlbKO yetll!HI!TbCSI Kytla -Hl!6ytlb nOtlaJlbllle B yroJl 1!J11! XOTb 

nonaCTb B KpOKOtll!J1a, 3aKp비Tb r J1a3a, I! TOT'IaC :l<e 1!306peTelllb ueJlbllí palí 

lIJlSl BCerO '1eJlOBe'leCTBa(5: 197), 

하지만 나는 비스틈히 누워셔， 아니， 아예 오직 비스듬히 누운 채로만 인 

6) 아케이드에 전시된 악어의 소유주가 독일인이며 이 전시물이 원숭이와 더불어 외 
부， 특히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통해 유입된 것이며 주인공들이 악어를 보러간 

계기는 유럽 여행에 앞서 “그것의 토착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4: 18이였다. 

더욱이， 작품 속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 같이 ‘자본’ 혹은 ‘자본론(KanI!TaJl)'에 골몰 

하고 있어 앞을 다투어 ‘경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악어가 서유럽의 자본 

주의와 이성주의의 상정임은 명백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주관(1999) r환 

상의 미학: 도스또예프스끼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J，러시아연구』 제9권 제2호， 서 

울: 러시아연구소， 157-160쪽에서도 상세하게 개진된다. 

7) 딜락토르스카야(0 ， r , 매J1aKTOpCKaSl)는 신화시학적 층위에서 악어를 루복(ny60K)적인 

전통， 즉 표트르 대제의 형상과도 연결시킨다. 다른 한편， 악어는 ‘집어삼킴과 내뱉 
음’의 모티브를 통해 복음서의 요나 이야기의 틀로 읽을 경우에는 삶과 죽음， 이숭 

과 저승의 중간자적 공간이 된다， (0 ， r , 1l1!J1aKTopcKaSl (1999) neTep6yprcKaJI nOBeCTb 

lJocToeBCKoro, cn6,: llMl!Tp때 ByJlaHI!H, CC , 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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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운명을 뒤집어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모든 위대한 이념들， 그 

리고 우리네 신문 잡지들의 각종 경향들은 분명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 

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자， 그래서 그것들을 탁상공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고! 나는 지금 완벽한 사회 

체제를 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자네는 믿지도 못할 거야. 

어딘가 좀 멀리 구석진 곳에 혼자 처박히거나 아니면 악어 뱃속에라도 들어 

가서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곧바로 전 인류를 위한 완벽한 천국을 발명하 

게 될 테니. 

인류 전체에 대한 거국적 상념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이반 마트베이치는 은 

연중에 철학자(소크라테스와 디오게네스)(5: 299) 혹은 사상가 겸 정치가(‘새 

로운 푸리에’)(5: 194)로 재탄생하려는 욕망을 키운다. 그렇다면， 딜락토르스카 

야(0. r. 따JJaKTOpCKa~)의 타당한 주장대로 악어라는 공간은 이반 마트베이치 

가 ‘관리’， 즉 평범한 인간에서 모종의 ‘배아’ 상태를 거쳐 ‘초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증류기라고 할 수 있다.8) 바로 여기서 ‘악 

어’의 형상은 어렵지 않게 ‘지하’의 형상과 겹쳐진다.9) 

실상악어」와 관련된 메모를 볼 때 애초 작가의 주제론적 차원의 의도는 

니힐리즘에 맞추어져 있었다. “헐리스트가 아니라 니헐리스트. 처음에는 힐리 

스트였다가 나중에는 니힐리스트가 됐다"(5: 338)라는 메모에서 그러나， 주된 

것은 니힐리즘 혹은 니힐리스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툴러싼 작가의 언어 유 

희와 시학적이고 미학적 차원에서의 작가의 기획으로 보인다 10) 즉，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비극적인 것은 희극적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스광스럽다. 

우스팡스러운 것이 두렵다"(5: 328. 338)라는11) 작가의 인식에서 비롯된 ‘희극 

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 간의 긴장 더 정확히 비극적인 것의 희극성이 문제 

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저변에 깔되 환상의 틀로 조악하게 뒤집어 

놓은 웃긴 소설로 읽히는 「악어」를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등치시킨다면， 희 

8) o. r. llIlJlaKTOpC Ka$!, TaM lI<e, C. 316. 

9) r지하로부터의 수기」와 「악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B. H. 3axapoB(1985) CHCTeMa 

;((aHpOB llocTOeBcKoro, J1.: J1ry, c. 101, c. 108; o. r. 마!J1aKTopC I< a$! ， TaM lI<e, C. 330, c. 

332; H. B. )((IlBoJlyrroBa(2000) "CHlll<eTHa$I MeTaiþopa B paCCI<a3e lloCToeBcKoro <KpoI<o

lIllJl>," llocTOeBcKHit H MHpOBaJf KyJ1bTypa, cnõ: Cepeõp~H뼈 BeK, No. 15, c. 65 참조. 
10) "He r JlIlCT, HllrIlJlIlCT. CHa'laJla-TO ÕhlJl r JlIlCT, a rrOTOM HllrIlJlIlCT. (. .. ) Tparll'leC I<oe 

TaI< lI<e CMemHO, I<aI< Il KOMIl'leC I<Oe, ÕOHlCb cMemHoro(5: 338)." 

11) "Tparll'lec I<oe TaI< lI<e CMemHO, I<aI< Il I<OMIl'leC I<Oe. BOHlCb cMemHoro(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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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악어」의 환상성의 본질을 보다 더 명확하게 짚 

어낼 수 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낭만주의에 찌든 한 ‘역설가’의 ‘지하의 비극’을 그 

려낸 것이라면악어」는 세속적 가치에 물든 한 관리의 ‘악어 속 희극’을 묘 

사한 것이다. 지하생활자의 각종 사상들이 그의 형상이 지닌 광대적이고 희극 

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고급한 파토스를 잃지 않는다면， 이반 마 

트베이치의 사상은 시종일관 우스광스러움의 파토스에 귀속된다. 이렇듯악 

어」는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묘사한 ‘지하의 비극’의 뒤집기가 되며 ‘악어’는 

곧 ‘지하’의 코믹하고 그로테스크한 가상의 공간으로 이반 마트베이비치는 지 

하인의 희화화된 형상으로 변모된다. 그렇다면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외모를 

지닌 한 신사가 어떻게 아케이드의 악어에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산 채로 

완전히 삼켜졌는가，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실화”라는 장황 

한 부제에서부터 명확하게 선언된 「악어」의 그로테스크하고 코믹한 환상성은 

비단 작가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문학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기 보다는 차라리 지하의 비극에 맞서기 위한 작가의 심리적 보상 

작용이 낳은 미학적이고 시학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장치의 핵심 

을 이루는 ‘아케이드-파사쥬’의 의미를 살펴보자. 

