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샤의 문학동화 r세 배불뚝이」의 웃음 연구* 

백 용 식 .. 

1. 서론 

1924년에 창작되어 1928년 발표된 유리 올레샤(에. OJIewa)의 「세 배불뚝이 

(TpH TOJICUKa) J 는1) 소련시대의 대표적인 아동문학으로， 러시아혁명의 모티브 

를 성공적으로 아동문학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배， 착취， 경제적 소외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민중의 계급투쟁이 「세 배불 

뚝이 」 의 중심 줄거리를 이룬다. 계급적 성격을 대변하는 작품의 공간은 지배 

자들의 궁천과 민중들의 도시로 구분된다 공간의 계급적 성격에 상웅하게 인 

물도 민중에 속하는 아르네리 (ApHepH) 박사， 티불(THÕYJI) ， 수옥(CYOK) ， 프로스 

페로(npocnepo) 그리고 이에 대립하는 세 배불뚝이와 신하들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인물들(무용선생 ， 서커스단장， 천하장사， 명사수 등)로 구성되어 인 

물구성의 대립성이 두드러진다. 민중의 봉기와 패배 그리고 궁극적 숭리는 작 

품의 시공간이 자리 잡기 위한 기본틀이 되고 사건이 발생하는 환경적 조건 

이 된다. 그러나 슈제트는 민중봉기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심인 

물들의 모험적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야기의 중심사건은 아르네리 박사， 티불， 

수옥이 협력하여 체포된 혁명지도자 병기공 프로스페로를 구출하고， 이 과정 

에서 세 배불뚝이의 음모로 헤어졌던 납매 수옥과 투티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r세 배불뚝이 」 의 모티브와 주제는 민중봉기와 숭 

리로 표현된 계급투쟁과 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들의 운명으로 매우 이 

념적이고 심각한 성격을 갖는디.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올레샤의 r세 배불뚝이」애 관한 일반 정보 및 시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백용식 

(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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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와 주제의 이 념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세 배불뚝이」에서 묘사된 

개별사건들은 오히려 경쾌하고 명랑하다. 바꿔 말하면 계급투쟁과 혁명이란 

매우 무겁고 ‘어 른스런’ 모티브가 매우 가볍고 ‘어린이다운’ 방식으로 표현되 

고 있다세 배불뚝이」의 ‘어린이다움’ 혹은 ‘아동성 ’은 사건의 희극적 서술， 

즉 웃음을 목표로 하는 서술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웃음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 예를 들연 장난， 유머， 소동， 놀이， 티격태격， 

놀려먹기， 골탕 먹이기 둥은 아동을 위한 모든 매체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것 

은 아동수용자들이 희극적인 것을 좋아하며， 아동문화의 생산자들도 이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 이것은 아동문화매체가 교육성뿐만 아니라 

오락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아동이 웃음과 즐거움을 좋아하고， 

웃음 친화적이란 것은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생산주체인 작가 그리고 연구가 

들도 동의 하는 사실 이 다(Lypp 1986:440; Czech 2002:862-863) 
진지하고 심각한 모티브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세 배불뚝이」에서는 명랑한 

웃음을 주는 사건들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의 

효과를 넘어서， 작품의 사회비판적 이며 풍자적인 의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 

라서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기능과 가치인 웃음에 대한 연구도 

펼요하리라 판단된다세 배괄뚝이」의 웃음에 대한 연구는 웃음의 발생을 목 

표로 하는 희극적 서술 방법과 사례분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 

미를 축제와 풍자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2. 본론 

인간은 희극적인 현상에 대해 웃는다，2) 이때 희극적 현상의 질(質)을 희극 

성이라 한다. 웃음의 동인인 희극성은 웃음을 인간의 다른 육체적 표현과 구 

별해주는 독특한 구조를 이 룬다. 

웃음의 대상으로서 희 극적 현상은 순간성과 과정성이란 두 특징을 갖는다.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무로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다，"(Kant 

1963:437) 혹은 “희극적이란 것은 긴장의 뜻밖의 해소이며， 이 해소는 다른 존 
재영역으로의 예기치 않은 전환의 형태로 나타난다와(Kayser 1992:381) 같 

2) 웃음의 이론에 대해서는 백용식 (1999a: 131 -13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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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는 웃음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순간성)， 이때 희극적 현상은 변화의 

과정을(과정성) 겪게 됨을 보여준다. 

변화는 희극적 현상을 변하기 전(전반부)과 변한 후(후반부)로 양분한다. 관 

찰자는 전반부에는 긴장을 갖고 과정을 관찰한다. 웃음은 전반부에서 후반부 

로 이 행 하는 순간 발생 하며 , 후반부는 웃음을 동반한다(Trautwein 1983:104). 

전반부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내용을 갖고 그러한 점에서 규법적이다. 

웃음이 발생하는 후반부에서 전반부의 규범적 내용은 갑자기 비논리적， 비이 

성적， 비합리적， 즉 비규범적인 것으로 바뀐다. 후반부에 나타나는 규범파괴는 

웃음의 발생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3) 

그러나 규범이 파괴되는 모든 경우에 웃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규범파괴 

는 오히려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웃음의 발생을 

위해서 상황은 규범파괴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서는 안 되며， 심각하게 받아 

들여져서도 안 된다."(Plessner 1982:362) 심각한 소재가 희극적 상황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위험하지 않도록 양식화되어야 한다 

전반부를 지배하던 규범이 갑작스럽게 파괴될 때 그 순간 수용자는 사건의 

규범적 전개와 규범파괴 사이에서 동요하게 된다. 갑작스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규범파괴의 순간은 규범과 반규범이 대립하며 동시에 공존하는 ‘길항적’ 

상황이 된다. 사건진행에서 규범파괴가 일어나는 순간을 길항점이라 한다. 이 

때 수용자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력의 

상실은 육체적 통제력의 상실로 발전되고， 웃음은 바로 육체적 통제력의 상실 

이 몽을 통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Plessner 1982:328). 

문자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웃음의 연구에서 희극성은 사용된 매체에 따 

라 크게 언어희극성， 상황희극성， 인물희극성으로 구분된다. 논문에서는 희극 

적 현상의 구조를 가장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언어희극성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상황과 인물과 관련된 희극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3) 규범파괴와 웃음의 발생에 대해서는 BOJJbKeH띠Tel! H (1 969: 155)을 보라 “CMeWHO B '1e

JJOBeKe HeCOOTBeTCTBHe KaKOrO-JJHÕO nOJJo*eHH~ HJJH ~BH*eHH~ ， $H3H 'IeCKOrO HJJH ~y

weBHor。’ C TeM, '1TO HaM npe~CTaBJJl!eTC !I HOpMaJJbHhlM. CMeWHO Hapy띠eHHe HOpM 3~pa 

Boro CMhlCJJa HJJH *HTel!cKoro oÕHxo~a， HapyweHHe HOpM 3TH 'IeCKHX, 3CTeTH4eCKHX 

HJJH HHTeJJJJeKTyaJJbHhlX 



32 러시아연구 쩨 18권 제 1 호 

2. 1. 언어희극성 

언어희극성은 언어를 수단으로 발생한다. 이때 희극적 언어행위는 언어규범 

을 준수하는 전반부와 언어규범이 파괴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언어규범의 

파괴를 위해 은어， 사투리， 외국어 혼용， 반복， 상투어， 비균형적인 단어 혹은 

문장， 의미와 발음을 사용한 말장난 둥이 사용된다. 

