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 속의 소통과 성: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김 연 경 ” 

1. 소통의 특수한 양상으로서의 성 

소통의 문제는 언어 ， 권력， 계급 등 여러 개념과 결합하여 다각도에서 연구 

되어 왔지만 성1)과 관련된 논의는 프로이드 이후 여러 석학들의 연구와 성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기 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성이 인간의 소통에 있어 가장 필연적이고 중대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극히 

배타적이고 특수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실상， 성의 소통적 행위가 없었더 

라면 지구상의 그 어떠한 ‘나’도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하 

고도 절대적인 사실에 성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식의 표현을 쓰든 간에 본원적 의미에서의 성은 죽음과의 대결 구도 

에서 발생한 것， 혹은 자연에 의해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지니 는 유한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무한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성의 소통적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2) 그렇기에， 푸코의 

방대한 연구가 보여주듯， 성에 대한 각종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과 맞물려 인 

간 사회가 주목해온 것은 성에 대한 이해(앓의 의지)와 그것의 효과적인 향유 

-활용 혹은 통제-배려였다.3) 그의 분석을 통해 조명된 고대 희랍의 성에 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079-AM0057).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1) 우리말의 성(싼)은 현재 성 담론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sex， sexuality, gender, 

erotism, eroticism 둥)을 다 포팔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된디. 

2) 이애 대해서는 애로티즘의 심층올 파헤치며 폭릭-죽음과의 유비관계를 논하는 조르 
주 바타유0996:8-163); 조르주 바타유(2002:16-50) 침 조 

3) 미 셀 푸코(1995) ，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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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4)를 하나의 전범으로 본다면 성의 사회적 소통은 어쨌거나 소통이 지 

닌 일반론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즉， 성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기반이 어떤 형식일지라도 그 전제는 이 소통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자 

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욕망의 주체이자 윤리적 주체로서의 책 

임을 인식해야 한다.5) 성의 층위에서 타자로 규정되어온 여성의 사회적 정체 

성， 즉 젠더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이 맥락에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문학 속에서 표현되는 양상을 톨스토이와 도 

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성의 사회적 소통의 층위 

(툴스토이)와 종교적， 더 정확히， 신화적 층위(도스토예프스키)를 아우르며， 두 

작가에게서 각기 다른 식으로 탐구되는 여성성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성을 

둘러싼 소통의 윤리학윷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논의의 편의 

를 위해 두 작가의 문학적 테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2. 육채-정신의 변증법과 관념-삶의 변증법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비교 연구에 초석을 놓은 메레쥬코프스키가 

두 작가의 본원적 차이점으로서 주목한 것은 각각 ‘육’(nJlOTb)-‘육체’(TeJlO)와 

‘정신/영’(.llYX)이었다. 그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반대로 “정신적인 것으로 

부터 육체적인 것으로”의 이통을 보여준다.6) 즉， 전자는 ‘육의 비밀을 투시한 

자’(TaAHOBHneu nJlOTH)로서 ‘육의 정신화’(onYXOTBopeHHe nJlOTH)를， 후자는 ‘정 

신의 비밀을 투시한 자’(TaAHOBHneu nyxa)로서 ‘정신의 육화’(BOnJlOmeHHe nyxa) 

를 추구했다는 것이다.7) 실상 톨스토이에게 ‘공포’에 가까운 위력을 행사한 것 

4) 기독교는 성을 죄악시하여 생식을 목표로 한 경우에만 성행위를 용인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자세한 

것은 미 셀 푸코(1995:50-157); 미 셀 푸코(1993:117-206)를 참조하라. 

5) 자세한 것은 김연경 • 이기웅(2이)6:1-27)을 참조하라 

6) Mepe*KoBcKHA(1995), 109 물론 메레쥬코프스키의 저작은 불가피하게 도스토예프스 

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톨스토이 이해에 관한 한 다소간 한계가 있다. 

]]H XaH 3e(20여)， 229-230. 

7) Mepe*KoBcKHA(199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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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육이었으며 정신은 그가 의지 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 내지 이상이었 

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신 ， 더 정확히 ‘관념’(Ji.lle~ )을 살아 숨쉬는 현실 

로 느끼 며 그 속에 서 고뇌 했기 에 늘 ‘살아 있는 삶’ ()I<HBa~ lI<H3Hb)에 목말라했 

다. 따라서 문예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자면 툴스토이의 문학은 ‘정신’의 안티테 

제로 상정된 ‘육/육체’에 대한 탐구이며，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에는 ‘황금시대 

-유토피아’와 동일시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관념의 육화가 곧 문학의 내용 

을 이룬다 r죄와 벌』의 에펄로그의 일절이 시사하는바8) ‘변증법’ 대 ‘삶’， 즉 

관념으로서의 삶(육화된 관념)과 삶 그 자체로서의 삶(살아 있는 삶)의 긴장 

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톨스토이 =육’， ‘도스토예프스키=정신’이라는 메레 

쥬코프스키의 이분법은 각각 ‘육체와 정신의 변증법’， ‘관념과 삶의 변증법’으 

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9) 두 작가의 각기 다른 문학적 테제는 그 자체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성과 죽음의 문학적 형상화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죽음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자. 

톨스토이의 육체 정신의 변증법은 「유년시 절」의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상세한 묘사(1 :93-99)10)가 보여주듯， 초기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 

다. 이후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보다 더 훌륭하게 제시된바(12:106-107) ， 죽 

음은 거대한 혼돈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죽음의 주체에게 일 

종의 ‘각성/눈뜸’(npOCBeTJJeHHe)의 순간을 선사하고 나아가 삶을 완성-종결시 

켜준다. 말하자연 ‘죽음의 신비’(빼CTHKa CMepTH)가 일종의 카타르시스， 즉 ‘위 

대한 순간’으로서 강조되 는 것 이다 1 1) 하지만 톨스토이 소설의 핵심은， 루카치 

가 『소설의 이 론』에서 지적하듯 ‘위대한 순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산문적인 

8) “ BMeCTO 마~aJ1eKT싸<H HacTynHJ1a ~H3Hb， H B C03HaHHH nOJ1~HO Õ~J10 B~paÕOTaTbC~ YTO 

TO COBepmeHHO npyroe."(6:422) 이 하 도스토예 프스키 의 작품의 인용은 φ. M. llocTo

eBCK때0972-199이 nO지'Hoe co6paHJfe CO I{JfHeHJfi/ 8 TpJfJ1uaTJf TOMaX, Jl .: HayKa에 따르 

며 인용문 뒤에 권수와 쪽수를 벙기하도록 한다. 

9) 여기서 ‘변중법 ’은 논리학적， 철학적 엄밀성을 갖춘 용어가 아니라 각 개념들(관념

삶， 육체-정신) 사이의 발전적 긴장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이 

다. 또한， 각 개념들은 가치론적 위계질서와 무관한 전적으로 미학적， 시학적 개념 

임이 강조되어야겠다. 

10) 이 하 톨스토이 작품의 인용은 Jl. H. T0J1CToJ.l (1978-1985) C06paHJfe CO I{JfHeHJffl 8 

J18aJ1ua T.μ J18yX TOMaX, M.: Xyno~eCTBeHHa~ J1HTepaTypa에 따르띠 인용문 뒤 에 권수와 

쪽수를 병 기 하도록 한다. 

11 ) DH I.tHJ1J1H(2000), 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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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집요하게 추적히는 데 있디 12) 가령 출산을 전후하여 안나가 겪는 위기 

는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카레닌， 브론스키 둥 모두에게 상호적인 용서와 화 

해， 숭고한 감정으로 가득 찬 ‘위대한 순간’이 된다(8:448-455). 하지만 거의 

집 단적 광기 에 가까웠던 이 순간은， “맙소사! 나는 왜 죽지 않은 걸까!"(8:466) 

라는 안나의 절규가 시사하듯， 뒤에 이어질 가정소설의 시발점으로 판명된다. 

안나의 진짜 죽음을 목도하기 위해 독자는 또 다시 기 나긴 산문의 시간을 견 

뎌야한다. 

4yBCTBO, nO~OÕHOe TOMy , KO TOpOe OHa HCn에Tμ8ana ， KOr~a， Kyn aRcb, 

r OT08HnaCb 80μTH B BO~y， OXBaTHnO ee , H OHa n epeKpeC THnaCb. npH8버4HbIμ 

*eC T Kp eCTHOrO 3HaMeHHR 8b1 38an 8 ~yme ee uenblA pR~ ~e8H4bHX H ~eTCKHX 

80cnOMHHHaH써1 ， H B~pyr MpaK , nOKpbl8a8띠 Hll MR Hee Bce, pa30p8aJICR, H 

*H3 Hb npe~CTaJIa ell Ha MrHOBe HHe CO BceMH ee C8e TJIblMH npo미e~mHMH 

pa~OCTRMH. Ho OHa He c n y cK aJIa rJIa3 C KOJIeC nO~XO~Rme ro BToporo BaroHa. 

