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사레프의 비평 방법과 역설의 논리 

심 성 보. 

레스꼬프(H. C. JIecKOB)의 단편 「어떤 니 힐리스트와의 여행 (nyTewecTBHe C 

뻐rHRHcToM) J(1882)을 보면 열차 숭객들이 새로 탑숭한 한 젊은 사람을 가리 

켜 니헐리스트라고 하면서 보이는 히스테릭한 반웅을 묘사한 장면이 나온다. 

이 소설은 그것이 승객들의 과민반웅이었다는 일과성 이야기로 결말을 짓고 

있지만， 1860년대에 뚜르게네프(11. C. TypreHeB )가 쓴 『아버지와 아들 (OTUbl “ 
neTH).!I , 그리고 그에 뒤이어 이 작품을 둘러싸고 전개된 소란한 논쟁은 그 이 

후 상당 기간 ‘니힐리즘’ 현상이 문학적인 현상으로서나 철학적인 담론의 차 

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동시 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까지 침투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 

1860년대 러시아 문단에서 니 힐리즘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주 

인공 형상은 바자로프이고， 이 바자로프는 다시 삐사레프(ll . 11. 매capeB)라는 

젊은 평론가의 이름과 앨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 ‘니힐리즘’ ‘니힐리스트’라는 

명칭은 바로 바자로프에서 비 롯되어 항간에 회자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며， 이 

인물을 젊은 세대의 대표자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부각시킨 사람이 삐사레 

프이기 때문이다. 

삐사레프는 짧은 비평 활동 기간(1858- 1868)에 도 불구하고 당대의 젊은 세 

대에게 많은 인기를 모은 비평가로 알려져 있다. 그를 가리켜 ‘(리얼리즘이라 

는-필자)정원의 최고의 꽃이자 젊은 세대의 애인 (Ry'l빼A UBeTOK cana H RroÕH 

Meu HaWerO nOKOReHH~ ) ’2)이라고 불렀다든가， 많은 젊은이 들이 그의 글을 읽고 

* 건국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1) H. C. lleCI<08 , "nYTeWeCT8He C HHrHJlHCTOM". htto://az.lib.ru/Vleskow n s/text 0220. 

shtml 
2) M. A. AHT애08H'I ’끼pOMaXH ." http;://az.lib.ru/a/antonowich_m_a/text=OO38.shtml. 6/ 26. 



56 러시아연구 제 18권 제 1 호 

자연과학자， 혁명가의 길에 들어선 것만 보아도 그가 당대에 누린 인기와 영 

향력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삐사레프는 그가 쓴 「미학의 파괴 

(Pa3pyweHHe 3CTeTHKH)J 와 몇 편의 글에서 주장한 견해 때문에 ‘미학의 파괴 

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딩대와 그 이후의 문학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 

지 못한 비평가라 할 수 있다. 뿌쉬낀 (A. c. nyWKHH )을 가리켜 ‘문장가(C깨J!H

CT) ’, ‘경박한 졸속시인 (JJerKOMbICJJeHHbIll BepC빼Hl< aTOp)’이라 하였다거나 라파엘， 

베토벤， 렘브란트 등을 구두 제조공， 요리사， 당구 명인과 비유했다는 등의 말 

이 앞뒤의 문맥과는 분리되어 ‘파괴자’라는 인상을 굳혀 놓았다. 또한 문학-예 

술가의 세계관과 이념을 중시한 소비에트 시기에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비추 

어 그의 견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나 ‘(소)부르주아적 견해’라는 규 

정과 함께 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참여를 중시한 벨린스끼 (B. r. 5e쩌HCKHll)나 

체르느이혜프스끼 (H. r. 4epHbIWeBC I< I깨)， 도브롤류보프(H . A. lloõpoJJlOõoB)에 비해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다른 작가나 비평가의 

경우와 달리 소비에트 시기에 삐사레프 전집 이 간행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그 

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확인된다.4) 삐사레프에게 찍힌 낙인과 

이념 적 기준이 그의 비평세계 연구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러시아 문학 연구에서도 삐사레프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도 이 

런 사정이 저변에 깔려있다.5)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의 비평 방법을 

3) 빠블로프의 회고록에는 그가 ‘60년대의 문학’ ( r아버지와 아들~ )에 김은 영향을 받았 

고 또 피사레프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처음 알게 된 것 

도 피사레프의 저작을 통해서였다고 한다(제프리 그레이 2000:16). 빼레베르제프(B. 