작품의 5장 〈흑인과 배추머리〉의 앞부분에서 가정부인 가니메드(ra배Men) 

는 박사와 함께 있는 흑인을 보고 놀라 잡았던 쥐를 놓치고 슬퍼한다. 가니메 

드의 슬픔을 위로하며 박사는 아침식사로 계란부침을 해 줄 것을 부닥한다. 

TeTy띠Ka raHHMeLI nJJaKaJJa, LIOÕaBJUl JI CJJe3 b1 BMeCTO COJJH B JI“4HHUY. OHH 

ÕblJJH TaKHe rOpbKHe, 4TO LIa*e 3aMeHJl JJH nepeu. 

- Xopomo, 4TO MHOrO nepuy. 04eHb BKyCHO! - XBaJJHJJ Herp, ynJJeTaJl 

Jl H4HHUy.(l70)4l 

- 가니메드 아주머니는 울며， 눈물을 소금 대신 계란부침에 넣었다. 눈울 

은 후추를 대신할 정도로 매콤했다. 

- 후추가 많아 좋네. 맛 좋다I - 흑인이 계란부침을 먹으며 칭찬했다. 

언어와 관련된 규벙피괴는 명백하다. 눈물이 소금과 후추를 대체한다는 발 

상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따라서 비규범적이다. 독자는 아르네리 박사 

와 가니메드의 대화 중 정상적인 전반부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과 소금 그리 

고 후추가 공존하는 후반부를 경험한다. 

이러한 희극적 변화 과정에 나타난 길항성은 다음과 같다. 

기호 기묘 기의 

긴」r 걷 。F 액체 싼맛， 아픔， 슬픔(ropbK뻐) 

」λ、-二nl 가루 싼맛 

후추 가루 뱀 고 쏘는 맛(ropbK뻐 nepeu) 

눈물은 소금과 ‘싼맛’을 공유한다. 따라서 소금이 눈물에 의해 대체되는 경 

4) 올레샤의 「세 배불뚝이」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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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표의 갑작스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의인 ‘싼맛’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변화 이후에도 첫 번째의 콘텍스트(눈물의 싼맛)는 두 번째의 콘텍스트(소금 

의 싼맛)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5) 규범파괴 이후에도 소금과 눈물은 ‘싼맛’을 

매개로 길항적 공존을 유지한다. 

콘텍스트의 변화에 따른 길항성은 눈물이 후추로 변화할 때도 발생한다 눈 

물은 후추가 되 고， 변화에 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 의 인 ‘아프고 슬픈 감정 ’은 

후추의 기의인 ‘맴고 쏘는 그래서 눈물나게 하는(ropbKIIß)’에서 유지된다. 즉 

눈물과 후추는 기의를 중심으로 공존을 이 룬다. 

희극적 규범파괴에서 과장은 매우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세 배불뚝이」에 

서도 과장을 사용한 언어희극성이 발견된다. 아르네리 박사는 인형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가니메드 아주머니에게 

말하고， 박사는 세 배불뚝이의 궁전으로 떠난다. 가니메드는 불안과 부정의 

의미로 고개를 흔든다. 

TeTymKa raHHMen Kycana nepenHHK H Ka4ana ronoBoA nO TeX nop. nOKa He 

HcnyranaCb. 4TO r0 J10Ba OTBanHTCJI ,(l88) 
가니메드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깨물고 머리가 떨어질까 놀랄 때까지 머 

리를 흔들었다. 

인용은 가니메드 아주머니가 머리를 강하게 흔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머리를 강하게 흔들었다’는 내용은 인용문에서 “머리가 떨어질까 놀랄 때까 

지 머리를 흔들었다로 표현된다. 걱정스럽게 앞치마를 깨물며 머리를 흔든 

다는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한 전반부는 흔들어 머리가 떨어진다는 과장된 표 

현에 의해 비규범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과장된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 언어 희 극적 과정의 규범파괴에는 

과장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디，6) 

베르그송에 따르면 희극적 현상에는 “생명 적 인 것 이 기계적인 것에 의해 

5) 희극적 과정에서 콘텍스트의 이 동과 공존에 대해서는 Lypp( 1986:442)를 참조하라. 

6) 이와 같이 과장의 원리가 적용된 언어희극성 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Mon4aTb! - opa J1 Ha4aJ1 bHHK KOHBOJl TaKHM CTpamH~M r0J10COM. 4TO OT KpHKa Ba

J1H깨Cb nOCKH. npHrOTOBneHH~e 따JI nocTpoAKH ,"(l50) 고함소리 에 판자들이 무너 졌다 

는 서술은 비현실적이며， 이것은 고함소리를 과장되게 서술한 것이다. 역시 과장에 

의한 규범파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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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 있다."(Bergson 1988:33) 즉 기계적인 육체의 태도， 행동 둥이 웃음을 일 
으킨다，7) 이때 기계적인 것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속한 존재다.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은 끝없이 변화 

며， 이때 삶은 회귀하거나 반복되지 않는다. 동시에 공간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서로 나란히 연결된 사건 혹은 현상으로 존재하며， 이 때 완결된 시스템 

으로서의 생물은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체에 속할 수 없고， 동시에 

서 로 다른 두 개 의 공간에 존재 할 수 없다. (Bergson 1988:63) 시 공간적 존재 
로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적웅을 위한 

변화에 실패하고， 동일한 행동을 변화된 시공간에서 반복할 경우 기계적이 된 

다. 

반복의 원리를 사용한 언어희극성은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언어행위에 

나타나는 희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반 

복되는 단어， 구문， 문장은 웃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동물우리에서 벌 

어진 유쾌한 소동 중에 두 근위병이 부딪혀 하나는 코를 다치고 다른 하나는 

박차가 망가진다. 

KTO-TO 3anyTaJ1ClI B ca (íJ1e H ynaJ1, pa3 (íHB HOC 0 1.JblO-TO wnopy. (. .. ) rBa

p.aeel1 C pa3 (íHTμM HOCOM H .apyrolí rBap.aeel1 C pa3 (íHTolí wnopOlí , a Ta l<:t<e 

OCTaJJbHble , pa3.aHpall TeMHoTy lþaKeJ1aMH, .aSHHyJ1I1Cb npOTIIS Hell3seCTHor。

spara. (. .. ) H s.apyr rBap.aeel1 C pa3 (íIlT뻐 HOCOM c l<a3aJ1.(221) 

근위대원들이 욕셜을 퍼부었다. 누군가 군도에 걸려 넘어져 박차에 코가 

깨졌다. (...) 코가 깨진 근위대원， 박차가 깨진 근위대원 그리고 나머지 근위 
대원들은 햇불로 어툼을 가르며， 익명의 적을 향해 웅직였다. (...) 그리고 갑 
자기 코가 깨진 근위대원이 말했다. 