( .. . ) <r~e R? 4TO R ~eJIalO ? 3a4eM?> QHa XOTeJIa nO~HHbcR ， O Tl이lHyTbCR ; HO 

4TO-TO o rpOMHoe, HeyMOJIHMOe TOJIKHyJIO ee B rOJI08y H nOTaUIHJIO 3a cnHHy. 

<rOcno~ ， npocTH MHe Bce l > - nporoBopHna OHa, 4 y BCT 8yR He803MO*HOCTb 

ÕOPbÕbI . MY*H40K. npHr o Bap HBaR 4TO - TO , paÕOTaJI Ha~ *eJIe30M. H cBe4a, npH 

KOTOpoll OHa 4HT aJIa HCnOJIHe HHylO Tpe Bor , OÕMaHOB, ropR H 3JIa KHHry , 

8cnblxHyJIa t50JIee !l p KHM, 4eM KorLla-HHõy~b ， cBeToM, OCBeTHJIa eA Bce TO, 4TO 

npe*Lle ÕμJIO BO MpaKe, 3aTpe띠aJIa ， CTaJIa MepK HyT b H Ha8cer~a nOTyXJIa. 

(9:364) 
미역을 감으려고 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느끼 던 것과 유사한 감각이 

그녀에게 엄습하자 그녀는 성호를 그었다. 성호를 긋는 이 습관적인 몽동작 

에 그녀의 영혼 속에서는 처녀 시 절과 이린 시 절 의 추억 들이 하나하나 쭉 

되살아났고 갑자기 그녀가 볼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뒤덮고 있던 암흑의 장 

막이 찢겨지연서 일순간 삶이 그것의 과거의 모든 해맑은 기쁨과 더불어 그 

녀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다가오는 두 번째 차량의 바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 .. . )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까? 대체 왜?’ 그녀는 몽을 일으켜 뒤로 빼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거대하고 

무자비 한 것이 그녀의 머리를 광 들이박더니 둥 위 를 긁으며 지나갔다. ‘주 

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l ’ - 그녀는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농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칠을 다루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로 하여금 불안과 기만과 고뇌와 사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게 해주었던 춧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빛으로 타올라 이전엔 암흑 

12) Lukacs(98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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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싸여 있던 모든 것올 그녀에게 비추어주더니， 가물거리며 영원히 꺼져 

버렸다. 

5 

의사(擬似) 죽음， 의사(搬似) 카타르시스 이후의 삶까지 살아낸 뒤 찾아온 

죽음이기에 더더욱， 작가는 최후의 순간을 극적인 찰나가 아닌 운동성과 지속 

성 을 갖는 하나의 과정 , 즉 ‘죽어 감’(YMHpaHHe)의 형 식 으로 포착하여 ‘각성 ’과 

‘죽음의 신비’를 부각시킨다 13) 

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는 톨스토이적인 ‘죽음의 신비’가 없다. 대체 

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미학적 복잡성 및 구성적 기여도와는 별개로， 인물 

들의 정신적 여정에서 이른바 ‘종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톨스 

토이가 보여준 죽음의 내적， 외적 풍경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와 비교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속에는 죽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만약 존 

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순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나 말， 

즉 관념 으로서 이 거 나 그에 준하는 은유(간질 발작， 도박 동)로서 이 다. 죽음의 

순간에 그의 주인공들은 죽음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서 체험하지도 않고 따 

라서 그것을 해부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는 일정 부분 그의 소설 속의 죽음이 

노쇠에 의한 자연사라기보다는 자살이거나 피살이거나 돌연사인 탓이다. 키릴 

로프의 최후를 보자. 

3aTeM npOH30mnO He4TO DO TOrO Õe30Õpa3HOe H ÕμCTpoe ， 4TO neTp 

CTenaHOBH4 HHKaK He MOr nOTOM ynaAHTb CBOH BOCnOMHHaHHH B KaKOM-HHÕYAb 

nOpJlDKe. EDBa OH AOTpoHyncH AO KHpHnn08a, KaK TOT ÕblCTpO HarHyn ronoBy 

H ron080A ~e 8b1ÕHn H3 pyK ero cBe4Ky; nODCBe4HHK nOneTen CO 380HOM Ha 

non, H CBe4a nOTyxana . B TO ~e MrHOBeHHe OH n04yBcTBOB aR y~acH째 õonb B 

MH3HHue cBoeA neBoA pyKH. OH 3aKpH4an, “ eMy npHnOMHHnOCb TOnbKO, 4TO OH 

BHe CeÕH TpH pa3a H30 BceA CHnμ YDapHn peBOnbBepOM no rOn08e 

npHnaBmero K HeMy H yKycH8merO eMy naneu KHpHnnOBa. HaKOHeu naneu OH 

Bblp8an H cnOM iI ron08y ÕpOCHnC iI Õe~aTb H3 AOMY, OTblCKH8ail 8 TeMHOTe 

Aopory . BOCneD eMy H3 KOMHaTbI neTenH CTpamHble Kp싸<H. 

- CeA4aC , CeA4aC , CeA4aC, CeA4aC .... 

13) 다소 역설적이지만， 츠바이크도 지적하듯( 1995:578-592) 대체로 죽음에 대한 툴스 
토이의 문학적 관심은 죽기 직전까지 병이라곤 올랐던 그의 강인한 체력에서 기인 

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그의 가출 및 사망에 대해서는 MeAnax 0960:273-303)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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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 neCJlTb. Ho OH Bcë 6ell<aJl H )'lI<e Bbl6ell<aJl 6b1J1o B CeHH, KaK Bnpyr 

noc뻐maJIcJI rpoMKH꺼 BblCTpeJl. (10:476) 
그 다음엔 뭘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재빨리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표 

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훗날 아무리 해도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좀 제대로 정 

리해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키렬로프를 건드리기가 무섭게， 상대편 

은 재빨리 머리를 숙였고 그 바람에 머리로 그의 손에서 양초를 떨어뜨려 

버렸다. 춧대는 소리흘 내며 마룻바닥으로 떨어졌고 춧불은 꺼져버렸다. 바 

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에서 끔찍한 통증을 느꼈다. 비명 

이 터져 나왔건만， 기억나는 건 오직 그 자신이 거의 앞뒤를 잃고서 자기 쪽 

으로 엎어져 손가락을 깨물고 있는 키릴로프의 머리통을 권총으로 세 번에 

걸쳐 있는 힘껏 때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손가락을 빼낸 뒤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쓴살같이 그 집을 뛰쳐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방에서 

나는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열 번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렸고 이미 현관까지 달려 나왔을 때 갑자기 

커다란 총성이 들렸다. 

작가는 키릴로프를 여러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만들어놓았지만， 

그 최후의 순간을 ‘원숭이’ 표트르와 함께 하도록， 또 모든 것을 그의 시각에 

서 보여주도록 함으로써 ‘죽음의 신비’를， 그 경외감을 없애버린다. 죽음 직전 

에 더욱더 부각된 삶 목숨에 대한 동물적 인 집착， 표트르와의 희극적인 드잡 

이， 우스팡스러운 유서 직성 등은， 키릴로프 자신의 말을 빌건대， “혀를 쑥 빼 

고 낯짝을 높이 쳐든 그렴 "00:472)에 다름 아니니 말이다. 결국， 그의 자살은 

그가 평온한 광기 속에서 꿈꾸어온 관념의 실현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희비 

극이며 그 관념 자체가 ‘애처로운 신기루’(lI<aJlI<때 뻐pall<l， 즉 자기기만의 산물 

이었음을 증명해준 것이 됐다. 더불어， 키릴로프의 자살 직후 지상에 남겨진 

것이 최초의 인신이 아니라 마룻바닥 위로 질펀하게 번진 그의 뇌수와 피뿐 

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를 통해 관념과 삶의 대립 구도에서 후자의 저 

력이 다시금 강조되고 이 아름다운 인간을 사로잡았던 ‘형 이상학적 욕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때문이다 14) 키릴로프에게 있어 ‘살아 있는 삶’이 

란 야밤의 홍차， 햇볕 좋은 날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푸른 잎사귀， 주인집의 

갓난아이 등이었올 테지만， 그의 최후의 상념은 독자에게 영원히 미지의 것으 

로 남고， 이렇게 ‘삶’은 또 다시 소설 바깥으로 이월된다. 하지만 이 ‘삶’이 텍 

14) 자세한 논의는 르네 지라르(2001 :359-363)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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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속에 이상향의 형태로 잠재해있기 때문에， 그의 관념은 자기기만으로 판 

명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매혹으로 남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삶’을 상정할 수 

없는 절대 암흑의 시공간 속에서는 말-관념조차도콩알」이 보여주듯， 음탕 

과 퇴폐의 절망적인 향연， 즉 카니발적으로 희화화된 아포칼립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 

이 렇듯， 톨스토이의 육체-정신의 변증법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념 삶의 변 

증법은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문학적 표상을 낳았다. 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툴스토이의 경우부터 보자. 