2.2. 욕망의 아포칼립스로서의 아케이드-파사쥬 

「악어」에서 아케이드는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와 『지하로부터의 수 

기」의 핵심어 중 하나인 수정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세기 런 

던에 수정궁이 있었다면 파리에는 아케이드가 있었다. 금속 가공， 특히 철의 

자유로운 가공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820년대 30년대에 생겨난 파리의 무수 

한 이 아케이드들 속에는 ‘19세기의 수도’로서의 파리의 본질이 담겨 있었 

다.12) 자본주의의 꿈이 최초로 실현된 꿈나라와 같은 아케이드， 이 지붕 덮인 

상가-백화점은 “꿈꾸는 집단의 내면의식 아니 무의식의 정확한 물질적 복제 

물”이었으며 “부르주아의식의 모든 오류(상품 물신주의， 사물화， ‘내면성’으로 

서의 세계)와 부르주아의식의 모든 유토피아적 소망(유행 · 매춘 · 도박)"의 집 

12) W. Benjamin(1999) "Paris, the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1935),"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tr. by H. Eiland and K. McLaughlin: Second Printing),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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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지였던 것이다 13) 각종 소비재가 전시된 화려한 파리의 파사쥬들， 그 속에 

서 반쯤은 이방인처럼 부유하는 19세기의 인류의 욕망과 꿈은 가히， 근대라는 

‘환상’과 ‘현기증’의 아우라를 형성했을 볍하다.14) 20세기 초반 벤야민이 파악 

한 아케이드의 이러한 의미층은 보들레르의 시와 산문 속에 묘사되는 ‘한량 

(f1âneur)’들의 아케이드 산책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보들레르 

와 동갑내기 시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벤야민에 의해 재조명된 보들레르의 

19세기의 ·파리는 도스토예프스키가 피상적으로나마 경험한 파리의 그 풍경과 

겹쳐진다. 이 경험은 도스토예프스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건 자신의 수도인 

페테르부르그를 다시 돌아보게끔 했을 듯하다. 

실제로 페테르부르그에는 수정궁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파사쥬가 

존재했으며(1848년에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1860년대 페테르부르그의 ‘한량’이 

라 불렬 수 있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내를 배회할 때 지나쳤거나 한번쯤 들 

러 봤을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파사쥬이기도 하다.15) 하지만 「악어」 텍스 

트에서 파사쥬는 일단 표층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함의보다는 동 

시대의 소비지향적이고 속물적인 분위기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여러 연 

구자들이 관심을 보인 「악어」의 에피그래프인 불어 문구 “헤이， 랑베르! 랑베 

트는 어디 있지? 자네 랑베르를 보았나?(Ohè， Lambert! Où est Lambert? 

As-tu vu Lambeπ?)"는 1860년대 중반 파리에서 유행한， 군중들 사이에서 향 

락과 무질서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단 

속까지 벌였던 장난스러운 어구이다 16) 이 무렵엔 이미 파리에서 돌아와 러시 

아에 있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문구를 오직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서만 알 

수 있었겠지만，17) 저 어구에 응축된 파리의 휘황찬란하고 다분히 퇴폐적인 분 

위기는 「악어」 집필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충분히 환기되었을 법하다악어」 

13) 수잔 벅 모스(2애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J ， 김정아 옮김， 서울. 문학 

동네， 63쪽 
14) W. Benjamin(1999) "Paris, the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 p. 14, pp. 

25-26. 
15) 이득재 (2001) ~도스토예프스키， 도시에 가다J ， 서울: 문화과학사， 74-75쪽. 
16) r 악어」의 에피그래프 및 ‘랑베르’의 의미에 대해서는 M. n. AJIeKceeB(1971) "06 

OllHOM 3uHrpaφe y lloCToeBcKoro," flpo6JleMbl TeopHH H HCTOpHH JlHTepaTypbl, M.: Mry, 

C. 371; T. 11. OpHaTcKa.5l (1987), "<KPOKOllHJI>. <nOllpOCTOIÖ (llouoJIHeHHe K KOMMeH
TapHIO)," llOCToeBCK쩌 MaTepHaπbI H HCC.π'e110BaHHfI， 11.: HayKa, T. 7, CC. 169-171 참조. 

17) M. n. AJIeKceeB(1971) TaM lI<e, C.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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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부에서부터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럽 여행을 꿈꾸는 러시아 관리의 시 

점에서 소위 해외 출장을 온 아케이드의 풍경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작품의 중간쯤에서 아케이드 벽에 걸린 거울을 언급하고 있다. 

BoßWI B naCCa){(, oH[HBaH MaTBeHq] HeMe띠eHHO CTan BOCXHmaTbC~ BenHKO

nenHeM 3 IlaHH~ ， a nOIlOßIl~ K Mara3“HY, B KOTOpOM nOKa3WBanOCb BHOBb npH

Be3eHHoe B CTOnHUY qYIlOBHme, CaM nO){(enan 3annaTHTb 3a MeH~ qeTBepTaK 

KpOKOIlHnb마!KY， 앤ro npe){(lle C HHM HHKrlla He cnyqanocb(5: 180).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이반 마트베이치]는 그 즉시 건물의 화려 

함에 열광하기 시작했으며 새롭게 수도로 들여온 괴물이 전시된 상점 쪽으 

로 다가가자 그가 먼저 나서서 악어 주인에게 나의 입장료 25루블을 지불할 

의사마저 내비쳤는데， 예전의 그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 0 6o){(e , KaK OHH ){(allHμ- nporOBopHna EneHa HBaHoBHa, r~Il~Cb B Ka){(-

1l0e 3epKano B npOCTeHKax nacca){(ax H, BHIlHMO , C03HaBa~ ， qTO OHa noxopowe-

na(5: 186). 
- 아， 정말 너무도 탐욕스러운 자들이야! - 옐레나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케이드의 벽변에 걸린 모든 거울들에 자기 모습을 시시각각 비 

춰 보았으며 자기가 더 예뻐졌음을 의식하는 듯했다. 