φ . nepeBep3eB)에 의하면 삐사레프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갔 

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마르크스주의로 

간 것은 삐사레프에서 시작되었다."(B. φ. nepeBep3eB 1926:174) 
4) 1856년 국립예술문학출판사(rI1XJJ)에서 전 4권의 선집이 나옹 바가 있지만， 삐사레프 

의 전집은 2αm년에야 전 12권으로 기획된 전집의 제 1권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끼르뽀젠 (B. }l . KwpnoTwH)은 이렇게 까지 말하기도 했다. “후기 삐사레프 

의 사회적 이상은 그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서구에서 검소한 

소비생활올 선전하며 일상과 사회 생활에서의 사치와 치장에 적대하고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한 가장 좋은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낸 바로 그 청교도적인 정신이 예술 

의 파괴로 나타났다."(B . }l. KwpnoTwH 1934:7; 11. B. KOHnal<OB 1992: 110에서 재인용.) 

삐사레프연구사에 관해서는 심성보0995:12-22)를 참조하라. 
5) 삐사레프의 니힐리즘이나 문학예술론 미학론에 대한 정보는 국내 자료에서 찾아보 

기 힘들다. 다만 심성보(997)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예술에 대한 니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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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그가 제기한 ‘미학의 파괴’가 미학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인지， 혹은 그의 고유한 미학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는지 살펴보는 작업 

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삐사레프의 비평 방법을 역설의 논리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 

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실제비평 (peanbHa~ KpHTHKa)’ 방법과 ‘리얼리 

즘론(TeopH~ peanH3Ma)’ 그리고 ‘미학의 파괴론’을 살펴보려 한다. 

2. 

삐사레프가 비평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러시아 사회를 둘러싼 상황이 급 

박하게 돌아가던 때였다. 크림 전쟁에서 영-불-터키 연합군에 의한 러시아군 

의 패배， 니꼴라이 1세의 사망과 그에 따른 ‘암흑의 7년’(1848-55) 종식， 농민 

폭동과 알렉산드르 2세의 동장， 농노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자유주의적 조 

치의 실행， 까라꼬조프의 황제 암실 미수(866)와 개혁의 후퇴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급격한 사회， 정치적 변동에 대해 보인 러시아 지식인의 입장 차이는 다 

양한 스펙트럼올 보인다. 러시아 지식인층은 기존의 보수층 외에， 사회 개혁 

의 정도와 방법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 세력으로 분화해간다. 분화해간 

각 진영의 결집은 잡지를 비롯한 정기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당 구 

성을 비롯한 정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잡지는 각 정파의 기관지 

역할을 맡게 된다，6) 

적 관점을 똘스또이와 삐사레프의 대비 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6) “사회 사상의 긴장된 고조와 차별화， 경향간의 투쟁은 잡지 발간의 비상한 증가와 
고양된 논쟁적 성격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사회집단은 이데올로기적 기치와 자기 

이념의 유포자로서 자신의 잡지를 내세웠다，"(nepeBep3eB 1926:163) 빼레베르제프 
는 당시 발간된 잡지를 성향별로 분류하고 있다. 농노제를 옹호한 『가정담화(nOM

amHJIJI 6eceLIa) J (AcKO앤HCK때， nYPH뻐KeBHq)에서부터 자유주의 잡지인 『독서요람(I'>H-

6JlHOTeKa MJI qTeHHJI )J (npYlI<H뻐)과 『조국잡기 (OTeqeCTBeHHble 3anHcKH) J (KpaeBcKHll 

nYlIbImK“H), 중도-개량 기관지 중 서구파 지향의 『러시아통보(PYCCKHll BecTHHK) ~ 

(KaTKOB), 슬라브파 지향의 『러시아담화(PYCCKaJl 6eceLIa) ~ (KomeneB) ， 부르주아적 슬 

라브파 진 영 의 r시 대 (3noxa) ~ (그후의 rBpeMJI ~ ， nocToeBcKHll, A, rpHropbeB, CTpaxoB), 

진보 급진세력의 기관지로서는 비합법 해외출판물인 r종(KOJlOKOJl) ~ (repl{eH), r동시 

대 인 (COBpeMeHHHK)J (HeKpaCOB ， 니epHblmeBCKI깨 ， no6poJl~6oB ， AHTOHOBHq, 3JlHCeeB,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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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보수， 자유주의， 혁명적 민주주의7)라는 입장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 

에서 뚜르게네프의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주인공 바자로프가 몰고 

온 파장은 실로 지식인 사회 전체가 이 소설에 대한 논쟁에 가세할 만큼 하 

나의 사건으로 발전한다.8) 이 소설이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한 데에는 기성세 