3. 톨스토이와 성의 사회적 양상 

루카치의 이분법 16)을 빌자면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서 성은 기본적으로 ‘자 

연’의 범주에 속하지만 ‘문화’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명실상부한 문학적 사건이 

된다. 즉， 문화의 동의어로서의 사회， 제도와 관습， 도덕과 윤리가 개입됨으로 

써 성은 본원적인 의미를 상실하거나 적어도 그로부터 일탈하여 소설적 플롯 

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영웅’이 아닌 ‘범인’으로서 

일상과 산문 속으로 침잠하거나 심지어 그것의 희생양이 된다 17) 실상 성에 

관한 한， 남자로서， 또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 는 다소 범박하게 말해 기독교 

적， 심지어 청교도적인 세계관을 견지했다. 청 년 톨스토이는 성을 ‘죄악-타락’ 

의 동의어로 규정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마음껏 향유했고， 장년 톨스토이 

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훌륭하게 편입되었으며， 노년 톨스토이는 ‘육체’에 

대한 ‘정신’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연서 육욕과 여성을 ‘악마’(.llb5l BOJI)라고 칭 

하며 배 척 했다 1 8) 다소 다른 관점 에 서 보자면 한 남자로서 의 톨스토이 는 성 

15) 김 연 경 (2005), 75-79. 

16) Lukacs(986), 9-1 l. 

17) 이는 툴스토이 창작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여기애 도스토에프스키적 ‘소설
비극’(디오니소스적 세계)에 대칭되는 툴스토이적 ‘소설-서사시’(아폴론적 세계)의 

위대함이 들어있기도 하다(Mepe:l<KOBCKHIl 1995:107-110; 5ep.lllleB 1993: 113- 114; HBa 
HOB 1994:284-306). 한편， 상정주의자들의 툴스토이 이해는 다분히 피상적이지만 
(HBaHOB 2α)():563-574; 5eJlblA 2000:575-6(0) 이 도식 자체는 훗날 다른 연구자에 의 

해 훌륭하게 검증된다(조지 스타이너 198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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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통적 층위를 다양하게 오갔고，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는 그러한 자신을 

‘정신’의 원칙에 따라 극도로 혐오하고 단죄했으며， 역설적으로 소설가로서의 

톨스토이는 육체-정신의 변증법에 따라 성을 심리적， 사회적 범주에 귀속시켜 

19세기 러시아 귀족의 생활상을 담은， 훌륭한 백과사전적인 용속도를 완성했 

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 스스로 성을 유표화하고 거기에 큰 의미 

를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19) 그는 자신의 ‘방탕’ 행각을 세세하게 고백하거나 

문학 속에서 문제화했으며 이러한 ‘참회/고백’을 통해 자기 분석， 즉 미학적 

욕망과 자기 단죄， 측 도덕적， 종교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인성 계발 

및 인격 수양에 박차를 가했다 2이 이 토대 위에서 형상화되는 성의 테마는 생 

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국연(연애-결혼-불륜， 출산과 육아， 매춘， 여성의 성적 

정체성 및 위상 둥)윷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작가의 전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가정의 행복’(ceMeRHoe C4aCTbe)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자면， 그의 대 

표작인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가 역사성 대 심리성이라는 차이점 

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정소설’20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쟁과 평화』는 플롯의 흐름 중 ‘평화’ 라인만 쫓자면 모두 ‘가정의 행복’， 

즉 성의 두 영역(생활학과 사회학， 혹은 ‘자연’과 ‘문화’)에 걸친 소통에 기반 

하고 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와 리자의 불운한 결혼생활， 나타샤 로스토바와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약흔 및 파혼， 피에르 베주호프와 옐레나 쿠라기나의 결 

18) 이로써 육체 정신의 변중법은 미학적 균형을 잃고서 가치론적으로 왜곡돼 버린다. 

이 무렵에 씌어진 단편 r크로이체르 소나타j에 서 성은 ‘육’， 즉 ‘동물적 욕망’의 산 

물로 평하되고02:147-148) 그와 관련된 각종 소통은 대단히 편협하게 이해된 사회 

적 인 ‘환경 ’(cpena)의 문제 로 치 환된 다02:135) . 

19) 그는 자신의 전기를 삼둥분할 때에도 최초의 성적 체험 (14세)을 첫 시기와 두 번 

째 시기의 분기점으로 삼았다(rycea 1954:168). 그 외 소피야와의 결혼 생활에 대 

해서는 얀코 라브린0997:16-21 ， 30-31, 99-107, 180-228)을 참조하라. 그의 성적 

욕망과 문학-소설 창작의 생래적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Kopper( 1989: 169)를 참조하라. 

20) 여기에는 에이헨바움이 간파한바， ‘형식’을 향한 젊은 톨스토이의 집착이 깔려 있다. 

자세 한 것 은 311xeH6aYM(1987:34-68)올 참조하라. 

21) 바흐친은 『전쟁과 평화J，안나 카레니나』를 각각 ‘가정-역사 소셜’(ceMellHO-HcTO

pH1.Iec l<HlI pOMaH), ‘가정-심 리 소셜’'(ce해Me왜”뻐Ho-n따c대HXOJlO야「매H 1.IeC l<H뼈11 po。야야얘l‘M쩨’ 

) . (5aXT까깨H싸뻐n써H 2α)():76 1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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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및 파경， 나타샤와 피에르의 결혼， 니콜라이 로스토프와 마리야 볼콘스카 

야의 결혼 둥 주요 인물들의 혼담과 결혼은 작품 이해를 위한 도식， 즉 가계 

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곧 소설의 구성과 주제를 이루는 핵심축이 

다. 홉사 인간의 존재론적 근거가 그의 정신적 궤적과는 무관하게 행복한 가 

정을 꾸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성의 사회적 소통 양상에 대한 이러한 

작가적 관심은 ‘결혼의 생리학’22)이라고 정의될 만한 『안나 카레니나』에서 더 

욱더 극대화된다. 이 점은 도입부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Bce CqaCTnHBWe CeMbH nOXO*H npyr Ha npyra, Ka*na~ HeCqaCTnHBa~ CeMb~ 
HeCqaCTnHBa nO -C BOeMY. / Bce CMeWanOCb B nOMe 06nOHCKHX. )!(eHa y3Hana, 
qTO My* 6μn B CB~3H C 6wBwe1O B HX nOMe iþpaHl1y*eHKolO-rYBepHaHTKoA, H 

。6b~BHna MY*y, qTO He Mo*eT *HTb C H‘1M B OnHOM nOMe. nOnO*eHHe 3TO 

nponon*anOCb y*e TpeTHA neHb H MyqHTenbHO qyBcTBoBanOCb H CaMHMH 

cynpyraMH, H BCeMH qneHa싸! CeMbH, H nOMOqanl1aMH . ( ••• ) )!(eHa He BWXO마!na 

H3 CBOHX KOMHaT, My*a TpeTHA neHb He 6wno nOMa. neTH 6eranH no BceMy 

nOMY, KaK nOTep~HHWe; aHrnHqaHKa nOCCOpHnaCb C 3KOHOMKOi! H HanHcana 

3anHcKy npH~TenbHHl1e ， npoc~ np싸!CKaTb eß HOBOe MeCTO; nOBap ywen Bqepa 

CO nBOpa, BO BpeM~ caMorO 06ena; qepHa~ KyxapKa H Kyqep npOCHnH paCqeTa. 

(8:7)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다 고만고만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 

불행하다. / 오블론스키 집안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그들의 집에 있던 프랑스 여자-가정교사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남 

편에게 더 이상 그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 벌써 

사흘째 지속된 터라， 당사자인 부부는 물론이고 모든 식구들이며 하인들도 

괴롭기 확이 없는 심정이었다. (…) 아내는 숫제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있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미아처럼 용 집안을 뛰어 돌아 

다녔다. 영국 여자는 관리인과 말다툼을 하고서 여자 친구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쪽지를 썼다. 요리사는 어제 팍 식사 시간에 맞추어 집 

을 나가버렸다. 식모와 마부는 품샀을 처리해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오블론스키의 생각(8:9. 51)은 그 나름대로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의 와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오블 

론스키 부부에게서 부각되는 것은 성이 사회적인 제도 및 관습과 결합하여 

모종의 편파적인 권력， 심지어 폭력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22) 조지 스타이너(1983)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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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결혼 및 가정)이 지니는 산문적 위력， 더 폭넓게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되는 생활-일상의 힘이다. 이 경우에 ‘자연’과 ‘문화’의 충돌은 대략 수용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안나 카레니나의 불륜은 그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더 극적 인 양상을 띤다. 