이 장변에서는 ‘깨다(pa3띠Tb)’가 1회 그것의 수동형동사 과거형인 ‘깨진 (pa3-

띠TbIR)’이 3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글쓰기에서 통일한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일한 종류의 단어가 4회 사용되는 것은， 더구나 ‘pa36HT뼈’ 

가 포항된 동일한 유형의 이미지가 3회 사용되는 것은 의도적인 반복이고， 

‘기계적’이다. 

7) “육체가 익숙한 메커니즘을 상기시키는 바로 그만큼 기계적 육체의 행동， 몽짓， 움 

직 임 은 희 극적 이 다."(Bergson 1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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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언어희극성에서 반복은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문장 형태로 나 

타난다. 

HHKTO MHe He nOn*eH MeWaTb! He npOH3BOnHTe 띠yMa . He cTy4HTeTapenKaMH. 

He nenaltTe yrapa. He C3 b1BaItTe Kyp. He nOBHTe Mblwelt. HHKaKHX lIH4HHl1, 

l1BeTHblX KanycT, MapMenanOB H BanepbllHOBblX Kanenb! nOHlInH?(l85) 

누구도 날 방해해선 안 패. 시끄럽게 하지 말아요. 접시 를 부딪치지도 말 

고요. 소란도 떨지 말고 수닭을 불러내지 말아요 쥐를 잡지도 말고 계란도， 

배추도， 챔도， 쥐 오줌 풀 액도’ 알았어요? 

가니메드 아주머니에 대한 아르네리의 요구사항은 ‘방해하지 말라’는 것으 

로， 인용에서 첫 문장 외의 모든 발화는 내용적으로 이 요구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희극성은 불합리한 병렬과 대조를 통해서도 실현된다.5장 〈흑인과 배 

추머리〉에서 서커스단의 명사수인 스페인인은 티불에게 항복을 요구한다. 

CnaBaltc lI! Y MeHlI B Ka%nolt pyKe no nHcToneTy. nHCTOneT“ caMolt ny4welt 

φHpMbI - "MOWeHHHI< H CblH". 

항복하라! 난 두 손에 권총이 있다. 가장 좋은 회사 〈사기꾼과 아들〉의 

권총이야 (179) 

그는 가장 좋은 회사의 권총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회사의 명칭은 <사기꾼 

과 아들(Mo띠eHHH I< H CbIH) >이다. 이때 ‘가장 좋은 회사’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사기꾼과 아들’이라는 부정적 명칭에 의해 파괴된다. 이때의 

규범파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병 렬과 대조를 통해 실현되며， 이때에는 

좋은 것에 나쁜 것을 개입시키는 간섭의 원리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쁜 것 

을 통해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복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희극성은 단어， 발화， 서 술과 같은 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한 희극성으로， 이때 언어규범의 준수와 그것의 파괴가 중심적 

인 기법이며， 희극적 언어과정에서 규범파괴에 의한 길항성， 즉 두 콘텍스트 

의 일시적 공존 상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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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황희극성 

상황희극성을 위해 필요한 희극적 상황은 둘 이상의 사건 흐름이 서로 중 

첩될 때8) 발생한다. 이때 적용되는 희극성 생성의 원리는 간섭이다. 하나의 

사건 흐름이 존재하고， 이와는 다른 가치와 내용을 갖는 흐름이 전자의 흐름 

과 충돌하여 비논리적이고， 기대에 어 긋나는 비규범적 상황이 발생한다. 정상 

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 비균형적이고 부적합한 상황이 추가될 때 상황희극 

성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지만(Metzler 1990:243), 사건의 흐름이 꼭 비정상 

적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희극적 상황 발생의 동인은 각 사건흐름의 내용 

이 아니라， 두 흐름을 조우하게 만드는 우연이기 때문이다. 스티르레 (Stierle 

1976:262)에 따르면， 상황이 희 극성 의 중심 이 되 고， 하나의 희 극적 상황으로부 

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황들이 배태된다. 이때 최초의 희극적 상황을 창조하 

고， 이미 생성된 희극적 상황으로부터 반복하여 새로운 희극적 상황을 생성하 

고 운용하는 주체는 우연이다.9) 

계급투쟁의 주제를 다루는 「세 배불뚝이 J 의 명랑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희 극적 상황이 다. 특히 반복하여 동장하는 소동들은 모두 상황희 극성 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의 동물소동(43) ， 풍선장사의 모험 (150-168) ， 배불 

뚝이의 발뒤꿈치와 근위병 영덩이에 박히는 펜 (210-21 1)， 궁전의 동물우리에 

서의 소동(221-223) ， 궁·령의 제과실에서의 소동(226-227) 동을 언급할 수 있 

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풍선장사의 모험을 중심으로 상황희극성을 분 

석하도록 하겠다. <풍선장사의 놀라운 모험〉이란 제목의 4장은 바람에 날려 

「세 배불뚝이」의 궁전에 떨어진 풍선장사의 모험을 다룬다. 두 사건흐름의 

우연적 중첩을 통해 여러 희극적 상황이 생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8) “서로 중첩된 여러 행위 혹은 사건들은 회극적이다. 우리들은 이 사건들이 현실적 

이란 인상을 받는 동시에， 기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명백한 인상을 받는 

다."(Bergson 1988:52) 

9) 때로 희극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음모와 오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모와 
오해는 자체의 목적을 갖기 보다는， 희극적 상황의 생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이며， 기능에서 우연과 구별되지 않는다. 상황희극에서 음모와 오해의 기능에 대해 

서는 백용식 (1999b:113-114)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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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건의 흐름 생성된 희극적 상황 

(쪽수) 

상황1 
제 1흐름 풍선장사가 풍선을 판다. 

(150-151) 
풍선장사가 하늘을 날아간다 

제2흐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분다， 

제 1흐름 
풍선장사의 장화 한 짝이 공중 

상황2 에서 떨어진다. 무용선생이 공중에서 떨어진 

(151) 
제2흐름 

무용선생이 아이들에게 아름답 장화를 뒤집어쓴다. 

게 환호하는 법을 가르친다. 

제 1흐름 
풍선장사는 「세 배불뚝이」 궁 

상황3 전으로 떨어지다. 용선장사는 대형 케이크 속에 

(153-154) 
제2흐름 

제과실에서는 민중반란 진압기 떨어진다 

념 잔치를 준비한디. 

제 1흐름 
풍선장사는 풍선을 든 채 케이 

상황4 크 속에 숨어있다. 풍선장사는 케이크와 함께 연 

(154-155) 
제2흐름 

풍선장사 위에 크렴을 부어 케 회장으로 옮겨진다. 

이크를 완성한다. 

제 1흐름 
케이크 속의 풍선장사가 다시 

상황5 제과실로 옮겨지다. 모습이 드러나 풍선장사가 탈 

(165-167) 
제2흐름 

케이크를 옮기던 시종이 미끌 출한다. 