대(‘40년대 사람들’)에 대한 신세대(‘60년대 사람들’)의 ‘건방진 행태’라는 신

구세대 간의 갈둥뿐만 아니라， 예술， 미학에 대한 바자로프의 니힐리즘적 태 

도， 그리고 러시아 사회 운동의 방향을 놓고 각 정파의 입장이 대립， 교차하 

는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진보 진 

영을 대표하던 『동시대인』지와 『러시아말』지가 이 소설에 대해 상이한 입장 

을 취했다는 점이다. 두 잡지는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평 

을 게재했는데(안또노비치의 「우리시대의 마왕(ACMOJleß HaWerO BpeMeHH) J 은 

『동시대인』지 1862년 3호에， 삐사레프의 「바자로프론」은 『러시아말』지 1862년 

2호에 실렸다)， 그 평가는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같이 서로 상이한 평가 

는 이후 두 잡지 간의 논쟁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며， 단지 소설 자체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미학， 정치 경제학， 당시 정치 상황에서의 전술적 측면 

동 아주 다양한 영역에 대한 날카로운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이 두 잡지의 

논쟁은 ‘니힐리스트 내부의 분열’(도스또예프스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격렬 

한 성격올 띠며 진행되어 『동시대인』의 평론가인 r. 3. 옐리세예프는 이 논쟁 

이 나중에는 ‘개싸움(rpbl3H.II)’이 되었다고까지 평했다. 이 논쟁은 삐사레프의 

글 「한편 살펴봅시다! (nOCMOTpIiM! ) J ( U' 러시아말』지 1865년 9호)가 나오면서 일 

xaßnOB). 그리고 뻐사레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러시아말(PyCCKoe cnoBo)J(Bnaro
CBeTnOB, 3aßl.leB, nHcapeB)지는 중도 서구파가 소심하고 일관되지 못하게 전개하던 
개인 해방의 이념을 극단적인 결론으로까지 과감히 발전시켜서 이른바 니힐리즘의 

깃발올 들었다고 하였다(nepeBep3eB 1926:163-164). 한편， 러시아에서 잡지의 역할 
과 의미에 대해서 연구 대상인 삐사레프가 하는 말도 홍미롭다. “지금까지 우리 사 

회가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은 오직 잡지밖에 없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외부 

의 영향에서도 독립하여 발생， 발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대단히 재능 

있는 대표자로 대변되는 잡지는 언제나 사회의 지적 욕구에 훌륭하게 기여하였다 

ll. H. nHcapeB(1955-1956) T. 3, 79.(이하 삐사레프 인용은 괄호 안에 권수와 쪽수만 

표기함.) 
7) 혁명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심성보(1995) 참조 

8) r아버지와 아들』올 둘러싼 논쟁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H. C. TypreHeB (1981:417-457) 
를 창조. 그리고 바자로프와 소설에 대한 당대의 논의와 그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 

는 이 항재 (1999:107-13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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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된다.9) 아무튼 「바자로프론」은 삐사레프의 비평과 당대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다루기에 앞서 논의의 편 

의를 위해 안또노비치의 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도브롤류보프가 사망하고(861)， 체르느이쉐프스끼가 대학 소요와 방화 사 

주의 혐의로 체포되어 (862)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당시 『동시 대인』 의 

평론 분야를 맡고 있던 안또노비치는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판적인 비평문 「우리 시대의 마왕」을 발표하고 이 를 『동시대인』의 거의 공 

식적인 입장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 소설에서 작가의 적(敵)인 주인공은 자 

기 방어도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는 작가 손에 의해 자기에 

게 떨어지는 온갖 지어낸 이야기 (BC~KHe He6blJJ때bl)를 묵묵히 들어줄 수밖에 

없다 "10) 안또노비치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예술성도 없으며 신-구세대 

의 갈등이라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을 ‘경향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젊은 세대를 무자비하고 파괴적으로 비판’11 )했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작가가 

바자로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호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 

격이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노파 한 사람 이외에는 생생한 인물이나 영혼이 

전혀 없고，12) 진리와 생활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뚜르게네프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봉사자이자 대표자13)로서 그가 쓴 이 작품은 ‘아버지 세대’를 찬 

양하고 ‘아들 세대’를 비난할 목적으로 쓴 비방문이며，l4) 인물이나 상황 설정 

9) 1864년초에서 1865년말까지 진행된 이 논쟁에 대해 빼레베르제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F동시대인』은 이 역설(‘미학의 파괴’ ‘예술 부정’이라는 역설-필자)에 대해 

원하는 대로 화를 퍼부을 수 있었지만 논쟁에서 이기는 데는 완전히 무력했다 ... 
삐사레프는 안또노비치 논쟁문의 성난 무기력을 과감히 조롱할 수 있었다."(nepe

sep3es 1926:174) 이 논쟁 의 경 과에 대 해서 는 50p띠escKHA(1940:65-92)와 nHcapes 

0956:3, 닮5-556) 참조， 보르혜프스끼의 글에서는 주로 살뜨이꼬프-쉐드련의 입장 

에서 삐사레프와의 논쟁을 소개하고러시아말』지의 자이쩨프 퉁이 젊은 세대의 

성격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한 ‘니힐리즘’이라는 말올 퍼뜨려 다른 진영을 이롭게 