여기서 작가의 주된 관심사는 아케이드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환기되 

는 속물적이고 경박한 주인공들의 욕망인 것으로 보인다. 아케이드 안에서는 

구두죄 이반 마트베이치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전혀 없었던 욕망(선행의 욕망 

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욕망)이 일시적으로 생겨나는가 하면， 경박한 사교계의 

사탕(KO때eTKa)으로 정의된 그의 아내 옐레나의 경우처럼 인생의 중대한 사건 

(가령 남편에게 닥친 불행)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의 욕망의 추구와 충족만 

이 문제시된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이러한 아케이드는 응당， 런던의 수정궁 

과 마찬가지로 서유럽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러시아의 슬라브주의적 전통을 

위협하는 악마적 매력을 지닌 뭔가， 적그리스도의 현현에 다름 아니었다. 여 

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소리 (rOJlOC) J 의 패러디적 변용인 「머리카락(BOJloc)J 

지의 보도대로 “강력하고 다채로운 조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새롭고 유 

용한 산업 분야를 당장 서둘러서 환영했다"(5: 205)는 것， 즉 러시아인들 스스 

로 그 마력에 휩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악어의 뱃속에서 이반 마 

트베이치가 전개하는 악어의 형태와 속성에 대한 궤변， 나아가 인간 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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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풍자，18) 악어는 자신을 소화-소멸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영국 

에서 더 좋은 원료-옷감을 수입해야 한다는 식의 희극적인 발언 둥은 환상성 

의 틀로 걸러진 서유럽 문명에 대한 희화화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열광하는 

러시아인， 어쩌면 작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자아비판일 수 있다. 

다른 한편악어」의 원제였다가 완성본에서는 부제로 옮아간 ‘rracca)f( B 

rracca)f(e’라는 어구는 일차적으로 ‘아케이드 속의 아케이드’로 옮길 수 있다. 

이 부제가 암시하듯， 작품 속의 여러 주요 요소들이 아케이드로 환원되고 마 

트료쉬카와 같은 다층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서유럽의 선진 문명에 몸이 

달아 있던 러시아， 이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그에 마련된 유럽의 아케이 

드， 북국의 이 싸늘한 아케이드 속에 미동도 없이 커다란 통나무처럼 전시[안 

치]된 수입 악어， 악어 뱃속에 어떤 이물감도 없이 편안하게 자리 잡은 러시 

아의 관리 등 모든 것이 파사쥬 아케이드로 은유되는 것이다. 이는 유형 이후 

강렬해진 도스토예프스키의 민족의식 차원에서의 위기감， 즉 묵시록적 비전의 

표현이다. ‘아케이드 속의 아케이드’는 곧 아케이드 속의 돌발사태， 나아가 돌 

발사태 속의 돌발사태이기도 한바， 프랑스어 Passage에서 그대로 차용해온 

아케이드(nacca)f()는 사람들과 상품들과 각종 문화들이 지나 다니는 ‘통로’를 

넘어서서 각종 악마적이고 부조리한 힘들이 들끓는 지옥의 입구로， 인간의 의 

식의 변화 과정，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위치한 악마적 공간으로 변모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론적 확장은 「악어」의 지나친 알레고리성， 이른바 

닫힌 환상성에도 불구하고 「악어」의 가치를 재평가하게끔 하기에 충분한 것 

이며， 이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악어」와 비슷하게 시사적이고 사회적 

인 문제의식을 저변에 깔되 마찬가지로 환상시학에 의존하고 있는 「콩알」을 

읽어내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18) “자， 그럼 예를 들어， 자네가 새로운 악어를 만들어야 된다면， 자네에겐 자연스럽 
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테지. 악어의 기본적인 속성이란 어떤 것일까? 대답은 분명 

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악어의 구조를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대답은 더욱더 분명하지. 악어를 속이 텅 비게 만드는 

거야. 물리학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에， 자연은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없다는 결론 

이 났다더군. 이와 마찬가지로， 악어 뱃속도 따라서 진공 상태를 참을 것이 아니라 

손에 닿는 대로 뭔가를 끊임없이 집어 삼켜서 자기 안을 채울 수 있도록 반드시 

텅 비어 있어야 해. (…) 사람의 구조는 이것과는 정반대자 예를 들자변， 사람의 

머리는 텅 별수록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덜 느끼는데， 보편 볍칙의 유일한 예외인 

거지 ."(5: 196) 



도스토예프스키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71 

3. r콤알J. 아케이드 밖의 아케이드 

3. 1. 저널리즘과 환상시학의 결합 

「콩알」은 「악어」의 또 다른 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개인적인 일」이 

수록됐던 「작가일기 J 1873호에 발표되었다.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문법에 귀 

속된 『작가일기」는 오늘 날의 신문 칼럼과 비슷하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 

는 동시대의 문제에 민첩하고 예리하게 대응하여 독자들에게 관심과 흥분을 

유발시켜야 했다. 특히 1873년호 「작가일기」는 우리가 흔히， 1876년 이후 단 

행본으로 출간된 『작가일기』와 묶어서 이해하는 그것과는 다소 달리， 메셰르 

스키 공작의 저널 『시민」지의 한 지면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년도의 『작 

가일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은 분량이나 간간히 언급되는 『시민」지 찬 

양의 말 따위는 이런 지면상의 제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 

학 외적인 정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도스토예프스키가 18세기 러시아의 저널 

을 견본으로 하여 시사평론적인 글과 ‘소셜’이 공존하는 잡지인 ‘창작 노트 

(3anHCHaJJ KHHra) ’ 만들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바，19) 『작가일기』는 『시대』와 

『세기』 이후 그의 저널리즘적 정향성의 또 다른 발현이었음은 분명하다. 

실제 1873년 호에 실린 글들을 일별한다면 개인적인 회상기나 가벼움 소품， 

그리고 시사칼럼이나 예술 및 문예비평적 성격의 평문이 대부분이다. 이런 글 

들의 한복판에 「착한 여자J. 우스운 인간의 꿈」과 더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적 환상소설 삼부작’때)을 이룰 첫 번째 작품이자 작가의 다른 어떤 환상 

소설보다 고덕소설적 요소를 많이 지닌 「콩알J2D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19) E. 11. K“ßKo(1980) "f1pMe뻐HIUI K 1873-oMY HOMepy <llHeBHHKa nHCaTeJIJI> ," flOJ1HOe 

COφ8.HHe CO 'lHHeH.쩌 B TpHI1IÆ8. m TOM8.X llocTOeBcKoro, JJ.: HayKa, T. 21, c. 371 

20) B. A. TYHHMaHoB (1966) "CaTHpa H YTonml (<506oK>, <COH CMemHor。 맨J10BeKa> φ. M. 

llocToeBcKoro)," PyCCK8..Il J1HTep8. Typ8., JJ.: HaYKa, No. 4, c. 70. 