어 넘어져 케이크 깨진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상황은 제 l흐름에 제2흐름이 간섭하여 발생한 

다 두 흐름의 충돌에 는 합리적이고 인괴적인 이유가 없으며， 희극적 상황생 

성의 주체는 우연이다. 독자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제1흐름을 관찰한다. 이 

때 제2흐름의 간섭으로 생성된 예기치 않은， 새로운 상황은 독자에게 비합리 

적이고 비규범적으로 보이게 된다. 즉 새로운 상황은 규범파괴를 특징으로 한 

다. 그러나 이 규범파괴는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연은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그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고 교정 가능하며 (Martini 1974:20) 

비현실적인 풍선장사의 모험은 명랑하고 유쾌한 유희적 정서 속에서 서숲되 

기 때문이다 10) 

10) 프로이트는 웃음 발생과 관련해서 수용자의 심리-생리적인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 

한다. 그 중에서 사람을 웃음으로 끌리게 하는 명랑한 기분， 희극적인 사건에 대한 

욕구를 돋우는 ‘양념’은 바로 풍선장사의 모험의 서술에 나타난 유희적 정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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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mMaK 3aKpWR nORoBHHy RHua 

neTH CXBaTHRHCb 3a *HBOTW: 

- Xa-xa-xa! Xa-xa-xa! 

y.μ!TeRb TaHueB Pa3nBaTpHC 

CMOTpeR 05WKHOBeHHO BHH3. 

nHlI\aR Y'깨TeRb ， TOliHO Kpblca, 
5WR Y Hero an~’ HHlOlliHA HOC, 
H BOT K HOCHlliy Pa3nBaTpHca 

5amMaK COROMeHHwA npHpoc! 

TaK pacneBaRH MaRbliHKH, CHLlJI Ha 3a60pe, rOTOBμe Ka*nYlO MHHyT 

CB aRHTbClI no Ty CTOpOHy H YReneTHYTb. (151-152) 
반장화가 얼굴의 젤반을 덮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었다. 

- 하， 하， 하! 하， 하， 하! 

무용선생 하나둘셋은 

늘 아래를 바라쁜데요. 

선생님은 쥐처럼 찍찍대고， 

코는 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둘셋의 코끝에 

짚으로 된 장화가 걸렸탑니다. 

아이들은 담장 위에 앉아 이렇게 노래하며， 여차하면 당 너머로 뛰어내려 

줄행랑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중에서 떨어진 반정화를 뒤집어 쓴 무용교사와 아이들의 장난스런 노래 

는 희극적 상황의 전체적 정서인 명랑성을 잘 드러내고 었다. 또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연은 하나의 상황을 일으키 고， 이 상황으로부터 또 다른 상황이 

생성된다. 그 결과 풍선장사의 모험 전체는 여러 희극적 상황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희극적 상황의 연쇄는 풍선장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상황희극적 성격 

을 부여하고， 그의 모험 전체를 희극성이 운동의 중심원리가 되는 “총체적 희 

극”으로11) 만든다. 

당한다고 할 수 있다(Freud 1989:178-181). 

11) 스티를레는 플롯 전체렐 상황희극성이 지배하는 보드벌을 총체적 희극(die to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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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격희극성 

성격희극성은 인물의 성격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주인공들은 중 

립적이고(Waming 1976:292) 희극적이지 않은 반면， 희극적 인물들은 부정적 

이다.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 때문에 이들은 긍정적인 인물 혹은 다른 희극적 

인물들과 갈동을 일으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부정적 

인물의 실패가 늘 희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인물과 그의 행위는 길 

항적 성격을 획득해야 한다. 

길항성은 인물의 비규범적이고 과장된 외모， 제스처， 표정， 행동양식에서뿐 

만 아니라，l2) 인물과 그의 행동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모순 속에 존재한다. 

이때 모순은 그의 역사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하고 

(Baum 1975:216), 희극적 인물은 개인이지만， 동시대의 행위양식 속에 표현된 

일반적인 것을 보여준다(Baum 1975:219).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희극성은 인물의 외적인 요소와 내적 모순 모두로부 

터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서로 결합되기도 한다. 궁전의 동물우리 소동 

장면에 둥장하는 동물학자의 경우는 인물의 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성격희 

극성이 지배적이다. 동물우리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에 모습을 드러낸 동물학 

자는 근위대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색깔 있는 잠옷을 입 

고， 야간용 실내화를 신고， 머리에서 벗겨진 취침용 실내모의 줄은 바닥까지 

드리워져 있고， 코 위에는 반짝이는 빈대가 앉아있다 그는 섬세하고 감미로 

운 음성으로 앵무새를 부른다. 앵무새를 찾으러 나무 위로 올라간 그는 이상 

한 물체를 보고 떨어지디 잠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공중에 매달린다. 

0, eCJ11i Õμ npyrlie y4eHhle yBlineJ11i Tenepb CBoero n04TeHHoro coõpaTa B 
TaKoM Bline, TO , KOHe4HO , OH Ii oTBepHyJ1IiCb Õbl 1i3 yBa :t<eHIi!l K ero J1b1CIiHe Ii 

3HaHIi!lM! Y:t< CJ1IiWKOM HenpliJ11i4HO 3anpaJ1C!I ero xa J1aT.(223) 
아， 다른 학자들이 지금 친애하는 동료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은 

Komödie)으로 정의하였다. “희극성 자체가 운동원리가 되게 함으로서， 희극적 동 

기의 고립화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보드빌의 특성이 된다. 보드빌의 이상은 총체적 

희 극이 다."(Stierle 1976:262) 

12) 예를 들어 지나치게 큰 코， 뚱뚱이와 흘쭉이， 지나치게 짧거나 긴 옷， 지나치게 어 

눌하고 서툰 말과 행동 둥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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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대머리와 학식에 대한 존경 때문에 얼굴을 돌렸을 것이다| 그의 장옷 

은 지나치게 민망할 정도로 벗겨져 올라가고 말았다. 

동물원장의 외모와 행동은 선명한 이미지를 이루며 독자의 눈앞에 펼쳐지 

고， 그의 우스왕스런 외모와 행동에는 화자의 희극적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화자 스스로가 이 작은 노인은 “덩친 큰 근위대원들， 밝게 타 

오르는 햇불과 동물들의 울부짖음 사이에서 즐거운 볼거리를 연출하였 

다.(222)"라고 묘사함으로써 명 백 해 진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 배불뚝이는 비슷하게 생긴 뚱뚱보들이다.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많지 만， 비 슷하게 뚱뚱한 세 사람이 동시 에 눈앞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 비규범적 현상으로서 세 배불뚝이의 외모에는 반복 

(242-243) , 

의 희 극적 원리가 적용된다 13) 또한 그들의 행 

동에는 유희적 과장이 표현된다. 운동 뒤에 땀 

을 흘려 “루바쉬까가 둥에 달라붙어， 둥은 바람 

을 품은 윷과 비슷하고"(209) 한 배불뚝이는 공 

에 맞아， 눈에 는 “아름답지 않은 장미 혹은 아 

름다운 개구리 형태의 "(209-21이 멍이 들었다. 