하고 있으며， 삐사레프가 사회 운동의 다른 일상적인 과제가 많은데도 거의 오로 

지 ‘자연과학의 전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0) M.A. AHTOHOS배， 개cMonelt Hamero speMeHH," http://Lib.ru!KJlaCCHKa:AHToHOSH4 MaKCHM 

AJleKCeeSH4. ACMonelt Hamero speMeHH ψ31. 

11) 같은 곳， 6/31. 
12) 같은 곳， 2/31 
13) 같은 곳， 6/31. 

14) 같은 곳•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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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서 소설가 아스곤스끼의 『우리시대의 마왕』을 거의 본뜬 작품이라고 비 

난하였다 15) 결국 이 작품은 뚜르게네프의 예곡된 생각에서 나옹 것일 뿐， 사 

회 활동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바자로프는 희화화일 뿐이 

며 따라서 우리 와는 관계 없다는 주장이 었다. 

안또노비치의 글과 비슷한 시기에 삐사레프는 「바자로프론」으로 논쟁에 가 

세한다. 이 글이 나온 이후로 바자로프는 삐사레프가 전개하는 논의의 출발점 

이자 토대이고， 이후의 그의 사고 전개에서 매번 동장하는 ‘감초’같은 인물이 

된다(삐사레프 스스로도 바자로프에 대한 ‘열렬하고 끈질긴 사랑’(3， 46이을 얘 

기하고 있으며， 안또노비치는 이를 가리켜 “어휴， 또 그놈의 바자로프"16)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이 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삐사레프의 비평 

방법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려는 그의 사상의 단초가 이 글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삐사레프는 이 글에서 과거 문학 속의 ‘잉여인간(Jm뻐뼈 lIeJlOBeK)’을 바자로 

프와 대비시켜 고찰하고， 바자로프를 젊은 세대의 지향을 대변하는 인물， ‘새 

로운 전형’으로 내세운다 삐사레프가 볼 때 빼효린은 지식이 없이 의지만 있 

는 반항아이고， 루진은 의지 없이 지식만 있는 인물이며， 바자로프는 지식과 

의지 모두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하였다 17) 여기서 지식과 의지는 삐사레프에 

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식에 대한 강조는 계몽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지에 대한 강조는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합리적 

계산으로 채색된 개인주의적 원리의 표현이다 18) 

삐사레프의 사고는 길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데， 지 

식에 대한 강조는 이후 자연과학에 대한 거의 맹신적인 옹호와 그 유포에 대 

한 강조(특히 「리열리스트(PeaJlHC TbIL ， r 미해결 문제 (HepeweHHb때 BonpOC)J 란 

제목으로 1864년 『러시아말』지에 실림)에서 지식과 노동의 결합， ‘사고하는 노 

15) 두 작품의 비교에 대해서는 M. A. AHTOHOBI!'1. "ACt.I011elt Ha띠ero BpeMeHI!" 참조. 

16) M. A. AHTOHOB때’npOMaX I!." http;//az.lib.ru/a/antonowich_m_a/text=OO38.shtml. 

7/26. 

17) “한마디로 삐효린 같은 사람들에게는 의지는 있지만 지식이 없고， 루진 같은 사람 

들에게는 지식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 바자로프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식도 의지도 

있으며， 사상과 행동이 하나의 견고한 일체로 결합된다."(CJJOBOM， Y ne'lOpl!HblX eCTb 

BOJJJI õe3 3HaHI!JI , y PYllHHblX - 3HaHI!e õe3 BOJJJI; Y oa3apOBblX eCTb I! 3HaHI!e I! BO

JJJI , MblCJJb I! lleJJO CJJI!BaHlTCJI B OIlHO TBeplloe lleJJoe.)"(2, 21) 
18) 0 φ. EropoB(199ll,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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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프롤레타리아트)’로 나타나며 개인주의적 원리는 인간에 대한 초기의 고 

립된 개인적 접근에서 점차 사회적 이익 인간 보편적 이익과 개인 이익의 조 

화와 일치라는 사상(‘합리적 이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접목’)으로 변화한 

다. 한 개인이 사회의 발전과 모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와 

동력을 삐사레프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회 이익과의 일치라는 ‘합리적 이기 

주의’에서 찾으려 했다 19) 여기서 이성중심적 사고， 효용， 그리고 공리 (06띠a~ 

nOJlb3a, YTHJlHTHpH3M) ,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힘의 절약(3KOHOM“~ CHJI) 원칙 

은 그의 비평 활동에서 주된 기준이 된다. 개인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삐사레 

프는 아무리 고귀한 이념 고귀한 의무라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개인에게 강요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사람들’이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흥미로운 바 있다. 