21) r 콩알」의 고덕소설과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K. B. MO'lyJlb

CKHß (1995) rOrOJ1b, C0J10BbeB, llocTOeBcKH.κ M.: Pecny6J1HKa, c. 459; 삐 11. CeJle3HeB 

(1980) B MHpe llocToeBcKoro, M.: COBpeMeHHHK, CC. 158-159; L. Koehler(1974) "A 
Metaphysical Vision of Graveyard Debauchery," Canadian-American Slavic 
Studies, Vol. 8 No. 3, 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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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을 둘러싼， 혹은 「콩알」 내부에서의 시사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의 공존 

을 바흐친은 카니발이라는 넓은 틀에서 이해하고자 했다콩알」의 ‘환상적인 

슈제트’， 즉 환상성이 카니발적 논리를 다소 단순화시키긴 했으되 그것을 날 

카롭고 적나라한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이었다，22) 바흐친의 해석， 혹은 그의 

개념 체계는 어떤 식으로 변형되든 간에 이후 「콩알」 연구의 고전이 되었는 

데， 주된 문제점 혹은 전제는 시사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 간의 긴장이었다，23) 

애초부터 ·논픽션으로 정의된 「작가일기」라는 장르의 툴 속에 가공의 문학작 

품을 싣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화자인 ‘나’를 작가와 동일시하면서 내세우 

되 마치 ‘소설가’가 아닌 ‘이야기꾼’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즉 상 

상-소설쓰기의 과정 자체를 날 것으로 보여주는 방식 24)을 취하거나 일련의 

환상 소설에 들어가는 「온순한 여인」과 「우스운 인간의 꿈」의 경우처럼 각각 

‘소설’이라는 또 하나의 틀을 제시하여 저널리즘의 척박한 문법으로부터 환상 

성， 더 넓게는 문학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콩알」은 이 두 장치의 혼합 내지는 중간항 같은 것으로서 ‘한 인물의 수 

기’라는 설정을 사용한다. 일종의 서문격인 「콩알」을 여는 첫 문장들 “이번에 

는 「한 인물의 수기」를 수록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인 

물이다. 내 생각에 더 이상 어떤 서문도 필요치 않다"(21: 41)는 저널리즘 속 

에 예술산문을 위치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적인 작업이었다. 마찬가지로， 

「콩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인 “이 이야기를 『시민』지에 가져갈 것이다. 

이 잡지사의 편집자의 초상화도 전람회에 걸려 있다. 아마 그는 이것을 게재 

해줄 것이다"(21: 54) 역시도 문제의 「콩알J (즉작가일기 J)이 실린 지면이 

『시민』지이며 이 잡지사의 편집자가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라는 점을 환기시 

킨다. 현실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간의 등치 관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악하 

게 노정시키는 것， 즉 저널리즘적 문법의 문학적 변용은 비단 작품의 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도 두 겹으로 중첩된 속 이야기로까지 깊게 침투 

되어 있다. 

22) M, M, BaxTHH(1979) npo6πeMbl Il03THKH llocToeBcKoro, M,: COBeTCKa~ POCCH~ ， C, 170, 
23) 이 점 에 대 한 여 러 논의 들은 H, A, nopTHoBa(1987) "K lIp06JleMe lIapallOKCaJlbHOCTH 

cmm llocToeBcKoro (<Bo6oK> )," llocTOeBcK째 MélTepHélJlbl H HCCJIeIlOBélHHJl, J1,: HayKa, 
T, 7, c, 93; P, H, nOllllY6HM(I991l "’lle꺼CTBHTeJlbHOCTb HlleaJla' B MaJlO~ lIpo3e <뻐eBHHKa 

lIHCaTeJl~>，" llocToeBcKHIt: MélTepHélJlbl H HCC.π'eIlOBélHHJI， T, 9, c , 183 참조. 

24) r 예수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된 아이 J，농부 마레이 J，백 살의 노파」가 대표 

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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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의 이른바 첫 번째 ‘속 이야기’를 여는 초상화 관련 화자의 신경질적 

인 반응은， 위에서 인용한 「콩알」의 마지막 문장에도 언급됐거니와， 당시 작 

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종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페로프(B ， r. nepOB)가 그린 도스토예프스키의 저 유명한 초상화를 두고 파뉴 

틴 (J1， K, naHIOTHH)은 고골의 「광인일기」의 일절을 인용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 

에게 인신공격을 가한바 있다. 타인의 말과 ‘나’의 말이 파편적으로 결합된 

「한 인물의 수기」의 도입부는 도스토예프스키를 포프리쉰과 r작가일기」 를 

「광인일기」 와 동일시한 파뉴틴에 대한 작가의 반박이었다. 파뉴틴의 발언의 

핵심어였던 ‘광기’를 출발점을 하여 ‘대칭형 사마귀’로 발전하는 화자-작가의 

논의는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백치』와 『악령』 이후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퍼 

부어진 이른바 ‘환상적 리열리즘’ 비판의 속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껑) 또 

한， 저널리즘의 문법에 따라 재축조된 여러 인물들의 파펀적인 대화는 도스토 

예프스키를 흥분시킨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한 인물 

의 수기」의 저자 ‘나’는 실패만을 거듭하는 작가인데， ‘이반 이바느이치’라는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듯 하나의 ‘유형’， 심지어 유형도 아닌 그저 하나의 장치 

이거나 기법으로 보인다. 그를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말들이 문학적， 형상적 

차원에서의 성격 없이 「콩알」의 첫 속 이야기 속에서 부유한다. 세몬 아르달 

리오노비치， 초상화를 그린 화가， ‘소금’을 원하는 ‘별의별 편집자들’， 화자의 

문체적 특수성을 지적하는 친구， 존경에 대해 말하는 한 지인 등은 문학적 성 

격 (xapaKTep), 나아가 인성 (JIHlIHOCTb)을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흡사 신문의 지 

변에서 성이나 직업， 나이만으로 간략하게 소개되는 실존 인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전제 혹은 맥락이 대거 생략 

되거나 축소된 채로 파편들 혹은 삽입어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도 저널리즘의 

틀로 설명될 수 있을 터이다. 

「작가일기」에 환상소설 「콩알」이 수록되어 있듯콩알」의 처음과 끝을 장 

식하는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층위의 말들의 한가운데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 

인 사건이， 즉 두 번째의 속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사기 성향이 

농후한 페르보예도프 장군， 세속적이고 경박한 귀족 부인 아브도티야， 음당한 

15세 처녀 카티쉬， 전형적인 아첨꾼인 7등관 레베자트니코프， 음탕과 부정을 

25) 이 에 대해서 는 B, A, TYHHMaHoB (l997) "nOpTpeT C 60pOnaBKaMI! (<50601<>) I! Bonpoc 

o ’peaJ\H3Me' B I!cKyccTBe," /locToeBcKHil: MdTepHdJ1lJ H HCC.!IeI10BdHHJI, J1,: HayKa, T, 

14, CC , 171-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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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삼다 죽은 일혼 살의 중풍 환자 타라세비치 장군， 일종의 폭로자로 설정된 