외모만을 볼 때 그들은 권력자라기보다는 오히 

려 광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체포된 민중지도 

자 프로스페로에게 자신들의 절대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프로스페로와 민중들의 목을 자르겠 

다고 공언하고(158-159) ， 후에 인형으로 밝혀지 

지만 수옥의 처형을 집행하는 잔인성을 보인다 

세 배불뚝이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고， 이중성 을 보이지도 않는다. 즉 그들 

은 자신들의 본성을 도덕으로 위장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성격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 

신 그들의 성격희극성은 외모와 과장된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 

13) 프로프는 ‘닮음의 회극성 (KOMII3M CXOJlCTBa)’이 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nponn 

2006:44) , 내용은 베르그송의 반복원리에 따른 희극성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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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희 극적 인 외모와 행동을 보이는 희극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프로스페로， 투티， 수옥과 같은 긍정적 인물들과의 대립에서 패배한 

다. 이 들의 패배와 정의의 승리는 세 배불뚝이의 전횡과 위험성을 제거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 전체에 명랑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동물학자 혹은 세 배불뚝이와 달리 무용선생은 희극적 외모와 행동뿐만 아 

니라， 본질과 현상의 모순을 갖는 희 극적 인물이다. 

nO yllHlle B 3TO BpeMlI npoXOIlHlI y4HTellb TaHlleB. OH Ka3allClI 04eHb 

H311lllHblM. OH 6bIlI 1l1lHHHblil, C MalleHbKOil Kpyr 1I0“ rOllOB。μ ， C TOH I< H싸l HOl!<l< aMH 

noxol!<Hil He TO Ha Cl< pHn l< y , He TO Ha l<y3He4HKa. Ero llellH l< aTHbI꺼 ClIyX, 
npHB빠〈마대 1< ne4allbHoMy rOlloc y IþlleilTbI H Hel!<HblM ClIOBaM TaHUOpOB, He MOr 

BblHeCTH rpOM I< HX, BeCellblX KpHI< OB lleTBOpbl. 

- nepeCTaHbTe I< pH4aTb! - paCCepllHlIClI OH. - Pa3Be MOl!<HO Tal< rpOM I< O 

KpH4aTb! Bblpal!<aTb BOCTOpr Hy l!<HO KpaCHBμMH ， MellOllH4HblMH Iþpa3aMH.. . Hy , 
HanpHMep .. . 

OH CTall B n03y, HO He ycnell npHBeCTH npHMepa. Kal< H BC !lI<~써 y4HTellb 

TaHueB , OH HMell npHBbl41<y CMOTpeTb rllaBHblM 06pa30M BHH3 , nOIl HOrH. YBbI! 

OH He yB“Ilell TOrO, 4TO llellallOCb HaBepxy 

5aWMa l< npOllaBua CBallHlIClI eMy Ha rOlloBy . rOllOB l< a y HerO 6b1l1a 

MalleHb l< a!l , H 601l b띠얘 COllOMeHHblil 6aWMaK npHWellClI Ha Hee I< a l< wlI!I na. (1 51) 

이때 거리를 따라 무용선생이 지나갔다. 그는 아주 우아해 보였다. 그는 

길었고， 동그란 머리통은 작고， 다리는 길어 바이올린을 닮은 것 같기도 하 

고 귀뚜라미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플루트의 애절한 소리와 무용수들의 상 

냥한 말에 익숙한 그의 정교한 청각은 어린이들의 크고 즐거운 외침을 견딜 

수 없었다. 

- 소리 좀 그만질러! - 그는 화를 냈다 어 떻게 그런 큰 소리를 지르 

니 1 환호하려면 아름답고 낭랑한 표현을 써야지 ... 자， 예 를 들변 ... 

그는 자세를 잡았지 만 예를 들 수는 없었다. 모든 무용선생처 럼 그도 주 

로 발 아래쪽을 웅시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는 위에서 일어 

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풍선장사의 장화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의 머리는 작았고 그래서 

커다란 밀짚 장화는 모자처 럼 머리에 꼭 맞았다. 

화자는 “우아해 보였다”라고 하지만 이어지는 외모 묘사는 희극적이다. 더 

구나 화자는 그의 외모를 바이올린과 귀뚜라미 중 어느 것에 비교할까 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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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무용선생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칭찬하는 듯 은근히 조롱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어투는 아이러니다. 더구나 아래쪽만을 쳐다보는 무용 

선생의 습관은 우습기도 하거니와， 그 때문에 장화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하 

는 장변에서 우아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용선생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서 무용선생의 우아함은 내면의 본질인 돈에 대한 

욕심과 모순관계에 놓인다. 

"B CaMOM .aeJle, - pacc)'lI<.aaJl OH, - KaKa!l MHe nOJlb3a OT 6e.aH!lKOB? Pa3Be 

OHH yliaTC!I TaHueBaTb? OHH BCer.aa 3aH!lTbI pa60Toll “ HHKor.aa He HMelOT 

.aeHer. To J1H .aeJlo 60raTμe KynUbl, 60raTble IþpaHTμ H .aaMbI! Y HHX BCer.aa 

MHoro .aeHer, H OHH HHKOr.aa HH앤rO He .aeJlalOT."(230) 
“사실 - 그는 따져 보았다 가난뱅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 

야? 그들이 춤을 배운다고? 그들은 늘 일만하고 돈은 하나도 없어. 부자상 

인， 부자 신사 숙녀들은 좋지! 언제나 돈이 많잖아. 그들은 절대 아무 것도 

하지 않거든 

무용선생의 돈에 대한 집착은 노골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예술가로서의 우 

아함은 그의 내면에서는 돈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 무용선생은 현상과 본질이 

다른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무용선생과 관련된 웃음들은 외모와 행동뿐만 아 

니라 성격의 모순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는 무용선생은 풍자의 대상으로 발전한다. 

2.4. 축제성과 풍자 

바흐틴의 축제이론을 아동문학의 웃음에 적용시킨 린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아동문학의 희극성은 축제적 특정을 갖는다."(Lynn 1986:447) 이 축제성은 

중세의 민중적 웃음문화의 유산에서 유래한 미학적 개념 “그로테스크 리얼리 

즘”을 통해 실현되며， 이때 핵심적인 것은 물질-육체적 원리다 14) “그로테스 

14)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 물질-육체적 원리 (MaTepHaJlbHO-TeJleCHOe HaliaJlo)는(즉 

민중적 웃음문화의 이미지 체계 속에서) 정민중적， 축제적， 유토피아적 양상 속에 

서 제시된다. 희극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분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전체로서， 분할할 수 없는 통일성 속에서 제시된다. 이 전체는 유쾌하고 자비롭 

다."(바흐틴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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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리얼리즘의 주도적 특성은 격하시키는 것， 즉 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이상적 

이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물질-육체적 차원으로， 불가분의 통일체인 대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에 있다. " (바흐틴 2001 :48) 격하는 ‘상부’를 ‘하 

부’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형학적 의미를 갖는 ‘상부’는 천상을， 

‘하부’는 대지를 의미하고， 이것은 상하부의 지형학적 기호를 통해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여기서 격하는 대지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흡수이자 동시에 탄생의 원리 

인 대지에 관여하는 것이다 격하되면서 매장되고， 동시에 씨를 뿌리며， 보다 

훌륭하게 다시금 탄생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격하는 또한 육체의 저속한 

부분의 생활， 배와 생식기관의 생활， 따라서 성교와 수태， 임신과 출산， 포식 

과 배설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격하는 새로운 탄생을 위해 

육체의 무텀을 파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하는 파괴적이 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며 재생적인 의미도 지니게 된다(바흐틴 

2001 , 얘) 

「배불뚝이」의 웃음 분석과 관련해서 격하는 세 가지 특정을 갖는다. 

l. 물질적-육체적 차원으로의 격하 혹은 이행은 성교와 수태， 임신과 출산， 

성장， 먹고 마시기(포식)， 배설과 관련된다. 이때 성교와 수태， 임신과 출산을 

제외한 성장， 포식， 먹고 마시기， 배설은 유년기의 중심 사안이 되며 (Lynn 

1986, 447) , 이 들은 아동문학의 웃음에서 지배적인 모티브라 할 수 있다. 