(…) 어떤 세계관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안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세월과 

민족이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 생각하더라도 어떤 세계적인 천재가 그 신뢰성 

에 허리를 구부리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은， 그 중에 아주 소박한 사람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 지혜의 요구와 구조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것 

을 받아들인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내연세계가 있고 그 세 

계에서 개인적 지혜는 무제한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다. 이 세계에 뚫고 들 

어올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지혜가 허용하는 것뿐이며 그 본질에서 개인적 지 

혜의 완전한 지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뿐이다 개인적 지혜에 굴복하 

지 않는 것에 대해 새로운 사람은 아주 소박하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군 

요”라고 말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사람은 내부 세계에 들어오도 

록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외부 상황이 요구한다면 그는 멀리서 자신의 깊은 

존경심을 증명 해 준다.(4， 24) 

인용문은 「바자로프론」 을 쓰고 나서 2년 반 정도 후에 체르느이쉐프스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평론인 「사고하는 프롤레타리아트(MbIUlJl뼈뻐외 npo

J1eTapμaT )J( W 러시아말.JJ 1865년 10호에 「새로운 전형 (HOB뻐 THn)J 이란 제목으 

19) 베르자예프는 삐사레프의 이기주의 설교는 이기주의의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보 
다는 ‘보편자의 억압에 대한 개별자의 저항(npOTeCT npOT뻐 nOllaBJIeHH껴 HH띠8때y

yMa 06뻐M)’이라고 하였다(H. A. 5ep.llJl eB 1990:161; H. B. KOHlla l<OB 1992:108). 삐사레 
프는 착취자의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기주의와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새로 

운 사람들(HOBble JIHJllH )'의 이기주의를 구분한다. 전자의 이기주의가 스스로의 인간 

성도 앗아가는 반면， 후자의 이기주의(완전히 계산적인 이기주의)는 가장 의식적인 

인간애의 결과와 완전 일치한다고 하였다.(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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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림)에서 따온 것이지만 이와 같은 자립적인 사고에 대한 강조는 삐사레 

프가 바자로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비평 활동 전체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자로프론」에서 나타나는 그의 비평 방법을 살펴보자. 삐사 

레프의 이 글에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안또노비치의 견해 

와 같이 『아버지와 아될』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다. 

(...) 우리 리얼리스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뚜르게네프가 바자로프애게 공 

감을 하지 않으며 독자들에게 자기 주인공의 허물을 숨기지 않는다고 그에게 

분노한다. 많은 사람들은 바자로프가 모범적인 사람， 두렵지 않고 비난 받을 

바 없는 사상의 기사(pbluapb MblCJlII)로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독자 대중에게 

다른 여타의 경향들에 대한 리얼리즘의 의심할 바 없는 우위를 중명해 주었으 

면 하는 바람을 혈어낳을 것이다. 그렇다， 내 생각에 리얼리즘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리엄리즘음 위하여 우리는 자신도 우리의 ;영향도 이삿화하지 

않음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올 차갑고 멀쩡한 눈으로 바라본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차갑고 멀쩡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다， (…) 리얼리스트들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주의자들과 뜨거운 접전， 1 
분을 다투는 지적인 투쟁에 너무도 열중하고 있다 나는 말한다. 우리는 너무 

도 열중을 하는 까닭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합 것이며 . 

잡지와 임삿씨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삿의 다퉁에 빠져서 우리가 허송세월음 

하고 있는 것이 아년가를 엄격히 분석하면서 검중합 것이라고， (2， 25-26, 밑줄 

필자) 

인용한 대목의 앞부분에서도 드러나듯이 삐사레프는 진보 진영 사람들(‘리 

얼리스트들’)이 뚜르게네프에 대한 기대와 실망， 뚜르게네프 소설의 영향력 때 

문에 그의 소설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삐사레프는 스스로도 리얼리스트를 자처하지만 그 리얼리즘을 

위해 이상화를 거부한디. 바자로프가 내세우는 이념， 즉 자연과학의 정신과 

예술 부정의 태도를 아주 원점， 무(nihil)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삐사레프의 태도에는 리얼리즘적 관점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는 의 

도가 나타나고 있다，20) 그리고 이런 의도는 작품을 분석하고 바자로프의 사상 

20) 여기서 삐사레프가 말하는 리얼리즘은 나중에 안또노비치와의 논쟁 속에서 발전하 
게 되는 리얼리즘에 비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 즉 ‘감각적 유물론’에 가까 

운 개념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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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성격을 포착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드러 난다. 삐사레프는 『아버 

지와 아들』을 읽으면서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우호적 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 

고 있음을 알고 있다. 