불륜의 관점에서 볼 때 안나는 오빠와의 성격적 유사성(이른바 “HeMH0%o” 

장면， 8:112)에 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토양에 서 창조된 인물이 다. 즉， 작가는 

안나에게 진정성올 부여하기 위해 그녀를 비단 육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정향성을 갖춘 인물로 만들었다.23) 물론 키치의 눈에 비친 모 

습대로， 그녀는 소박한 검정색 벨뱃 드레스를 입고도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 

속에 ‘뭔가 끔찍하고도 잔혹한 것’， ‘뭔가 낯설고도 악마적인 것’(8:96)올 답고 

있다. 또한 패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의 독서 장면(8:114-115)이 

보여주듯， 안나의 열정은 일정 부분 보바리즘적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럽 

에도 안나의 운명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엠마 보바리의 경우처럼 권태와 

다독과 몽상에서 비롯되는 모방 욕망이 아니라 현실 자체， 즉 ‘구체적인’ 브론 

스키， 그리고 그와의 실제적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작가의 방점 

은 이들의 열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제도-관습의 충돌， 그로 인한 온갖 일 

상적이고 범속한 갈동에 찍혀 있다. 

이렇듯， 톨스토이는 성을 고답적 비극이 아닌， 심지 어 ‘베르테르적인 절망적 

열 정 ’ (BepTepOBC J< aJl, OT'laJlHHaJl CTpaCTb, 8:194)도 아닌 관습-제 도의 힘 에 지 배 

되는 근대 서사시적 산문 속에서 포착한다. 가령 이탈리아 여행을 끝내고 패 

테르부르크로 돌아온 뒤 “사교계의 문은 그[브론스키]에겐 개인적으로 열려 

있지만 안나에게는 닫혀 "(9:107) 버린다. 이어， 보즈드비젠스코예 영지에서의 

고립된 삶에서 더 심화되는바， 안나와 브론스키의 삶 속으로 들어온 ‘자연’(열 

정)과 ‘문화’(제도-관습)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젠더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 

동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경직된 ‘문화’의 틀 속에서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 

는 열정과 불안의 ‘위대한 순간’을 넘어서， 사실상 오블론스키 부부와 별반 다 

를 바 없이 일상의 피로에 찌들어간다. 이 를테면 이들이 카레닌으로부터 이혼 

숭낙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머문 6개월은 “완전한 결렬도， 조화도 아닌” 

23) 이 점은 톨스토이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여주인공과 

비교할 때 더욱더 확연히 드러난다(박영은 2007:65-66, 74). 한편， 이 작풍의 집필 
과정에서 안나의 형상의 변화는 5a15aeB (1982:420-421); Troyat{ 1967:376-378); 
Simmons0973:94-9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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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일상화된 지루한 짜증의 연속， 간단히 ‘부부싸움’의 드라마(9:335-344) 

로 채워진다.껑) 즉， 이미 ‘사실혼’ 관계에 돌입한 이 연인들의 비극은 열정 자 

체에 내포된 자연력이나 그들 자신의 광기가 아니라 제도-관습의 폭력에서 

기인한다. 한데 이 제도 관습은 안나의 정숙을 질투해온 사교계의 젊은 부인 

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진흙덩어리’(KOMKH rpj\ 3H, 8:193), 즉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아주 지속적이고 무디지만 그렇기에 더 무서운 일상

생활의 폭력을 통해 그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개개인의 심리적 운동성마저도 포함하는 자연 문화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 

침투해 있는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의 본질이기도 할 것이다 25) 

여기서 레빈과 키치의 극히 산문적이면서도 전원시적인 삶이 주제적， 구성 

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안나-브론스키가 ‘육-그른 것’이요 키치 

-레빈이 ‘영 옳은 것’을 대변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26) 오히려 레빈 부부 

역시 거의 전적으로 ‘육’의 범주에 귀속되지만 이와 동시에 자연과 문화가 서 

로 소통하되 충돌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들이 이 

니셜로 아무런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K ， B, M, 0: 3, H, M, 6, 3, R, 3, 

H, M, T?” - “T, $1, H, M, H, 0." 8:436)이 시사하듯，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 

의 생물학적， 심리적 층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층위에 대한 ‘상식적인’ 배 

려(청혼)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8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황하게 기술되는 

24) 여기서 성-사랑의 낭만적 미화 및 신화화에 대한 툴스토이의 환멸， 심지어 냉소마 
저 엿보이는데， 이는 낭만주의적 패턴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젊은 툴스 

토이의 미학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31txeH6aYM 1987:63-69). 

25) 그렇다면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MHe OTMlIleHlle , 11 A3 B03 L1aM)라는 

이 소설의 제사는 여러 가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심판’을 최고의 심급으로 이월시 

키려는 작가적 의지의 표명 (Christian 1969:171-174)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소셜 텍스트만 문제 삼는다면， ‘신’은 희화되거나(카레년) 경직된 담론(레빈)의 형 

식으로만 존재할 뿐， 형상적으론 부각되지도 않거니와 ‘단죄-용서’의 행위와는 거 

리 가 번 존재 이 다. 오히 려 안나의 반복되 는 악몽(8:397 ， 9:347, 364) 속에 둥장하는 
‘무심한’ 농부가 신적인 형상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이 역시도 구태여 부정적인 

맥락에서 신비화시킬(Troyat 1967:385- 388) 필요는 없겠다. 이에 관해선 나보코프 
의 실증적인 분석 (Ha6oKOB 1999:255 잃8)이 참조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농부가 다 

루는 ‘철’은 곧 기차의 바퀴이다. 

26) 그럽에도 「안나 카레니나』 읽기에 ‘인간-사상가’ 툴스토이에게 적용 가능한 이런 

가치론적 이분법이 적용되어 왔는데(Gutkin 1989:84-99); Wachtel 1989:100-114) 
이는 ‘소설가’로서의 툴스토이의 역량과 직관력을 오히려 평하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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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빈의 사상적 고뇌 (9:383-398)는 작품 속의 삶의 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만 그가 키치와 더웰어 보여주는 소소한 행복(9:411 ， 413)은 위대한 ‘생활의 

발견’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레빈 부부와 관 

련된 것이나， 심지어 예의 그 대위법적 구성에 걸맞은 ‘두 결혼’(llBa 6paI< a)이 

아니라 ‘안나 카레니나’로 결정했다.27) 이로써 그가 고민해온 ‘가정의 행복’이 

근본적으론 여성의 사회적인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듯하다. 툴스토이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성의 테마에 접근했던 도스 

토예프스키의 소설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문제를 노정시킨다. 

4. 도스토예프스키와 성의 신화적 양상 

도스토예프스키는 성을 ‘산문-일상’의 영역에서 논하기보다는 ‘시-신화’의 

영역으로 이월시켰고， ‘마르키즈 드 사드’ 못지않게 성 자체의 메커니즘을 파 

헤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미학적 상상력， 그리고 이와 맞물리는 윤리적 긴장 

감에 있어서 툴스토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발적 이다.28) 이는 작가의 

실제 경험 29)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의 문학 전반이 바타유적인 의 

미에서의 ‘문학-악’3이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성 

은 사회적인 틀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원적인 ‘에로티즘’에서 출발하여 

때론 병리적인 상상력에 의해 극도로 확대， 팽창된 성적 이미지， 즉 ‘에로티시 

즘’의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그의 어떤 작품도 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27) 5a6aeB(982), 9:426. 

28) 푸쉬킨의 r이집트의 밤」의 성애 묘사를 둘러싼 당시 문단의 논쟁에서 도스토예프 

스키가 열렬하게 피력하는 견해를 보라.(19: 132-137) 한편， 안나 그리고리예브나가 
회상하는바， 그는 “단련된 인간”으로서， 또한 “작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아내에겐 “상상력을 더럽힌다”라며 금지시 

킨 음란서적을 탐독하기도 했다(zloCToeBcKaJl 1981:119). 어떻든 메레쥬코프스키의 
적절한 통찰이 시사하듯， 툴스토이 및 그의 남성 주인공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특 

정 부류의 주인공들과 비교하면 거칠고 방탕하긴 하되 어떻든 순진한 부류에 속 

한다(Mepell<KOBCKI깨 1995:63). 

29) 도스토예프스키와 그의 연인-아내들(이사예바， 수슬로바， 스니트키나)의 관계에 초 
점을 맞춘 CJlOH째(991)을 참조하라. 

30) 바타유(1996) ， 94; 바타유(995)， 1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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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는 않지만 곳곳에 성적 묘드가 잠입해 있고 이는 자주 문명 시대 이후 

금기로 굳어진 각종 패륜적 행위와 닿아 있다.31) 그러나 일련의 ‘호색한들’ 

( C J\aIlOCTpaCTH씨<H)의 ‘음탕’은 이미지 혹은 말-관념으로 존재할 뿐， 레빈이나 

네흘류도프의 경우처럼 작품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달 

리 말해， 작품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성 자체가 아니라 육화된 관념， 즉 성과 

관련된 인간 본연의 ‘악’ 죄의식(혹은 그것의 부재)과 같은 각종 ‘어둠’이다. 