2. <상부〉에 서 〈하부>로의 격하에는 유쾌한 상대성이， 전도된 세계가 실 

현된다. (바흐틴 2001:34) 

3. 격하는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이며 재생적인 의 

미를 갖는다. 실제로 중세의 웃음은 자신을 포함한 전체의 갱신을 지향했고， 

(바흐틴 2001:36) 비 공식 문화로서 축제 의 웃음은 엄 숙한 공식 문화에 의 해 일 

시적으로 합법화되었다.(바흐틴 2001:138) 축제적 웃음의 상대화와 세계의 전 

도는 공식문화와 체제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재생과 갱생올 통한 

보존과 유지를 지향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세 배불뚝이」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첫째로， 물질-육체적 원리와 관련해서 「세 배불뚝이 」 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먹고 마시기의 모티프다. 바람에 날려 궁전 제과실로 떨어진 풍선장사에 

대한 서술은 ‘음식’의 향연이다 처음에 시끄러운 소리에 새집에 떨어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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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한 용선장사는 “즙으로 흘러 넘쳐 떨어지고 으깨진"(53) 열대과일로 

가득한 과일상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달콤하고 머리를 아쩔하게 만드는 향기 

가 코를 찌른다.’'(54) 그는 곧 제과실의 대형 케이크 속으로 떨어진 것을 깨 

닫는다. “그는 초콜릿， 오렌지， 석류， 크림， 과일절임， 설탕， 챔 속에， 향기롭고 

다채로운 왕국의 명령자처럼 왕좌에 앉아있다. 케이크가 왕좌였다."(54) 제과 

실장은 풍선장사가 앉은 채로 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풍선장사에게 크 

림을 철한다. 그러자 풍선장사는 변신한다. “시인은 이제 그를 흰 눈 같은 깃 

털의 백조로， 정원사는 대리석 조상으로， 세탁부는 비누거품 덩이로， 개구쟁이 

들은 눈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55) 제과실장은 다시 그 위에 과일절임 

을 덮는다. “모든 종류의， 모든 유형의， 모든 형태의 과일절임이 둥장했다. 매 

콤한， 바닐라향의， 걸쭉한，삼각형의， 별모양의， 동그란， 반달모양의 ， 장미꽃모 

양의 과일절임들."(55) 

케이크와 크림 그리고 그것을 장식하는 과일절입 둥 온갖 먹을거리로 가득 

한 제과실은 구전통화 속 과자왕국의 현대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식재료 명 

사형과 그것의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범람하는 제과실 풍경묘사는 음식 

의 축제이고 유년기의 이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풍선장사를 도취 

하게 만드는 미각， 촉각， 후각과 더불어 소음의 향연은 그 자체가 아동친화적 

일뿐만 아니라， 아동문회 에 실현된 먹고 마시기의 모티브라 할 수 있다. 

동화속의 제과실에서 음식은 일상생활의 부엌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 

어진다. 청결， 정확한 양과 조리순서의 규범성은 사라지고， 비규범성(사람과 

음식의 혼합， 양과 순서의 즉홍성)이 지배하게 된다. 요리의 규범성이 실종된 

자리에 유희성이 자리 잡는다. 그 결과 케이크를 먹기 전에 이미 케이크 제작 

은 그 자체가 축제적 놀이로 발전한다. 이 모티브는 다음 단계에서 강화된다. 

세 뚱뚱보는 다른 모든 사람 보다 더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뚱뚱 

보는 네프킨을 씹어 먹고， 나아가 세 번째 뚱뚱보의 만두 같은 귀를 씹으려 

한다.(56) 물질-육체적 원리가 행위로 발전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풍선장사의 변신이다. 그는 인간에서 케이크로 변신 

하고， 그것은 다시 화자의 서술 속에서 시인의 백조， 정원사의 조각， 세탁부의 

비누거품， 개구쟁이의 눈사람으로(55) ， 혹은 파티참석자들의 말을 통해 우스 

팡스런 허수아비 ， 사탕， 삼페인으로(160) 변신한다. 그의 변신에는 모든 것을 

격하시키고 변형하는 물질-육체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풍선장 

사에서 케이크로의 변신〉은 규범파괴를， 동시에 〈케이크 속의 풍선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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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불가능한 것들의 공존 혹은 변하기 전의 텍스트가 변한 후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길항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풍선장사의 변신은 희극적 상황의 

과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풍선장사를 둘러싼 에피 

소드에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물질-육체적 원리와 웃음을 위한 희극적 규 

범파괴가 실현된다. 

둘째로， 권력의 패러디로서의 세 배불뚝이의 형상과 행동에는 상부가 하부 

로 대체되는 희극적 전도가 이미 암시된다. 작품에서 전도된 세계는 티불과 

서커스 단원들과의 소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 배불뚝이는 민중봉 

기자들의 처형으로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 기 위해 서커스단을 매수하여 

공연을 펼친다. 이때 흑인으로 변장한 티불은 천하장사를 꾸짖고 자신의 정체 

를 밝힌다. 이에 서커스 단장， 스페인 명사수， 천하장사는 티불을 체포하기 위 

해 쫓지만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Bce TpOe o6pa THJIHCb B 6erCTBO , (. .. ) TpH np깨Te~ CKaTHJIHCb nOA 

3eJIeHblIt OTKOC , J1anHTyn npblraJI Ha OAHOIt HOre, Aepll<aCb 3a yKyweHHylO 

TOJICTylO HKPY, AHpeKTOp BJIe3 Ha AepeBO H BHCeJI Ha HeM C BHAOM COBbI, a 

HcnaHeu, MOTa!l rOJIOBolt , TOp'laBwelt H3 6yMall<HorO Kpyra, OTCTpeJIHBaJIC꺼 。T

co6aKH, nOnaAa!l BC!l KH때 pa3 B OrOpOAHOe '1y 'leJIO , 

Co6aKa CTO!lJIa HaA OTKOCOM H, nO-BHAHMOMY, He XOTeJIa HanaAaTb CHOBa, 

BnOJIHe YAOBJIeTBOpeHHa!l BKyCOM J1anHTynoBolt HKpbI, OHa BHJI!lJIa XBOCTOM H 

WHpOKO yJIbl6aJIaCb, CBeCHB p030B뻐 6끼eCT!I뻐It !l 3b1K,(l81) 

셋 모두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 세 친구들은 초록 비탈로 굴러 떨어졌 

다. 라피투프는 물어뜯긴 두퉁한 만두를 들고 한발로 뛰었다. 단장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부영 이 모양으로 매달렸다. 스페인인은 종이 원판 위로 솟 

은 머리를 흔들며 개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매번 빗나가 채소밭 허수아비에 

맞았다 

개는 비탈 위에 섰다. 다시 공격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라피투프의 고기 

만두 맛에 만족한 개는 꼬리를 흔들며， 빛나는 분홍 색 혀를 늘어뜨리고 크 

게 미소 지었다. 