“문제는 뚜르게네프가 자기 주인공을 분명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신뢰와 공감을 얻으려는 그의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은 부식성의 리얼리 

즘(pa3benalOlIl뼈 peaJlH3M )앞에서 움츠려든다. 상당량의 귀족주의가 없지 않은 

미적 감정은 냉소주의 (UHHH뻐3M)가 조금 나타나기만 해도 모욕을 느껴버린 

다 .... 뚜르게네프는 신경질적인 여성처럼， 봉선화(He-TpOHb-MeHJI)처럼 바자로프 

주의 (6a3apOB뻐Ha )라는 꽃다발에 아주 슬쩍 스치기만 해도 병적으로 웅츠러든 

다. "(2， 14) 

“뚜르게네프는 지금 과거의 위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2， 26)) 

삐사레프가 보기에 뚜르게네프는 ‘구세대’의 관점에서 ‘신세대’를 비우호적 

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작중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 지 세대’와 ‘아들 세 

대’ 그 어느 쪽에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만큼 ‘지상의 소금’을 자처 

하는 최상의 비평가보다 더 깊고 완전하게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바자로프에 대한 작가의 그 같이 곱지 않은 시선과 성격， 사건 서술에 

서의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자로프가 ‘신세대 ’의 성격과 지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적시하고 이 문학적 주인공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대표하 

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추대한다. 그런데 이처 럼 작가의 태도나 작가가 

설정한 사상과 관계없이 그 인물이나 작품에 드러난 상황에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팔어내는 방법은 이미 도브롤류보프의 ‘실제비평’에서 볼 수 있다( ~뇌 

우(rp03a) ~ 의 여주인공 까쩨리나에 대한 평가). 체르느이혜프스끼도 뚜르게네 

프의 「아샤(AcJI)J 에 대한 비평 (r랑데뷰하는 러시아인 (PyCCKHß qeJlOBeK Ha 

rendez-vous)J)에서 작중 인물을 정론적(政論的)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같 

은 ‘실제 비평’에 대해서는 삐사레프도 누차 언급하고 있으며 「바자로프론」에 

서도 이 방법은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2년 뒤에 안또노비치와의 논쟁 

중에 나용 「 리얼리스트」에서 삐사레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즉 (바자로프와 오진 

쏘바에 대한 설명과 여성에 대한 바자로프의 냉소적 태도에 관한 변호가 -펼 

자) 내가 꾸며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오로 

지 뚜르게네프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 한 울만효~핵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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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이 자료들은 비록 사실적 세부묘사에서는 언제나 놀랍도록 올바 

르지만 뚜르게네프 지신은 언제나 정당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 51. 밑줄은 필자) 

인용한 부분에서 두 번째 문장 첫 부분과 마지막 문장에서는 ‘실제 비평’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지만 밑줄 친 부분에는 물론 삐사레프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삐사레프는 도브롤류보프와 차이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도브롤류보프가 작품의 내용과 인물을 근거로 사회 현상 

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지향하는 데 반해， 삐사레프의 경우는 여기에 머무르 

지 않고 작중 인물에 자신의 사상을 이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물을 

보완하고 때로는 완성시킨다는 점이다.21) 특히 이런 특정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자로프에 대한 그의 설명 이다. 그는 바자로프의 모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변호하고 이상화한다. 

바자로프는 허풍을 떤다. 안타깝지만 이건 맞는 말이다. 그는 자기가 모르거 

나 이해 못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부정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시는 헛소리 

다. 뿌쉬낀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음악을 듣는 일은 가소로운 일이다. 자 

연을 즐기는 것은 어 리석다. 노동하는 생활에 녹초가 된 그 같은 사람은 시각 

과 청각 신경의 즐거운 홍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계발할 시 

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바자로프의 성향은 깨우 자연스럽다. 그것은 첫째로 발전의 편협성 탓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와야 했던 시대의 보편적 성격 탓이다. 바자로프는 

자연과학과 의학을 알고 있다. 그리고서 시가에 관해 무언가를， 예술에 관해 

무언가를 듣기는 하였지만 생각을 해보려 애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 판결을 내려버렸다. 이런 불손한 태도는 우리의 보편적 

속성이다. 그런 태도는 지적 과감성으로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 대신에 때 

로는 조잡한 오류에 빠지기도 하다. 시대의 일반적 성격은 실천적 경향이다. 