그럴수록 성은 인물의 심리적 도덕적 갈둥에 깊이 관여하면서 궁극적으론 종 

교적 층위가 아니라면 신화적 층위로 이월한다.32) ‘고매한 살인자’와 ‘성스러 

운 매춘부’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의 사랑이 대표 

적인 예이다.33) 

성에 대한 이런 독특한 표상은 인간과 세계의 ‘비정상적인 ’ 측면에 대한 도 

스토예프스키의 본원적 관심에서 더 구체적으론 소위 ‘주인공-관념인’ (repoìt

HlleOJ\or)과 에로티즘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최초의 ‘주인공-관념인’이기도 한 

지하인의 고백이 보여주듯， 마조히즘과 사디즘의 기묘한 결합은 곧 관념으로 

서의 성과 ‘살아 있는 삶’의 충돌이기도 하다.잉) 

Bo-nepBμX ， )1 H nOJIIOÕHTb y'JK He MOr, nOToMy 4TO, nOBTOp)llO, JIIOÕHTb y MeH )I 

- 3Ha4HJIO THpaHCTBOBaTb H HpaBCTBeHHO npeBOcXOIlκTb. 51 BCIO 'JK씨3Hb He MOr 
lla 'JKe npellcTaBHTb ceõe HHOli JIIOÕBH H 110 TOrO 1l0W eJI , 4TO HHorlla Tenepb 
llyMa lO, 4TO JIIOÕOBb-TO H 3aKJII04aeTCR B 1l0ÕPOBOJIbHO llapOBaHHOM OT JIIOÕHMOrO 

31) 근친상간， 소아기호중， 미성년자 능욕， 양성애 및 동성 애 풍 그의 소설 속애서 암시되 

거나 언급되는 각종 성도착증적 현상은 1928년에 나온 프로이드의 문제적 논문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Freud (1962:98- 11l); ]ackson0993:144- 161l; Fusso(2006) 
참조 

32) 따라서 특정한 성적 코드(가령 ， 동성 애)에만 집착하는 해석 (Fusso 2006:42-68)은 도 

스토예프스키의 에로티즘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의 소설에 관한 한， 이런 논 

의는 윤리적 함의를 담고 있어야만(Jackson 1993:145, 154) 학적 엄밀성을 보장받 
을 수 있다. 프로이드의 논문이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것도， 리비도와 연결된 간질(혹은 의사 간질) 및 도박을 작가의 

원초적 죄의식과 연결시켜 일종의 자기 징별의 차원에서 봤기 때문이다 (Freud 

1962:102-103, 108-109.) 

33) 김연경 (2007) ， 29- 31 ‘ 

34) 즉， 즈베르코프 일당으로부터 받은 모욕이 곧 리자와의 관계에 역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르네 지라르(2001:251-268， 337-37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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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llMeTa npaBe HaLI HJ.lM T J.lpaHCTBOBa Tb . .fI J.I B Me'lTaX CBO J.lX nOLInOJJbHblX 

J.lHa'le 11 He npeLICTaBJJJlJJ ce6e JJlO6 BII , KaK 60Pb6olO, Ha'l llHaJJ ee BCerLIa C 

HeHaBIICTII 11 KOH'IaJJ Hpa.BCTBeHHbIM nOKOpeHHblM npellMeTOM. Lla. 11 ‘HO TyT 

HeBepOJl THOrO, KOr‘LIa JI y >l< LIO TOrO ycneJJ paCTJJIITb ce6꺼 HpaBCTBeHHO, LIO 

Toro OT <>I<IIB아t >l<J.l3HJ.I> OTBblK, 'ITO LIaBe'la B3LIyMaJJ nOnpeKaTb J.I CTblLIIITb ee 

TeM, 'ITO OHa npllWJJa KO MHe <>I<aJJKlle CJJOBa> CJJywaTb; …) (5:176) 

첫째， 나는 이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왜냐연 반복하건대， 내게 있 

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 상대에게 폭군처럽 굴며 정신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푼이다. 나는 평생 동안 이와 다른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따금씩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를 폭군처럼 다 

룰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선사받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나 

는 나 자신의 지하의 몽상 속에서도 투쟁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언제나 증오에서 시작하여 정신적 정복으로 

끝났으며， 그 다음에 이 정복당한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통 상상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내가 이미 얼마나 정신적으로 부패되었으면， 또 얼마나 〈살 

아 있는 삶〉으로부터 유리되었으면 날 찾아온 게 나의 〈애처로운 말들〉을 

듣기 위해서였냐며 아까 그녀를 책망하고 창피를 줄 생각까지 했는지， 이 정 

도변 뭐가 그럴 듯하지 않단 말인가. (…) 

이 작품은 그 자체로 관념과 삶의 변증법을 최초로 도식화했기도 하거니와， 

독특하면서도 그 나름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사랑의 논리도 사랑이라는 관념 

과 구체적 대상-현실과의 불협화음으로 귀결된다. 즉， 리자 앞에서 행해진 열 

렬한 ‘고해성사’， 그에 대한 복수로서의 정사，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준 ‘잔혹 

한’ 행위， 무엇보다도 이 잔혹한 행위가 순전히 ‘미학적인 것’(HanYCKHaJl， 

rOllOBHaJl, HapOlJHO nOIlCOlJl!HeHHaJl, KHl!)f(HaJl, 5:177)이 었다는 반성 등에 서 강조 

되는 것은 여전히 ‘가짜’， 즉 관념으로서의 성-사랑이다. 따라서 ‘고백’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이기도 한바，35) ‘반( 쓰|즈/反)주인공’에 의해 축조된 이 애매한 고백 

록-소설 속에선 성조차도 거의 전적으로 관념의 범주에 귀속되며， 그를 둘러 

싼 현실과 논의 역시도 마조히즘과 사디즘 노출증과 관음증의 경계를 오가는 

마학적인 유희， 일종의 연기 (Ml!CT때l!Ka띠JI)가 된다. 

관념으로서의 성이 인물의 삶 속으로 직접 침투했으되 심리적이고 정신적 

인 계기 없이 미학적인 양상만을 띤다면， 에로티즘은 그야말로 자기 파괴적인 

허무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브로긴은 사도-마조히즘적 에로티즘 

과 정치적， 도덕적， 심리적 허무주의 결합에 있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인공 

35) 김 연 경 (2006), 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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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가장 멀리 나간 인물이다.36) 리자베타와의 관계조차도 열정 자체가 아 

닌 열정의 ‘미학적 유희’였다변， 그의 자살은 어쨌거나 순수하게 관념과 원칙 

의 완벽한 실현이기 때문이다. 샤토프가 전하는 말을 믿는다면 그는 “사드 후 

작도 [그에게] 한 수 배워야 했을 만큼"(10:201) 악명이 높았고 “음탕하고도 

동물적인 짓거리와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단한 위업 간에 미적 

인 차이점 "(10:201)을 모를 만큼 극단으로 치달은 인간이다 이에 대해 정작 

스타브로긴 자신은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못지않게 관념으로서의 성 

에 침윤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통해 그 내적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 Ta l< Bμ 3neCb TOnbl<O Ha pa3BpaT OnHH H HaneeTeCb? 

- Hy Tal< '1TO :1<, Hy H Ha pa3BpaT! nanC$l HM pa3BpaT. na nlO6nlO, no 

I<paAHeA Mepe, np꺼MoA BOnpOC. B 3TOM pa3BpaTe, no I<paAHel1 Mepe, eCTb 

He'lTO nOCTO$l HHOe, OCHOBaHHOe n a:l<e Ha npHpOne H He nOnBep:l<eHHOe iþaHTa-

3HH, He'lTO BCernaWHHM pa30:l<:l<eHHblM yronbl<oM B I< pOBH npe6b1BalOlI(ee, Be 'lH。

nOn:l<HralO띠ee ， 1<0TOpOe H nonro ell(e C neTaMH, MO:l<eT 6b1Tb, He Tal< CI<OpO 

3anbeWb. COrnaCHTeCb CaMH, pa3Be He 3aH$lTHe B CBOeM pone? 

- 니eMy :l<e TyT panOBaTbC$l? 3TO 60ne3Hb, H OnaCHa$l . 

- A, BOT Bμ I<yna! 51 cOrnaCeH, '1TO 3TO 60끼e3Hb ， I< al< H BC É! nepexoß$lll(ee 

'1epe3 Mepy, - a TyT HenpeMeHHO npHneTC$l nepeATH '1epe3 Mepy, - HO, Benb 

3TO, Bo-nepBblx , y onHoro Tal<, y npyroro ‘’Ha'le, a BO-BTOP버X ， pa3yMeeTC$l, 

BO BceM nep:l<H Mepy, paC'IeT, XOTb H nonnμ11 ， HO '1TO :l<e nenaTb? He 6ynb 

3Toro, Benb 3Tal< 3acTpenHTbC$l, nO:l<anyl1, npHwnOCb 6잉 ( ••• ) (6:359-362) 
- 그럼 여기서 오직 방탕 하나만 바라고 사는 겁니까? 