여러 희극적인 소동이 포함된 에피소드는 ‘쫓는 자가 쫓긴다’는 전형적인 

전도된 세계를 보여준다. 

셋째로， 억압적인 공식문화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그리고 재생과 갱신을 추 

구하는 축제는 “연기자와 관객 사이의 구분을 알지 못하며 “관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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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중적이 되는 것이다.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카니발적 삶 이외에 

는，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한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바흐틴 2001:28) 축제의 

구경거리에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제거되고， 구경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가 되고， 생산자는 축제의 광장， 삶 그리고 민중 속에 속한다. 이러한 이 

유로 축제는 풍자와 구분된다. “순수한 풍자작가는 자기 자신을 조소당하는 

현상 외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을 그 현상과 대비시킨다." (바흐틴 2001:36) 

축제와 풍자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와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되 

고세 배불뚝이」에서 축제성은 풍자적 의도에 의해 상대화된다. 특히 축제 

성은 풍자의도를 갖는 화자의 개입과 풍자적 서술양식에 의해 약화된다. 조소 

당하는 현상 외부에 위치한 화자는 풍자 의도를 감추지 않으며， 그것은 세 배 

불뚝이의 형상에서 어렵지 않게 감지되며， 매수된 서커스단의 공연에 대한 서 

술에서도 확인된다 15) 

풍자적 의도를 갖는 화자의 역할은 무용선생을 통한 풍자에서 가장 분명하 

게 드러난다세 배불뚝이」에서 무용선생은 희극적 이미지가 매우 강한 인물 

로， 그의 외모와 행동 모두가 웃음의 대상이다. 그의 부정적 성격에도 불구하 

고， 웃음의 대상으로서 무용선생은 풍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왜 

냐하연 합리적이고 진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을 배척하지만， 웃음은 부정적인 

것도 현실에 속한 것임올， 나아가 그것이 삶 속에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경 

향을 갖기 때문이다.(Ritter 1989:76) 웃음의 “부정의 긍정 (Positivierung von 

Negativität)" 의 (Waming 1976:325) 기 능은 무용선 생 에 대 한 웃음이 그의 존재 

를 부정하기 보다는 긍정하게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풍자는 “위협적인 현실과의 언어를 통한 대결이며， 독자 역시 그 대결 

에 끌어 들여져야 한다."(Gaier 1967:350) 그러나 작가는 위협적인 현실을 직 

접 공격하지 않고， 풍자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한다. 풍자텍스트의 간접 

성은 성공적인 풍자효과를 위해 독자가 풍자대상(예: 무용선생)을 통해 위협 

적 현실(예 : 돈이 지배하는 현실)을 역으로 해석할 것올 요구한다. 이러한 역 

해석 작업은 상당한 지적 능력과 활동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 웃음의 긍정화 기능과 역해석 - 아동독자들에게서 풍 

자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동에게서 웃음의 긍정 

15) 반란자들에 대한 처형올 기쁜 일이라 선전하는 광대에게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한 
다. “나쁜 놈! 그는 세 배불뚝이에게 매수되었어! 그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죽음올 

무릅쓴 사랍들을 돈을 받고 비방하고 있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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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능은 성인에게서보다 강하게 발생하고， 지적활동을 요구하는 성공적인 

역해석은 인지능력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는 아동적합성의 강화를 전략으로 택한다. 아 

동적합성은 텍스트의 질이 아동에게 적합한가의 문제에 관한 개념으로， 이때 

아동독자의 언어， 인식， 문학적 이해능력과 관심과 욕구가 관찰대상이 된 

다.(Ewers 2000:200) 아동적합성의 강화를 위해 화자는 r세 배불뚝이 」 의 풍자 

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용선생을 부정적 성격을 폭로한다. 

Pa311B aTpIlC 6μn lloBoneH, YTO er o B~3Banll BO llBopeu. OH n~6lln Tpex Ton

CT!l KOB 3a TO, YTO IlX Æo61lnll C~HOBb!l Il 1l0Yepll He MeHee TonCT~X 60r ayel!. 

니eM 6~n 60ra앤 6oray, TeM 60nbwe OH HpaBllnC !I Pa311BaTpllcy. (…) 

KaK BllllllTe , Pa311BaTpllc 6μ11 He r nyn no-cBoeMY, HO nO-HaweMY 

rnyn. (230-231) 

하나둘셋은 자신을 궁전으로 불러줘서 기분이 좋았다. 그는 세 배불뚝이 

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못지않게 뚱뚱한 부자들의 아들딸들이 세 배불뚝 

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부자가 부자일수록 부자는 더 하나둘셋의 마음에 

들었다. (…)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하나둘셋은 자기 쪽에서 보변 어리석지 않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어리석다. 

인용에서 화자는 자신과 무용선생과의 대립관계를 명시적으로 만들고， 무용 

선생의 어리석음을 아동독자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이로써 화자는 풍자의 대 

상이 속한 영역 외부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서정적 일탈을 통해 무용선생이 

자신과 아동독자들에 대해 적대적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독자의 독자적 판단 기회를 줄이지만 반면에 아동의 인식과정에 개입하 

여 작가의 풍자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어른문학에서 

이러한 방식은 작가의 예술적 능력 부족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아동문학에 

서는 아동적합성이란 관점에서 허용되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 나 작가의 풍자의도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화자의 적극적 개입은 주체 

로서의 화자와 객체로서의 풍자대상 사이의 대립을 강화한다 16) 이것은 아동 

16) 사모루코바는 「세 배불뚝이 J 에서 올레샤가 혁명의 카니발적 모텔을 창조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텔에 적합한 것만을 작품 속에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는 풍자적 의도와 이에 따른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간과한다. 그는 “화자는 다양 

한 관점에서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 자주 축제의 인물 마스크를 쓴다. 그런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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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축제성올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작품이 창작되고 출판된 1920년대의 소련정권은 혁명을 통해 정치권력 

을 장악했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전히 구세대의 유산과 싸워야 했고， 동 

시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했으며， 이 를 위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 

정신 속에서 사회화해야 했다17) 특히 과거 유산의 청산에서 웃음은 매우 유 

용했다. 

Das modeme ancien régime ist nur mehr der Komδdiant einer 

Weltordnung, deren wirkliche Helden gestorben sind. Die Geschichte ist 

gründlich und macht viele Phasen durch , wenn sie eine alte Gestalt zu 
Grabe träg t. Die letzte Phase einer weltgeschichtlichen Gestalt ist ihre 

Komδdie. Die Götter Griechenlands, die schon einmal tragisch zu Tode 

verwundet waren im gefesselten Prometheus des Aescylus mußten noch 
einmal komisch sterben in den Gesprächen Lucians. Warum dieser Gang 

der Geschichte! Damit die Menschheit heiter von ihrer Vergangenheit 
scheide.(Marx 1982, 174) 

근대적 구제도는 진짜 주인공이 죽어버린 세계질서의 희극배우일 뿐이다. 