(...) 매우 정열적인 사람들은 종종 사회에 지배적인 경향을 과장한다. 바자로 

프가 가리지 않고 마구 부정하는 것과 그의 발전의 편협성 자체는 손에 닿을 

수 있는 이익 (OC~3aTenbHa~ nOnb3a)에 대한 (사회의-필자) 지배적인 지향과 직 

접 관련이 있다 (2, 24-25) 

21) 예고로프는 삐사레프의 이 같은 비평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체르 

느이쉐프스끼와 도브롤류보프는 둘 모두 현실의 리얼리즘적 재현을 중시했지만， 

전자가 그와 함께 현실을 설명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반면， 도브 

롤류보프는 작품의 객관적 본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삐 

사레프는 체르느이세쉐프스끼에 가깝다고 보았다(EropOB 1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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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삐사레프의 비평에서는 그의 사상적 입장과 ‘주관적인’ 태 

도가 (‘리얼리즘’에 대한 태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특히 앞서 살펴본 바자로프에 대한 안또노비치와의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논쟁에서 더욱 날카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논자의 비 

평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는 

입장은 같다. 하지만 안또노비치의 경우에는 미학적 입장에 머무르면서 뚜르 

게네프의 인물설정， 작품의 의도적인 ‘경향성’을 비판한다. 안또노비치는 과거 

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텍스트)에 얽매어 뚜르게네프와 삐사레프를 비 

판하지만 정작 젊은 세대의 지향이나 사회 체제의 개조에 대한 입장과 계획 

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편 삐사레프는 논의를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와서 논지 

를 전개하고 자신의 사고를 전진시킨다. 형식 논리적 관점이나 역사주의적 접 

근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안또노비치가 옳을 수 있지만 그는 자기 논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젊은 세대에게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 일반 이론의 측면으로 가연 안또노비치의 주장은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고 만다. 가령 미적인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욕구라 

는 안또노비치의 주장(“미적 즐거움은 인간 본성의 정상적인 욕구다. (…) 즉 

예술은 그것이 인간에게 미적 즐거움 이외에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을지라 

도， 그것이 다른 고상한 목적을 향한 지향 없이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일지라 

도 유용하다 "22))은 삐사레프가 ‘다수가 굶주리고 헐벗은 사회 상황’이라는 반 

론을 제기했을 때 (주장은 올바르다하더라도) 당시의 논의에서는 설득력을 잃 

는다. 이 런 측면에서 다음 인용하는 부분은 삐사레프가 「바자로프론」을 쓸 당 

시의 상황과 그의 비평 방식을 이해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되리라 생각된다. 

뚜르게네프 소성의 경향성이 좋든 나쁘든 어 느 쪽이나 마찬가지다. 문학적 

리얼리스트들에게 이 소설은 어느 경우든 그들 이념의 운영에 대한 귀중한 정 

보이며， 독자 대중에게 상세히 해명해야 할 더 더욱 귀중한 계기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러시아 사회 전체와 얘기해야 할 것이지， 뚜르게네프의 인격이라 

22) M. A. AHTOHOBH'l(1960), 28; EropoB(I99l), 87에서 재인용. 또한 홍미로운 것은 안또 

노비치가 삐사레프와 논쟁하기 전인 1861년에 쓴 글에서는 오히 려 삐사레프의 입 

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고양된 미적 즐거움조차 위장， 혹은 더 우아하게 표현해서， 

배고픈 느낌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AHTOH。뻐'l(1960) ， 31; EropoB(1991), 81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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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더군다나 r러시아 통보』지의 문학 당파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3, 14) 

바자로프 자체가 회화였을 경우라도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한 옆으 

로 제쳐놓고 바자로프의 이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대인』지 

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도브롤류보프의 전설 (n06pOA~ÕOBCkHe npenaHH~)을 완전 

히 배반하고 자기 독자들에게 순전히 미학적인 논평을 해준 것이다， (3, 15) 

삐사레프가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한 극단에서 긍정적인 것을 웅호하여 논의를 전진시키고 실제적 이고 생 

산적인 의미를 도출해 내는 형태로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논 

의를 ‘지금， 여기’의 것에 집중해서 실재성 (peaJlbHOCTb)과 실천성을 최대한 확 

보하려는 지향으로 이해된다. 그의 논지 전개에서 나타나는 전투성과 극단성 

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투성이란 측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TO MO:l<HO pa36HTb, TO H Hy:l<HO pa36HTb; ‘HO Bblnep:l<HT ynap, T。

rODHTC~ ， '1TO pa3neTHC~ Bnpe6e3rH, TO XnaM; BO BC~kOM cny'lae, 6eß HanpaBO H 

HaJleBO, OT 3TOr O Bpena He 6yneT H He MO:l<eT 6μTb" (1， 135) 
“부술 수 있는 것은 부쉬야 한다. 공격올 견뎌내변 필요한 것이고 산산조각 