왕년의 방탕자 클리네비치 남작 등 여러 인물들도 성격적 형상화에 측면에서 

환상 텍스트 바깥의 ‘목소리들’ 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특정한 ‘성격/인 

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형’이나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26) 이 점을 첫 

번째 속 이야기와 유비시켜 저널리즘의 문법으로 일정 부분 설명할 수는 있 

겠다. 하지만 장례식 참석 이후 묘지에 남은 화자의 귀로 망자들의 소리가 들 

려온다는 절정은 저널리즘의 문법과 혼합되어 있으되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고 있다. 사람이 악어 뱃속에 들어가서도 잘 산다는 「악어」의 환상적 전제가 

현실-자연의 층위와 상상 초자연의 세계를 완전히 절연시킨 지점에서 설정됐 

다면콩알」의 환상적 전제는 환상시학의 기본 전제인 두 대립쌍의 접경지대 

에서 설정됐다. 즉악어」의 환상적 틀에는 전혀 없었던 ‘의식’의 문제， 인간 

의 육체와 영혼 간의 상호작용의 미묘한 균열 지점이 바로 「콩알」의 속 이야 

기의 환상성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망자들의 대화 ‘콩알’이 전개되는 외적 상황에 

천착했다. ‘콩알’ 혹은 ‘콩알성’(606otIHOC Tb) 즉 망자들의 출현 자체가 화자의 

특수한 세계 인식 방법을 지시하는 만큼콩알」의 본문을 이루는 화자의 체 

험은 일차적으로 ‘광기’의 틀에 귀속된다.낀) 하지만 이런 독법에서 「콩알」의 

밑텍스트가 되는 고골의 「광인일기」와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는 광기의 시작 

과 끝， 정상과 광기， 나아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부분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 

지 않고 차라리 두 층위가 화자-작가의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외비우스의 

띠처럽 뒤섞여 있다. 화자는 재채기 때문에 망자들의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자 

“모든 것이 ( ." ) 꿈처럼 사라졌다"(21: 53)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꿈처럼’이라 

는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 꿈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콩알」의 

환상성은 「악어 J (더 근원적으로는 고골의 「코J)와 같은 ‘닫힌’ 환상과도， 환상 

이 꿈이나 광기와 같은 장치를 통해 리얼리즘적 개연성에 종속되는 고골의 

「광인일기 J ， 혹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직접 정의한 ‘환상 소셜’ 「우스운 인간의 

꿈」과 「온순한 여자J ， 그 외 여타 장편 소설과도 구분된다. 따라서 「콩알」의 

시사성과 동시대성에 천착하여 「악어체르니셰프스키 패러디와 같은 방법으 

로 읽어내는 것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다 

26) B, A, TyH뻐aHOB(1980) "npHMe t!aHH5I K paccKa3y <505oK>," nOJlHOe COφ8HHe CO'lH

HeHHIt l1ocToeBCKoro B TpH.llIJ8TH TOM8X, 11 ,: HayKa, T, 21, CC, 404-407 참조. 

27) B, A, TYHHMaHoB(1980) TaM lI<e, C,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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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시학적 측면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향한 환상문학의 참된 

원칙의 실현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제론적 측면에서 저널리즘적인 것과 문학 

적인 것의 결합， 나아가 시사성과 동시대성을 넘어선 영원성의 지향 및 미래 

상의 제시이다. 

3.2. 육(肉)의 아포칼립스로서의 아케이드-무덤 

「콩알」은 앞선 두 장편 『백치』와 『악령』에 나타난 주인공-관념인들의 죽음 

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시작된다. 홀바인의 「무텀 

속의 죽은 그리스도의 시신」과 클로드 로랭의 「아키스와 갈라테야」가 상징하 

는바 『백치」와 『악령』은 서구적 이성주의와 자본주의로 구체화된 아포칼립스 

의 비장함과 웅장함에 대한 부분적인 해체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전체적인 차 

원에서의 뒤집기는 아니었다. 반면콩알」은 아포칼립스 이후의 세계상， 무텀 

뒤의 삶이 부활이나 영생， 혹은 천년 왕국이 아니라 현실 삶의 더 방탕하고 

더 속된 연장이라는 것을 성물모독적이고 불경한 방식으로 구현해 낸다. 이 

점에서 「콩알」은 「악어」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선보인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극단적인 발현이 된다악어」가 삶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은 아 

케이드-악어를 그린 것이라면콩알j은 우리의 삶의 바깥， 그러나 약간의 가 

두리일 뿐인 그런 바깥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아케이드-무텀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악어 뱃속이 완전히 닫힌 공간임에 비해， 무덤 속 ‘콩알’의 공간 

은 순차적으로 자꾸만 깨어나는 사자들과 그들의 의식-말에 의해 무한히 확 

장되고 증식되는 공포스러운 공간이다. 바흐친이 공식화시킨 「콩알」의 이른바 

‘카니발적 모벤트’， 즉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죽음의 탈을 쓰고 진행되는 애매 

한 삶의 순간은 단 한 조각의 의식이라도 살아 있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욕망의 추악한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설정이었다. 이 순간에 대한 

망자들 자신의 대화를 들어보자. 

HallJJeBaTb, 'HO BbI pa,!lbl, a TOJJbKO BbI, Kall<eTC~ ， 3.'1eCb BC Èi 3HaeTe. CKa

lI<lITe , BO-llepB퍼x (~ e~e CO B4epa~HerO 뻐~ Y.'1I1B~IOCb) ， KaKIIM 3TO 06pa30M 

뻐 3 .'1eCb rOBOpIlM? Be.'1b 뻐 yMepJJII, a Mell<.'lY TeM rOBOplIM; KaK 6Y.'1TO 11 .'1BII

lI<eMC~ ， a Mell<.'lY TeM 11 He rOBOpllM 11 He .'1 BlIlI<eMC~? 4TO 3a ~OKyCbI? 

- 3TO, eCJJII 6 Bμ llO ll<eJJaJJII, 6apoH, Mor 6빼 BaM JJY4~e MeH~ ITJJaToH HIIKO

JJaeBII4 06b~CHIITb. (...) OH 06b~cH~eT BC Èi 3TO CaMblM llpOCT뻐 φaKTOM ， IIM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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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4TO HaBepxy, I<oraa ellle MbI :l<IIJIII, TO C411TaJII! omll604HO TaMOmHHlO1O CMepTb 

3a CMepTb. TeJIo 3aeCb eme pa3 I< a l< 6YllTO O:l<IIBaeT , OCTaT l<1I :l<1I3HII cocpeaO

T04I1BaIOTC~ ， HO TOJIb l<O B C03HaH~써. 3TO - He yMe lO BaM Bblpa311Tb - lIpOaOJI

:l<aeTC~ :l<1I3Hb I< a l< 6b1 1I0 IIHepUIIII. Bcë cocpeaOT04eHO , 1I0 MHeHll10 ero , rae-TO 

B C03HaHIIII 11 lIpOaOJI:I<aeTC~ eme MeC~ua aBa IIJIII Tpll... IIHOraa aa:l<e 1I0JIrOaa ... 