- 뭐 그렇다면야， 방탕이라고 해둡시다! 그놈의 방탕에 아주 홈빽 빠지셨 

구려 하긴 이 몽은 적어도 솔직한 질문을 좋아하는 편이지 이 방탕 속에는 

적어도， 뭔가 지속적인 것이， 심지어 자연에 근거 를 두고 있기에 쉽사리 환 

상에 노출되지 않는 뭔가가， 작열하는 석탄덩어리처럼 늘 피 속에 존재하면 

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이건 나이가 들어도 오래토록 그렇게 

빨리는 꺼지지 않을 수 있지요. 사실 이것도 그 나름의 일이 아니겠소， 안 

그렇소? 

- 뭘 그리 좋아하는 겁니까? 이건 병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병이죠. 

- 허， 거참 당신도! 정도를 넘어서는 모든 게 다 그렇듯 이것도 병이라는 

데는 나도 동의하지만 - 이 경우엔 반드시 정도를 넘어서게 돼 있소 하지 

만 첫째，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저런 법이고， 둘째， 물론 모든 일에 있어 

서 정 도를 지키고 설령 비열한 것일지라도 잇속을 차리리면， 대체 뭘 어쩨란 

36) 그와 여성들에 관계에 대한 집중 분석으론 Straus (l994:271-286)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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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오? 그렇게 안 될 경우엔 정말이지 자살이라도 해야 될 걸요. ( ... ) 

성이 생식이라는 본원적인 의미를 넘어서， 혹은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미 

학적 계기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연속성-생명이 아닌 불연속성-죽음을 향 

한 것， 정녕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J7)이 된다. 스타브로긴의 ‘실험’을 성의 충 

위에 한정시킨다면， 이런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경우에는 심리적 계기 즉 두냐를 향한 열정이 개입됨으로써 라스 

콜리니코프 앞에서 오만하게 설파한 논리가 와해된다. 그 귀결로서의 자살은 

스타브로긴의 자살보다는 훨씬 더 ‘상식적인’ 셈이다. 왜냐연 기본적으로 관념 

과 삶의 변증법은 전자에 대한 후자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데， 관념으로서의 성， 즉 미학적 에로티즘도 역시 삶(이 경우 

엔 사랑)과의 충돌에서는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브로긴이나 스비드리가일로프와는 다소 달리， 육체적 에로티즘 

과 심정적 에로티즘38)의 결합， 즉 열정 자연력이 곧 관념이자 삶인 경우， 에 

로스와 타나토스의 긴장판계는 더욱더 비극적으로 극대화된다. 이쯤 되면 반 

쯤 자기기만에 사로잡혀 욕망 자체의 소진올 바라든가 아니면 그 욕망으로 

인해 그 자신이 소진되든가， 둘 중 하나의 길 밖에 없다.39) 예컨대 로고진의 

에로티즘은 타협올 모르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주체를 모두 불태워 

버리는 쪽을 택한다. 실상 로고진과 나스타시야 필립포브나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면 이들과 므이시킨에게 찾아온 파국의 일상적 표현은 「크로이체르 소나 

타」 처럼 불륜과 그로 인한 치정살인이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심은 톨 

스토이처럼 관습적， 법률적 죄를 포함한 성의 사회적 측면이 아니라 지라르가 

말하는 ‘욕망의 삼각형’때)의 가장 관능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발현에 있다. 즉， 

『백치』의 기본적인 플롯에 포함된 이 ‘비범한’ 인물들의 내적인 운동성과 파 

괴적인 열정은 ‘자연’과 ‘분화’의 이분법 이전의 신화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기 

때문에 현실적 차원에서는 절대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어떤 탈출구 

가 있다면 그 역시 신화적인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성의 틀에서 논한다연， 

그것은 육체의 에로티즘 및 심정의 에로티즘과는 달리 ‘의지’의 원칙에 좌우 

37) 바타유(1앉:)6)， 9. 

38) 이 역시 바타유의 분류이다(바타유 1996:15). 

39) 바타유(1996)， 156-158. 

40) 지 라르(2000， 3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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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성의 에로티즘’41)이 될 것이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속의 성이 순전히 미학적이거나 혹은 자기 파괴 

적인 에로티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들』에서 이 작품의 저변에 깔린 ‘아비 죽이기’(오이디푸스 신화) 및 ‘형제 죽 

이기’(카인 신화)와 관련된 성적 코드는 차치하고 드미트리의 ‘벌레 같은 정 

욕’에 만 논의 를 한정 시 켜 보자. 그는 말로는 ‘벌 레 같은 정 욕’ ( 14:99)을 운운하 

지만 실은 ‘명예’를 숭상하는， 열정적이고 순진한 젊은이로서 성에 대한 미학 

적 탐닉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또한 ‘주인공-관념인’， 나아가 ‘위대한 

죄인’의 반열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인물이기도 하다. 어떻든 그루센카를 

향한 그의 열정은 ‘왼쪽 발의 새끼발가락에도 깃들어 있는 굴곡’(14:109)에 대 

한 집착， 즉 페티시즘을 포함한 육체적 에로티즘과 심정적 에로티즘을 아우르 

는 것이되， 그 상호성과 안정성을 담보 받음으로써 전일적인 것이 된다. 그리 

고 비록 친부살해의 누명을 쓰게 됐지만， 최소한 그가 그루센카와 더불어 꿈 

꾸는 미래는 노동과 각종 계획으로 가득 찬， 그 나름의 건강한 ‘생활’이다. 그 

렇다면 각종 지하인들이 설파했던 성에 대한 ‘말-관념’은 드미트리의 이 행복 

한 ‘사랑-삶’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에로티즘이 삶과 만나 충만해지는 

‘시적인’ 순간만을 포착했을 뿐， 그것이 일상이 되는 풍경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그의 미학 전반이 지닌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관념이 ‘시-신화’의 영역을 

벗어나 ‘산문-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면， 그 순간 관성의 법칙에 지배될 것 

이지만， 관념은 그 본질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변증법 

대신에 삶"(6:422) 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지만 ‘생활’로서의 삶， 즉 성의 사회 

적 소통은 어떻든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일차적 관심사는 아니다. 이는 그 

가 성 자체를 말년의 톨스토이처럼 정신적 완성과 양립할 수 없는， 일종의 

‘죄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42) 강조하건대， 성마저도 메레쥬코프스키적 

41) 바타유(1996) ， 22-23. 그렇다면 논의는 『백치 』 의 모토인 절대적인 미， 즉 그리스도 

의 문학적 강생에 관한 것으로 옮아가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김연경 (2007: 16 - 25) 
을 참조하라. 

42) 따라서 그의 남성 주인공들에 대해 도덕적인 미덕이 성적 순결 혹은 불능을 전제 
로 한다는 식의 잭슨의 독법(Jackson 1993:213)은 오류이다. 특히， 잭슨도 언급하는 

알료샤에 관한 한， 저 유명한 시체 썩는 냄새， 성적 함의가 적잖이 깔려 있는 리자 

와의 관계， 일류샤 추도식에서의 음식에 대한 언급 동을 볼 때 정신과 육체의 조 

화로운 공존이야말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찬미한 지상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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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정신’의 범주에 귀속시켜 궁극적으론 ‘관념 ’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한 여주인공들이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관념의 주체는 기본 

적으로 남성이고 여성은 전적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 

면 “그에게 있어 인간은 남성이지， 양성 (aHllP。대H)이 아니다"43)라는 베르샤예 

프의 말이 제법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톨스토이 소설 속의 여성 형상들과 더불어 이 문 

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5. 젠더-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의 문제 

톨스토이는 세계문학사를 염두에 둘 때도 여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전형적 

인 초상화를 그렬 수 있었던 드문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나타샤 로스토바， 

안나 카레니나， 키치 쉐르바츠카야， 카츄샤 마슬로바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주 

인공들은 제인 오스틴이나 브론테 자매 둥 19세기 서유럽의 여성 작가들이 

창조한 여성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도 더 생기롭다. 인간-남자로서는 r부활』 

의 표현을 빌건대， ‘이기주의의 발광 상태’(COCT03HHe cyMacmecTBI깨 3rOH3Ma, 

13:69)에 빠져 남존여비를 실천했던 그가 소설가로서는 여성을 주체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존재로 그려낸 것은 다분히 역설처럼 보인다. 물론， 톨스토이의 

여주인공들은 어머니이거나 딸이거나 아내-연인이거나 여하간 오직 여성， 심 

지어 ‘여자’일 뿐이다. 그들의 젠더-섹슈얼리티의 의미는 거의 전적으로 생물 

학적인 정체성의 사회적인 연장 즉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둥에 있으며 이와 

무관한 정신적 활동은 애초부터 거세되거나 여성으로서의 심리적 운동성에 

종속된다. 반면， 그들과 소통하는 남성들은 지나치게 비대한 정신적 운동성을 

보이는데， 남성들의 이런 내적 웅직임을 여성들은 이해하지도 못할뿐더러 남 

성들도 상대 여성들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두 성은 상호적 

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결합한다. 남성 

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은 그들의 정신적 궤적과는 다른 차원에서， 어쩌면 

것이다. 