역사는 철저하며， 낡은 인물을 무덤으로 데려갈 때， 여러 단계를 거친다. 세 
제사적 인물의 마지막 단제는 인물에 대한 희극이다. 이미 아이스킬로스의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에서 비극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그리스의 신들은 루 

키아노스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회극적으로 사망해야 했다 왜 역사는 이런 

과정을 갖는가! 인류가 즐겁게 과거와 작별하기 위해서다.(강조-마르크스) 

‘과거와의 즐거운 작별’로 요약되는 희극에 대한 마르크스적 이해는 올레샤 

의 「세 배불뚝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은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 

작가의 말은 본질상 동일하다. 즉， 이것은 군중과 함께 유희하며 축제적 군중 속에 

서 유래한， 즐거운 몽싱가의 말이고， 개인적 ‘나’와 분리되지 않은， 개인적 나와 일 

체가 되고 조화된 ‘축제적 우리’이다. "(CaMOPYKosa 1990:8)라고 하였다. 그는 화자와 

군중과의 축제적 일체와 조화를 강조하지만， 세 배불뚝이， 매수된 서커스단원들， 

무용선생에 대한 화자의 적대적 시선과 당파적 태도에 나타난 풍자적 의도를 간과 

하고 말았다. 오히려 부르딘의 다음과 같은 입장이 희극성과 풍자적 의도를 설명 

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었다 “희극성은 미를 대표하는 그의 환경과 그의 요 

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동원된다." (5yp띠H 1968:5) 

17) 20년대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이에 따른 갈둥이 아동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자세한 것은 OS4HHHHKOBa(2001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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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대립 그리고 전자의 몰락을 다루고 있으며， 이때 독자는 배불뚝이로 환 

유되는 낡은 시대를 웃음과 함께 떠나보낸다. 화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민 

중의 편에 있으며， 웃음은 삶 전체의 재생과 회복보다는 아(뚫)의 숭리와 피 

(彼)의 패배를 구분한다. 대결의 시 대에 창작된 동화는 대결의 문제를 충실하 

게 다루고 있다. 세 배불뚝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고， 

플롯 전체의 명랑성을 보장하지만， 갈등의 치유와 재생 그리고 통합에 이르는 

축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다. 

3. 결론 

웃음， 명랑성은 아동문학의 중요한 가치지만， 고전문학의 품격과 진지함을 

애호하는 어른 독서가들에게 혹은 문학연구가들에게 그것은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듯하다. 내포독자의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문학에서 명랑한 웃음이 

사라지는 것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바흐틴이 라블레 연구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웃음은 문화와 문학의 고전적 가치 중의 하나고， 

즐거움과 명랑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품격과 진지함을 표현하는 여러 형식 

중 하나였다. 

올레샤의 「세 배불뚝이 」 는 진지한 계급투쟁의 모티브를 다루고 있지만， 웃 

음을 통해 비로소 아동에게 적합한 성격을 획득한다 진지하고 심각한 사건과 

모험은 즐겁고 명랑한 웃음과 교차하면서 아동독자들에게 긴장과 이완의 묘 

미를 제공한다. 이 작품에서 웃음은 언어 인물 상황을 매개로 발생한다. 짧 

고 간결한 형태의 언어유희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언어희극성， 희극적 상황 

의 연속적 생성으로 사건 전체를 희극적으로 만드는 상황희극성， 또한 외모와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의 본질과 현상의 모순을 사용하는 인물희극성은 무해 

하고 비공격적인 웃음뿐만 아니라 풍자에 접근하는 공격적 웃음을 발생시킨 

다. 

규범의 준수와 규범파괴가 일어나는 희극적 과정에서 웃음은 억압규범으로 

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한다. 바흐틴은 물질-육체적인 것으로의 격하에서 공 

식문화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웃음， 유쾌한 상대성을 보 

았다세 배불뚝이 」 의 웃음도 축제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웃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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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 축제와 달리 「세 배불뚝이」의 시공간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과 분리가 발생한다. 때로 화자는 웃음의 대상이 속한 영역의 밖 

에 존재하며， 적극적으로 피아를 구분하고， 아동들의 인식과정에 개입한다. 화 

자의 풍자적 의도가 드러나는 이 지점에서 동화의 축제성은 약화된다. 

소련의 1920년대는 여전히 대 결의 시대였고 웃음은 갱생을 통한 화합과 통 

합 대신에 낡은 것과의 유쾌한 작별을 위해 복무한다세 배불뚝이」에서 아 

동문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오락은 웃음을 통해 균형을 확보하지만， 웃음의 

축제성은 교육적(풍자적) 의도에 의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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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Ne 

CNeXB RHTepaTypHoR CXa3Xe ~TPH TORCT~Xa~ D. ORe.H 

naHK , EH-CHK 

3Ta CTaTbji nOCBji U\eHa IiCC Jle .llOBam!lO CMeXa B JIIiTepaTypHoli CKa3Ke ~Tpli 

TOJlCTjiKa )> 10. OJleulIi . Oc060e BH째aHlie B .llaHHOH CTaTbe y .llemeTCji KOMli3My 

CJlOB, nOJlOll<eHIiA Ii XapaKTepOB, Ii COl씨O -KyJlbTypHOMy 3HaqeHIi~ CMeXa. 

HeCMOTpji Ha cepbê3HOCTb MOT IiBa KnaCCOBOH 60pb6hl CKa3Ka OJleW Ii 06peTaeT 

COOTBeTCTBeHHOCTb C .lleTbMIi 6naro .llapji cMexy. CMeX B CKa3Ke - He TOJlbKO 

Becenbe , HO “ caT“pli4eCKaji arpeCCliji. CMeWHO HapyweHlie HOpM 3.llpaBOrO 

CMbIC Jla , HapyweHlie HOpM 3TliQeCKliX Ii IiHTeJlJleKTy a JlbHbIX . CMeX npli nOMOU\1i 

HapyweHliji HOpM .lle JlaeT TaK*e B03MO* HhlM oCB060*.lleHlie OT O~IiUliaJlbHOA 

KyJlbTy pbI, KOTOpOe EaXTIiH c'써TaJl ji.llPOM ~yHKUIiIi Ii 3HaQeHliji KapHaBaJlbHOrO 

CMexa. 

CMex B ~Tpêx TOJlCT꺼 Kax)> nOKa3bIBaeT KapHaBaJlbHOCTb, KOTOpaji 1i3 -3a 

CaTlipliQeCKOli HaMepeHHOCT Ii aBTpa OC Jla6J1jieTCji. CMeX CJly*IiT He HOBb~ 

pO*.lleHlieM Ii KapHaBaJlbHbIM npHMlipeHlieM, HO BeCeJlbIM paCCTaBaHlieM C npOWJlb매 

B CMhlCJle MapKCIiCTCKOrO nOH IiMaHliji CMeXa Ii KOMe .ll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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