ECTb, HallpllMep, 3aeCb OallH Ta l<o l!, 1<0TOpμl! 1I04TII COBCeM pa3JIO:l<IIJIC~ ， HO 

pa3 HeaeJIb B meCTb OH Bcë ellle Bapyr lIP060pM04eT OaHO CJIOBUO, I<OHe4HO 

6eCCMbICJIeHHOe , lIpO I< a l<o꺼-TO 60601<: <5060 1<, 60601<>, - HO 11 B HeM, 3Ha411T, 

:l<1I3Hb Bcë ellle TellJIIITC~ He3aMeTH아o IIC l<pO꺼 ... (21: 51) 

“기쁘고 자시고 간에， 여기 사정은 당신 하나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럼， 말해 보시죠， 첫째， (어제부터 놀라워하고 있는 터지만) 어떻게 해 

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말 

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건가? 도대체 이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 

까?" 

“그 점에 관해서라면 남작님 저보다는 플라톤 니콜라예비치가 더 잘 설 

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 ... )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한 사실로 설명 

하고 있는데， 요컨대 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저곳의 죽음을 죽 

음이라고 생각한 건 틀렸다는 겁니다. 육체는 여기서 다시 소생하는 것 같고 

생명의 잔재들은 응축되는데， 단， 오직 의식 속에서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 

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성에 의해 삶이 지속된다고나 할까요. 그 

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응축된 채로 의식 속 어딘가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반년도 간다는군요. 예를 

들자면 여기 거의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자가 하나 있는데， 대략 6주에 한 

번씩은 갑자기 꼭 한마디를， 물론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무슨 

콩알 어쩌고 하면서요.<콩알， 콩알>하는 것을 보면， 이 남자의 내부에는 아 

직도 생명이 희미한 불꽃처럼 따사롭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콩알’은 육체적 삶의 종결과 더불어 더 왕성해진 인간 의식의 삶， 간단히 

인간 의식에 그 존재 근거를 두고 있다. 화자의 죽음의 세계와의 접촉이 문체 

적 차원의 ‘콩알성’으로 상징된 그의 의식의 분열 광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면， ‘콩알(6060K)’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삶의 소멸 이후에도 의식의 형태 

로 버티고 있는 삶의 표지로 정의될 수 있겠다. 하지만 육체가 소멸한 시점에 

서도， 의식과 말뿐만 아니라 후각마저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 썩어가는 자기 

육선， 혹은 타인의 육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맡을 수 있다. 정신과 육체의 이 

역설적인 접경지대에서 『백치」의 나스타샤 필립포브나가 제의한 ‘쁘띠-조’[진 

실] 게임이 극단적이고 퇴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여 “벌거숭이가 되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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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의 향연이 되는 것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성물모독적인 태도는 이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가 

종결되는 방식에 의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사자들의 진실 게임이 한창 무르 

익어가는 도중에 화자는 ‘갑자기’ 재채기를 하고 이로써 ‘진정한 무텀의 고요’ 

가 찾아온다. 죽음과 삶의 카니발적 공존이 「콩알」 텍스트의 본질이기도 한 

바， 무텀의 묘석 위에 놓여진 먹다 만 부테르브로드 조각과 마찬가지로 재채 

기에 의한 상황 종료는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상승될 수 있었던 

무덤의 세계를 육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생리학적 방식으로 닫아버린다는 점 

에서 시사적이다. 이로써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설정이 지니는 신비적 후광은 

사라지고 현실에 대한 풍자가 전면으로 대두되면서 “무텀 밑의 세계는 지상 

세계에 대한 축도이자 우스광스러운 삽화"28)에 다름 아니게 된다. 

HeT, :noro 51 He Mory llorrycTHTb; HeT, BOHCTHHy HeT! 5060 1< MeH5I He cMY

lIlaeT (BOT OH, 6060 1< -TO, H 0 I< a3aJlC5I!). 

Pa3BpaT B Ta l<OM MecTe, pa3BpaT rrOCJlellHHX yrroBaHHH, pa3BpaT llP5l 6J1비X H 

rHH~IIlHX TpyrroB H - lla*e He lIlall5l rrOC JlellHHX MrHOBeHHH c03HaHH5I! H’에 llaHbI, 

rrOllapeHbl 3TH MrHOBeHH5I H ... A r JlaBHOe, r JlaBHOe, B Tal<OM MeCTe! HeT, 3TOrO 

51 He Mory llorrycTHTb ... (21: 54) 
천만에，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결코， 진정으로 그럴 수 없다! 나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콩알이 아니다(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콩알이었다는 거 

다!). 

이런 곳에서 타락이라니， 마지막 희열들의 타락， 축 늘어쳐서 썩어가는 시 

체들의 타락이라니， 그것도 의식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고 베풀어졌는데도…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런 곳에서까지! 천만에，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최후의 심판 이후의 세계가 아름다운 도덕률이 만연하는 새로운 낙원의 도 

래이거나 최소한 비장한 파토스를 지닌 폐허도 아니고 현실 삶의 가장 추악 

한 측면의 연장일 뿐이라는 점， 바로 이것이 화자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 

이 다. 삶과 죽음의 애 매 한 경 계 선 에 위 치 한 이 가짜 사자들(KBa3H-MepTBble)의 

불경스러운 ‘언어적’ 방탕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나 형식적 측면에서나 정신의 

폭로 대신 육의 폭로가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묵시록의 잔혹한 패러디이자 

28) 박현섭 (2000) r 창작 절정기의 사상적 결산 한마당J ，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20권 『영 

원한 남편 외~ , 역자해설， 서울: 열린책틀，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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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화화이다. 이 맥락에서 “그들[사자들]이 모든 필멸의 존재에겐 철저하게 숨 

겨온， 필멸의 존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 "(21: 53)은 몇 겹의 봉인으 

로 가려진 거룩하고 웅장한 ‘신비’가 아니라， 그 신비의 무게를 본질적으로 무 

화시켜버리는 하부 세계의 ‘비밀’로 전락해버린다. 하지만， 자신의 귀를 통해 

무덤 뒤의 추악한 풍경을 확인했음에도 화자는 마지막에 “다른 둥급의 묘지 

에도 가봐야겠다 ( ... ) 어쩌면 위로가 될 만한 생각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르 

니까"(21: -54)라고 하면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희망을 암시한다. 이 