43) Bep.l1J1eB (l993), 163.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성 주인공들을 남성 주인공들의 정 
신적 운동성에 완전히 종속된 존재로 본다(BepllJI eB 1993: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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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그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존재이다. 가령， 나타샤 로스토바는 백작의 딸 

로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 지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나마도 결혼 뒤 에는 미런 없이 떨쳐버린다. 여성의 성적 정체성， 나아가 인 

간으로서의 존재 근거는 결혼을 통해 소위 ‘알을 품은 암컷’(HacellKa ， 8:294), 

‘아이를 잘 낳는 암컷’(nnOllOBHTa~ caMKa)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HaTawa BblWJla 3aMy,I< paHHeA BeCHoA 1813 rOlla, H y Heμ B 1820 rOllY 6뻐。 

y~e TPH l104epH H Oll“H C~H， KOToporo OHa CTpaCTHO ~eJlaJla H Tenepb caMa 

KOpMHJla ‘ OHa nOnOJlHeJla H nOWHpeJla, TaK 4TO TPYllHO 6~J1o y3HaTb B 3TOμ 

CHJl bHOH MaTepH npe~H’OHJ TOHKyHJ, nOllBH~HyHJ Ha T a띠y. 4epT~ J1Hua ee 

onpelleJlHJlHCb H HMeJlH B~pa~eHHe cnOKO꺼HOμ M~rKOCTH H ~CHOCTH. B ee J1Hue 

He 6~J1o ， KaK npe~lle ， 3Toro HenpeCTaHHO ropeBwero orH~ O~HBJleHH~ ， 

COCTaBJI~BWerO ee npeJleCTb. Tenepb 4aCTO BHllHO 6blJlO OllHO ee J1HUO H TeJlO, 
a llY띠H BOBce He 6~J1o BκllHO. BHllHa 6~J1a OllHa CHJlbHa~ ， KpaCHBa~ H 

nJlOllOBHTa~ caMKa. (7:278) 
나타샤는 1813년 이른 봄에 시집을 갔고 1820년에 는 이미 세 딸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열렬히 바랐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젖을 먹였다. 그 

녀는 살이 찌고 몸도 불어， 이 튼튼한 애 엄마가 이전의 날씬하고 날렵한 나 

타샤라고는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선들은 틀이 잡혀서， 

그 표정에는 평온한 부드러움과 밝음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얼굴에는 이전 

에 그녀의 매력을 이루고 있던， 끊임없이 타오르는 저 생기의 불꽃은 없었 

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과 몸만이 종종 보일 뿐， 영혼은 숫제 보이지도 않았 

다. 보이는 것은 오직 튼튼하고 아름답고 아이를 잘 낳는 암컷뿐이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암컷’이 된 나타샤에게서 작가는 이전보다 더 큰 아름 

다움을 발견한다 여성의 젊음 아름다움 건강함은 오직 그것이 가정의 형성 

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안나 카레니나』에서 는 돌리 의 생각을 빌어 ‘암컷’의 소명을 더욱더 노골적으 

로 얘기하는바， 임신과 출산， 그로 인한 여러 현상들(“6epeMeHHocTb ， TOIIIHOTa, 

TynocTb yMa , paBHollylllHe KO BceMy H, rnaBHoe 6e306pa3He ,'' 9:191)은 여 성 이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 필연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 

이다. 이렇듯，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서도 톨스토이는 낭만적인 미화나 신화 

화를 멀리 하면서 현실적 토대 위에서 보편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에 천착한다. 

이 때문에 정신적 ， 지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여주인공은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결여된 건조한 인물로 그려진다. 가령， 마리야 볼콘스카야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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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하에 학문(심지아 수학)과 종교에 진지하게 몰두하지만， 이는 노공작마 

저도 한탄하는 그녀의 박색과 ‘노처녀’로서의 고달픈 운명을 강조하는 것일 

따름이다. 즉， 그녀가 나타샤와 대면하는 장변에서 두드러지는바， 여성의 지적 

인 정향성과 톨스토이가 생각한 여성 본연의 생명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다，44) 톨스토이의 여주인공들 중 가장 역동적인 안나 카레니나 역시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안나는 “허위의 거미줄을 뜯어내고자"(8:323) ， 30년을 전후한 인생 동안 처 

음으로 삶의 주체가 되고자 했지만， 이는 의지적이고 정신적인 운동성이 아 

닌， 톨스토이가 파악한 여성의 육체적， 심리적 운동성의 결과이다. 안나의 열 

정도 궁극적으론 그녀의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킨 것으로 끝났는데， 어 

떤 경우에든 그녀는 카레닌의 아내(더불어 사교계의 고관 부인)이자 세료자 

및 아니 (AHH)의 어머니이자 브론스키의 연인， 즉 ‘여자’일 따름이다. 농학， 건 

축학， 말 사육， 스포츠 둥 온갖 분야를 다 섭렵하며 독서에 몰두해도(9:23이 

애초에 ‘여자’로 창조된 안나의 생활은 불안스럽기 만 하다. 심지어 모스크바에 

서는 아동용 책까지 쓰고(원고를 오블론스키에게 보여준다) 레빈이 오블론스 

키와 함께 그녀의 집플 방문했을 때는 ‘졸라’와 ‘도데’의 이름을 언급하며 

(9:288) 미모에 덧붙여 지성까지 과시한다. 그럼에도 이 는 안나의 삶에서 비본 

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룹스토이적 세계에서 안나의 유일한 출구는 여성 

성의 이상적 형태인 모성에 기대는 것이겠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어머니였던 그녀가 이제는 브론스키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 

는 불안에 사로잡혀 딸에 대해선 이빨이 몇 개나 났는지도 모르고(9:204) 임 

신마저 거부한다. 이로써 생기로운 아름다웅과 행복한 자신감을 뽕내던 고관 

부인 대신， 모르핀과 아편의 도움으로만 안정을 얻을 수 있는(9:228) 병적인 

‘여자-정부’만이 남게 된다. 

요컨대， 자살로 마감된 안나의 비극은 상당 부분 그녀가 19세기적 여성으로 

서 갖고 있는 보편성과 전형성에서 비롯된다. 즉， 젠더-섹슈얼리티의 역할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던 시공간 속에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녀의 여성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남자와 제도적인 틀 내에서 

44) 나타샤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문학 속의 인물과 실제 모델을 

뭉치시킬 수는 없으나， 나타샤의 모델로 알려진 타치야나 베르스의 인생 역정과 

그녀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툴스토이 전기가 이를 증명해주는 듯하다 자세한 것은 

WilsonWl67:95-9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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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해야 한다 ~부활』에서 카츄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도 남성(네흘류도 

프)이요 또한 그녀를 부활시키는 것도 남성(시몬손)인 것，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결혼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 

자연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적어도 그 영향 하에 놓여 있 

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여성관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연 상당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소비에트 비평도 톨스토이의 여성관을 일종의 오 

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쟁) 하지만 이는 오히려 페미니즘의 왜곡된 발현일 수 

있다. 19세기의 사회적， 도덕적 틀을 생각할 때 여성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들의 존재 근거가 생물학적 특수성의 사회적 구현에 있는 것， 더 구 

체적으로 그들의 세계가 가정으로 한정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평범한’ 

여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공들과 비교할 때 

더욱더 두드러진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공틀은 대체로 비정상적이고 때때로 병리적이다. 

우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육아나 가사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정반대로 이들은 ‘여자’로서도， 고로 ‘인간’으로서도 사회의 정상 

적인 체제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그러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설 속 인 

물로서도 창백하고 조건적， 말하자연， 미학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가령， 소냐 

마르멜라도바는 ‘명문대 법대생’ 라스콜리니코프와 심도 싶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지적 감수성을 갖고 있고 독서량도 적지 않지만， 애초부 

터 ‘황색 감찰’을 단， 그럼에도 ‘순결한’ 매춘부이다. 마리야 레바드키나는 정 

신박약에 술주정뱅이 오빠의 폭력에 희생양으로 설정된 것에 덧붙여 신화적 

인 구원성을 대변할 운명까지 타고났다. 하지만 이들처럼 세계악의 희생양이 

자 고통의 화신으로 상징화된 여성들이 아닌 경우 심지어 통념상 ‘정상적인’ 

조건을 갖춘 여 성 들조차도 각기 다른 이 유에 서 스스로 파국을 자초한다. 가 

령， 리자베타 투쉬나와 아글라야 예판치나는 모두 미모와 적잖은 지참금을 가 

45) 5뻐1<08(1954) ， 298-299. 실제로 톨스토이는 루소를 비롯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일정 부분 보수주의자들-슬라브주의자들처럼 여성 해방 문제 

를 포함한 서구 ‘부르주아지’의 가치들을 혐오했q(Berlin 19&ì:76-78). 그럼에도 그 
의 소설이 사랑과 결혼과 불륜의 풍속도에 있어서 ‘러시아적(=동양적， 아시아적) 

자본주의’의 훌륭한 표본으로 읽힐 수 있음(Lukacs 1967:92)은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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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귀족 영양’이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기는커녕 각각 다량으로 폐기처 