렇듯， 화자/작가의 내면적 의식 속에서 ‘뒤집어진 아포칼립스(AnOKanHnCHC Ha

BbIBOpOT) ’29)로서의 「콩알」에 맞서는 뭔가가 요구된다면콩알」의 속편은 응당 

「우스운 인간의 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콩알」을 「우스운 인간의 꿈」과 비교하면서 ‘유토피 

아’에 맞서는 ‘풍자’로， ‘부활’에 맞서는 그것의 패러디로 정의해 왔다.30) 하지 

만 삶과 죽음의 경계， 사후 세계의 표상이 문제가 될 때 「콩알」의 다른 표현 

인 「우스운 인간의 꿈」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우선， 우스운 인간은 세계를 자기의식의 투영으로 보는 주 

관주의적이고 유아독존적인 태도에 있어서 (25: 108) r콩알」의 망자들과 그 본 

질을 공유한다. 망자들이 실제적 삶과 완전한 죽음 사이의 과도기적 상태에서 

붙들고 있는 의식의 ‘끄트머리’는 우스운 인간이 현재 이 삶 속에서 증식시키 

는 과잉된 의식의 유비체이기도 하다. 또 일종의 자살 시율레이션 게임처럼 

읽히는， 상당히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주인공의 꿈에 나타난 사후 세계의 모습 

은 「콩알」의 성물모독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신성’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 

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 뒤에는 ‘완전한 무(COBep

weHHoe He뻐THe)'가 아니 라 지 상적 인 삶의 속편 이 또 다른 생 명 체 가 존재 한다 

는 것 ("3a rpoõoM )i(H3Hb") 바로 그것이다.3D 그런데 우스운 인간이 꿈속에서 

29) P. H. nOllllyõHa~(1991) TaM lI<e, C. 185. 
30) B. A. TYHHMaHoB(1996) TaM lI<e; P. H. nOllllyõHa~ (1996) "MaJIa~ np03a B <llHeBHHKe 

nHC aTe~> H <BpaTb~x KapaMa3oBblx> (뻐eAHO-XYIlOll<eCTBeHHble nepeKJIH~KH H con

p~lI<eHH~) ，" l1ocToeBCKHn: M8. TepH8.J1bI H HCCJ1eIIOB8.HHJ/, T. 13, C. 133; r. nOMepaHU 
(2003) "lIBa nOpO~Hb!X Kpyra," OTKpblTOCTb 6e3IIHe BCTpe'lH C l1ocToeBCKHM, M.: poc

Cn3H, C. 328: R. L. ]ackson(1981) "Some Consideration on <The Dream of a 
Ridiculous man> and <Bobok> from the Aesthetic Point of View," The Art of 

Dostoevsky: Delirium and nocturn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pp. 
2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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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삶이 과연콩알」의 망자들의 삶과 가치론적 측면에서 구별되는가? 

‘별’과 ‘태양의 아이들’로 요약되는 우스운 인간의 낙원은 타락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콩알」의 망자들의 퇴폐적인 세계와 등치된다. 십자가를 젊어지겠노 

라는 우스운 인간의 영웅적인 외침은 그 진정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방탕한 

망자들의 “벌거숭이가 되자”라는 외침보다 덜 절실해 보인다. 결과적으로콩 

알」의 속편으로서의 「우스운 인간의 꿈」은 ‘환상적인 이야기’라는 부제가 암 

시하듯 무텀 뒤의 세계가 낙원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가， 얼마 

나 공소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황금시대’를 향한 작가의 도저한 열망을 위반 

하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우스운 인간의 꿈」을 배면에 깔고서 「콩알」을 본다 할지라도콩 

알」은 죽음 이후의 삶 앞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의 그 

로테스크한 현현으로서 남게 된다.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의 미래적 비전은 

영적 부활과 정면으로 맞서는 육의 추악한 부활과 욕망-정념의 만개， 그리고 

비대해진 의식의 최후의 귀결점인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삶의 연장 

에 불과하다는 것이 「콩알」의 기본 전제이며 바로 여기에 전 존재와 전 우주 

의 숭고한 비극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묵시록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4. 나오며 

시사적인 것에서 촉발된 문제의식이 형이상학적이고 나아가 종교적인 층위 

로 발전되는 양상의 일면을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환상 소설 「악어」와 「콩 

알」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였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활동이 절정에 달한 1860년대 전반기 

에 씌어진 「악어」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들인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의 기 

록」，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배면에 깐 채 작가의 서유럽 문명의 러시아로의 

유입 비판 및 체르니셰프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으 

로 읽혀 왔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악어」의 시사적 

31) 다음의 인용문을 보라: “나는 완전한 무를 기대하면서 스스로의 심장에 총을 발사 
했다. 자 그러자， 나는 어떤 존재， 물론 인간 존재는 아니지만 ‘있는’， 존재하는 어 

떤 것의 품 안에 있게 됐다.<아， 그렇다면， 무덤 뒤에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 

나!>"(2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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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치적인 층위，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층위를 

읽어내고자 했다. 이런 논의의 기저에는 아케이드와 악어로 표현된 서구 이성 

주의와 자본주의， 즉 ‘근대’의 출현과 마주한 슬라브주의자 도스토예프스키의 

묵시록적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고골의 「코」를 모델로 한 알레고리적 환 

상， 이 전체적인 틀은 일차적으로는 당시 문단 및 지성계의 풍경을 폭로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런 시사적이고 동시대적인 맥락은 아케이드， 그 속 

의 악어，;:r 악어 속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그의 관리 등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메타포를 통해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으로 이월된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백치 4와 『악령』 이후 1873년 「작가일기」에 수록된 「콩 

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콩알」은 「악어」와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적 틀에 

서 출발했으되 그 테마상의 선택에서부터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건드리고 있다. 죽음이라는 육중한 주제는 한편으로는 저널리즘과， 다른 한편 

으로는 무텀 속 망자틀의 음당한 말-의식의 향연이라는 환상적인 설정， 즉 도 

스토예프스키가 창작 초기부터 시도해온 환상시학과 연결되면서 바흐친이 공 

식화한 카니발적 소극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작가가 후기장편에서 일관되게 

형상화해온 아포칼립스는 「콩알」에서 희화화되고 뒤집어진다. 자칫 옹졸한 인 

신공격성 알레고리로 전락할 수 있었을 단편소설이 이 렇듯， 죽음과 불멸에 대 

한 심도 깊은 통찰이 담긴 ‘뒤집어진 아포칼립스’의 견본이 되는 것이다. 