분되 는 저 널들을 모아 출판하고자 하거 나 가정 교사를 꿈꾸연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물론 ‘변덕’에 가깝지만)를 보인다. 이렇게 ‘당돌’한 야망과 

그 속에 내포된 주체성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남성 주인공들과의 접촉에서 

직간접적으로 비운을 겪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공들이 남성 주인 

공들의 특성을 많이 지 니 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속의 여성들은 타고나길 자기 의지와 욕망이 강하고 대부분 출신성분과 

는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교양을 쌓았다. 따라서 이들이 ‘여자’로서의 본분과 

는 무관한 활동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나스타시 

야 필립포브나는 대단한 독서 량을 자랑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여주인공들 중 

가장 지적 이고 독립심파 자존심이 가장 강한 여성으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바 

로 이 때문에 그녀의 삶은 제도 관습의 틀에서 완전히 일탈해버린다. 문제는 

그녀가 토츠키의 ‘첩’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녀에게 약간의 타협 의 

지만 있었더라도 그녀가 가진 ‘여성-신붓감’으로서의 훌륭한 자산(미모와 재 

산)을 이용하여 결혼 생활， 즉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 

지만 여느 남성 주인공 못지않게 강렬한 그녀의 내적 에너지는 에로스와 타 

나토스의 양극단을 오가며 파국으로 치닫는다. 요컨대， 나스타시야 필럽포브 

나의 경우 문제는， 안나 카레니나와는 정반대로， 제도-관습이 내포한 권력-폭 

력이 아니라 운명-자연력과 맞서는 그녀 개인의 역동성에 있으며， 이는 실상 

도스토예프스키의 남성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수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여주인 

공들은 지성과 의지가 발휘되면 될 수록， 결과적으론 남성적 마력의 희생양이 

되거나(혹은 함께 파멸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지나치게 신화화되어 자기 의 

사와는 무관하게 ‘구원’의 소명을 떠맡는 형국이 된다. 몇몇 예외를 뺀다면 

‘팡므-파탈’이 되 든 낭만적으로 신화화된 여성성-전일성 (*eHCTBeHHOCTb-Qenb

HOCTb)의 발현이 되든， 어떻든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 

이다. 이로써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주인공들은 톨스토이의 여주인공들과 비교 

할 때， 너무나 주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화되고 또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46) 

46) 그나마 예외라면， 자신의 소위 남성적 주체성을 사회적 층위에서 상당 부분 실현 
시킨 그루센카를 들 수 있겠다. 그녀는 표도르와 통업자가 될 만큼 뛰어난 여성 

사업가이면서 어쩌면 그렇기에 사랑에 있어서도 결국 주체적 지위를 갖는다. 



문학 속의 소통과 성 23 

대체로 여성의 형상에 대한 미학적 신비화는 ‘영 웅-주인공’의 내 적 매커니 

즘에 천착해온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특수성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른바 

‘해방된 여성’(3MaHCHnHpoBaHHa~ *eH뻐Ha) 혹은 ‘지적인[배운] 여성’(yqeHa~ *eH

뻐Ha) ， 특히 1860년대의 ‘여성 니 힐리스트들’(HHr띠HCTKH)이 그들의 교양과 의 

지 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관습적 틀로부터 일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러시아가 직연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47) 이는 

여성 해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체르느이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도 역으로 증명된다. 베라 파블로프나는 당시 러시아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젠더-섹슈열리티의 굴레를 과감히 떨치고 사회 속으로 들어 

가되， 혁명가-사회운동가로서 의 삶과 ‘여자’로서의 삶을 공히 조화롭게 이끌어 

간다. 하지만 여성혁명가의 인생을 둘러싼 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계 속에는 

작가적 이데올로기의 인위적인 반영 이 라면 모를까， 일말의 소설적 진실도 없 

다. 달리 말해， 도스토예프스키 의 ‘지적인 ’ 여 주인공들이 소설 속에서 보편성 

과 전형성을 지니되 동시 에 구성적 주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는 

적어 도 19세 기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얘) 만약 소설이라는 장르 

가 미메시스적 원칙 에 따라 ‘피안’이 아닌 ‘차안’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라 

면， 여성의 형상은 톨스토이의 소설적 성취가 보여주는바， 19세기 러시아버전 

의 ‘여자의 일생’을 창조함으로써만 그 개연성을 담보할 수 있다 r안나 카레 

니나』의 4부에서 오블론스키 거실 장면 (8:426-43이이 보여주듯 실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1860년대를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본격화된 ‘여 성 문제’ 

(*eHCKHll BOnpOC)에 대 한 공소한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발생하 

는， 남성과 여성올 포함한 개개인의 소통이니까 말이 다. 

47) Rosenholm(1996), 112-128. 

48) 물론 19세기 러시아에서는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많은 여성 작가들이 생져났다. 그 

들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한 것은 웅당 그들 자신의 삶이었으나(Demidova 

1996:92-111) 그 역시 여러 점에서 한계를 노정시킨다. 구체적인 예로는 흐보쉰스차 
야(H， n, XB。뻐HCKaJl )의 rnaHCIIOHepKaJ 애 대 한 분석 (Rosenholm 1996:118-125)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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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Ne 

KONNyHHKaQH~ H ceKcyaRbHocTb B RHTepaType: 

TORCTOH H ~OCTOeBCKHH 

KHN, IOH-KIOH 

B JlaHHOH CTaTbe paCCMaTpHBaeTOI np06JleMa ceKcyaJlbHOCTH KaK oc060ro 

pOJla KOMMyH씨<aUHH: MaTepHaJlOM aHaJlH3a CJly ll<aT npOH3BeJleHH~ TOJlCTOrO H 

llocToeBcKoro . CHa'la Jla H3 JlaraIOTC~ npeJlCTaBJleHH~ 0 ‘JlHaJleKTHKe n JlOTH H 

Jlyxa’ nepBoro H 。 ‘ lmaJleKTHKe “JleH H lI<H3HH’ BToporo . Pa3Hble JlHTepaTypHble 

B3rmJlbl 060HX pOMaHHCTOB ~pKO npO~BJl~IOTC~ npH 06pa띠eH씨 K TeMe CMepT“ ” 
ceKcyaJlbHOCTH, B CBOIO O'lepeJlb TeCHO CB~3aHHbIX JlPyr C JlpyrOM. 4TO KaCaeTC~ 

TeMbl CMepTH, llJl~ TOJlCTOrO Ball<Ha ‘MHCTHKa CMepTH’, OJlHaKO BMeCTe C TeM 

nHCaTeJlbCKOe BHHMaHHe YlleJl~eTC~ nOll'lepKHBaHHIO np03aH 'leCKO꺼 lI<H3HH-6bITa, 
npOJlOJlll<alO띠eHC~ H nOCJle ‘ BeJlHKOrO MOMeHTa’ A Y llocToeBcKoro CMepTb 

npH06peTaeT COBCeM HHOH 06pa3. OHa He 06cyll<JlaeTC~ H He H306pall<aeTC~ 

H3HyTpH: TeM CaMblM ‘MHCTHKa CMepTH’ JleMHcþOJlOrH3HpyeTc~ ， 3aTO Ha nepBblH 

n JlaH BbIllBHraeTC~ ee rpOTeCKHO-TparH 'leCKa~ JlpaMaTH'lHOCTb. 

TaKlI<e pa3HSl TC~ llBa MaCTepa B JlHTepaTypHoM OTHOWeH싸 K TeMe 

ceKcyaJlbHOCTH . llJl~ TOJlCTOrO OHa npell<Jle BCerO OXBaTblBaeT 6HOJlOrH'leCKH때 “ 

COUHaJlbHbIH n JlaH: T . e . ‘npHpolly’ ” ‘ KyJlbTypy ’ T y T ceKcyaJlbHOCTb CTaHOBHTC~ 

JlHTepaTypHbIM C06bITHeM, B OCHOBHOM B paMKaX 6pa'lHbIX OTHOWeHI써 A Y 

llocToeBcKoro lI<e Ha6JllOJlaeTCSI COBCeM HHa~ KapTHHa . 3JleCb B TeMe 

ceKcyaJlbHOCTH, TO'lHee CKa3aTb 3pOTH3Ma - 3pOTHUI’3Ma, aKueHT Jle JlaeTCSI Ha 

3CTeTH'leCKOM MOMeHTe . H B KOHue KOHUOB OHa nepeHOCHTCSI Ha MHcþOJlOrH'leCKHH 

ypoBeHb, eC JlH He peJlHrH03HbIH . 

OllHaKO y 060HX nHCaTeJleH, KOrJla pe'lb HlleT 0 KOMMyHHKaTHBHOM aCneKTe 

ceKcyaJlbHOCTI’, r Jla BHbIM CTaHOBHTC~ T . H. ‘lI<e HC KHH BOnpOC .’ PaCKpblT싸o 3TOrO 

Bonpoca nOCBSI띠eHa nOCJle JlHSISI r JlaBa HaCTOSl meH CTaT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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