서유럽의 이성주의와 자본주의의 위협은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장편 소설 

에서 부각되는 아포칼립스적 비전의 중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 

키의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그의 리얼리즘의 근간을 이루는 환상시학， 그 

리고 희극적 장치를 통해 비극을 중화시키는 능력과 결합되어 응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악어 J 9.j- r콩알」이었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아케이드 프로젝 

트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묵시록의 풍경 자체가 아니라 ‘황 

금시대’를 향한 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현실적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유토피아는 악어 뱃속 따위나 무덤 속 혹은 무덤 너머가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또한 두 환상 소설의 진정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작가의 마지막 대작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존재 

근거 또한 여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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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Ne 

TpaøeCTHRHwR AnOKaRHnCHC ßOCTOeøCKOrO 

B φaHTaCTHQeCKHX paCCKa3aX <KpOKO~HR> H <Bo6oK> 

KHN, I)H-KIOH 

B llaHHOη CTaTbe paCCMaTpHBaeTC~ ， KaK rrOllHHMaeTC~ rrOnHTHqeCKa~ rrpoõne

MaTHKa llocToeBcKoro Ha MeTalþH3HqeCKHlî H penHrH03Hbllî aCrreKT. fnaBHb뻐 Ma

TepHanOM HaWerO HccnelloBaHH~ ~Bn짜OTC~ llBa ero lþaHTaCTHqKHX paCCKa3a 

<KPOKO띠n> (1865) H <5oõoK>(1873). 

<KPOKO마m> ÕblJl H3yqeH llO CHX rrop Ha lþoHe rryTeBblx 3arrHCOK <3HMHHe 3a

MeTKH 0 neTHHX BrreqaTnem쩌X> H lþHnocolþcKoro pOMaHa <3arrHCKH H3 rrOll

rronb~>: OH ÕblJl CrrpaBellnHBO BOCrrpHH~T KaK HarralleHHe Ha TeOpeTHqecKy~ CH

CTeMY 4epHbWeBCKOrO H llpyrHx ’ weCTHlleC~THHKOB. ’ Ha OCHOBe rrpellbI마rUJ，HX HC

cnellOBaHHlî 311eCb rrpellrrpHH~Ta rrOrrbITKa BbIllenHTb MeTalþH3HqeCKHlî rrnaH pac

CKa3a, CKpbITbI꺼 B ero rryõnHI..\HCTHqeCKOM H rrOnHTHqeCKOM rrnaHe. B <KPOKOllH

ne> 3aKn~qaeTC~ arrOKanHrrTHqeCKH꺼 ’CTpax H TperreT ’ llocToeBcKoro KaK KOH

cepBaTHBHoro CnaB~HolþHna ， HaTKHyBweroc~ Ha lþaHTacMarOpHqeCKOe ~BneHHe 

’modemity’ OHO BorrnoIllaeTc꺼 B 3arrallHOeBpOrrelîcKHX KarrHTanH3Me H paUHOHa

nH3Me. AnnerOpHqeCKa~ lþaHTacTHKa, C0311aHHa~ B rrOllpa*aHHe rOrOneBCKOMY 

<Hocy>, rrpe*lle BCerO, CnY*HT rrpHeMOM llm pa30ÕnaqeHH~ TOrllaWHHX nHTepa

TypHbIX H HlleOnOrHqeCKHX HarrpaBneHHlî. OllHaKO, B rnYÕHHe MHOrOrrnaHOBbIX Me

ulþop ’nacca*’ H 'KpOKOllHn ’ 3nOÕOllHeBH뼈 H COBpeMeHHbllî KOHTeKCT rrepeHOCHTC 

~ Ha MeTalþH3HqeCKH때 H penH대03Hbllî. 

nOllOÕHa~ rrpOÕneMa HaÕn~llaeTC~ H B paCCKa3e <50ÕOK>, HarrHCaHHOM rrocne 

llByX arrOKanHITTHqeCKHX pOMaHOB <H.aHOT> H <5ec삐>. TeMa ’CMepTH ’ R ’rrOCMep

THoro MHpa ’, Cepbe3Ha~ rro cBoelî BeCOMOCTH, C OllHOlî CTOpOHhl CB~3비BaeTC~ C 

*ypHanHCTHKolî <llHeBHHKa rrHCaTem> B *aHpOBOM aCrreKTe, a C llpyrolî - C 

rr03THKolî lþaHTacTHKH, pa3paÕOTaHHOlî llocToeBcKHM C CaMOrO paHHerO 3Trrarra 

ero rrHCa TenbCKOlî lle~TenbHOCTH. OTC~lla H BhlTeKaeT OTqaCTH KapHaBanbHhl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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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lp I:IJII:I KapHaBaJI1:I3aUI:lj\ Ml:lpa (no TepMI:IHOJIOr l:l1:l 5aXT I:IHa). B pe3yJIbT aTe , OÕ

pa3 AnOKaJIn l:lnCHCa , H30Õpall<eHHbIH B pOMaHaX ’~TI:IKHHlI<Hj\' nOCTOeBCKOrO , 3~eCb 

no~~aeTC j\ KapHKaType H TpaBeCTHH , 1:1 CTaHOBI:ITC j\ ’AnOKaJIHnC I:ICOM HaBhlBOpOT': 

TeM CaMbIM , paCCKa3 , co~epll<auu쩌 B ceõe rpyõo aJIJIerOp l:lqeCK I:IH MOMeHT , npeB

pa띠aeTC j\ B npOH I:IKHOBeHHOe Haõnro~eHHe 0 CMepTH H ÕeCCMepTHH. 

KOHeqHO , aBTOpCK I:IH npOeKT 3aKnroqaeTC j\ He CTOJIbKO B npe~CTaBJIeHI:IH Ano

KaJI l:lnC l:Ica JIHÕO KaK TaKOBOrO , JII:IÕO KaK HaBblBOpOT , CKOJIbKO B ocyw.eCTBJIeHI:II:I 

MeqTbI 0 ’ 30JIOTOM BeKe. ’ H COOTBeTCTBeHHO, eCJIH pa3 nOCTaBeJIHa nHCaTeJIeM 

npe~nOCCblJlKa ， qTO "3a rpOÕOM - lI<I:I3Hb," T. e. eCJII:I nOCMepTH뻐 MHp j\BmeTC j\ 

JII:IWb npo~αDI<eHHMeM TO낀 lI<e 3eMHO때 lI<H3HI:I, TO HaCTOj\띠aj\ yTon l:lj\ ~OJl)j(Ha ÕbITb 

HaH~eHa B CaMOM 3TOM MHpe. HMeHHO B 3TOM BH~I:ITC j\ rJIaBHa j\ H~ej\ nOCTOeBC

Koro KaK nHCaTeJIj\ <KPOKO~I:IJIa> H <50ÕKa> , a TaK lI<e HCXO~Haj\ TOqKa ero 

nOCJIe~HerO pOMaHa <5paTb j\ KapaMa30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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