이 나는 것은 쓰레기다 어찌되었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마구 쳐라. 그로부터 

해악은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을 테니까” 

그의 이런 전투성은 극단적 주장이나 아이러니로까지 발전한다. 그는 기존 

의 문화 질서를 흔들기 위해 비평가， 사회평론가， 학자의 사고 과정에 ‘잘못된 

결론’(아주 의식적이고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영뚱한 것을 포함하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외적인 논리성에 의해 청자와 독자를 놀라게 했다면 아마도 이 

결론 자체는 더 철저한 사상가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찰하게 만틀 

어서 독서계의 지성으로 하여금 우리 몽상가의 매흑적 인 착각을 반박하게 할 

것 이 다，(3， 149) 

삐사레프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상의 오류나 착각은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논리에 빠져 그 논의가 지향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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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현실성과 의미， 그리고 

그 해결이고 이 를 위해서 문제 제기 방식의 예리함이 요구된다. 사상 간의 투 

쟁을 바라보는 다음 문장에서도 이런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무기력만이 치욕스럽고， 무관심 만이 치명적인 것이다. 사상의 영역에서 

적대적인 세 력 간의 충돌과 투쟁은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영역에서 

더 넓은 진테제의 유익한 화해 (nJlOllOTBOpHOe npll뻐peHlle B BwcweA c~epe 60 

Jlee 뻐pOKoro c lIHTe3a)를 낳는다. 따라서 위대한 지성이 더 많이 존재하게 하 

여 그들로 하여금 사고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추태를 부리 

게 (KYPOJleCJIT ) 놔 두어라. 그러면 평범한 우리는 그 결과로 순이익을 보게 될 

터이니 .(3 ， 99) 

논쟁이 하찮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한 그 논쟁은 사회에 이익이 

되고 생산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찌 보면 그의 사고가 길 

지 않은 시기 동안에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 것도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바라보는 ‘속물들’의 견해를 비웃는 삐사레프의 다음 대목도 그가 왜 

이런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 범상한 머리에 들어앉은 사상의 모든 저장물은 아주 빨리 떨어뜨리어지 

고， 그러고 나면 되풀이하고 말장난하고 헛된 짓을 하다가 이 즐거운 일로 인 

해 어리석어지고 그 결과로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주 깊은 

증오가 배게 된다. 모든 나라의 대다수 교수들과 출판인들은 아주 지루한 부 

류의 통찰력 있는 독자(CKy'me뻐IIA pa3p!l1l npOH때aTeJlbHWX 4I1TaTeJleA)에 속한 

다 (4, 10- 11) 

통념의 일반적인 모습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말은 『동시대인』지와의 논쟁이 끝난 시점에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안또노 

비치를 겨냥한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다. 또한 삐사레프의 비평에서 역사적 접 

근방법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일면적으로 극단화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런 

방식도 논의의 현재성과 실천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삐사레프의 지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뿌쉬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내 미래의 반대자에게 앞서서 경계하는바， 뿌쉬낀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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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관점음 와천히 제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뿌쉬낀이 그의 시대에 존재 

하지 않았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을 이념에 투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비 

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제기하고 풀려는 것은 단 하나의 문제 

다. 우리가 지금 뿌쉬낀을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로모노소프， 제르좌빈， 까람 

진， 쥬꼬프스끼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책을 서가에 꽂아둘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3 ， 295. 밑줄 필자)잉) 

도브롤류보프가 오스뜨로프스끼의 희곡 『뇌우』를 비평하면서 까쩨리나를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를 바자로프와 대비시켜 평가절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까쩨리나와 바자로프 중에 누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의 전체 흐름에 의해 러시아 민중에게 제기된 사회적 과제를 해 

결하는 데 펼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자로 

프야말로 ‘어 둠의 왕국의 한 줄기 빛’이다." 3, 460) 이처럼 삐사레프의 비평에 

서 나타나는 극단성과 ‘주관주의적’ 태도(비역사적 접근)와 같은 요소는 고의 

적으로， 때로는 도발적으로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졸거나 몽상하는’ 사회의식 

을 일깨우려는 삐사레프의 지향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향 속에서도 그의 비평 방법은 후년이 되어 갈수록 더 차분해지고 

객 관적 인 모습을 띠 어 간다. 똘스또이 (JI. H. TOJlCTOìl)의 아직 완성 되 지 않은 

『전쟁과 평화(BoìlHa H MHp) ~ 에 대한 비평 (r구시대의 귀족(CTapoe 6apcTBo)J , 

『조국잡기 .!l 1868년 2호)에서 삐사레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똘스또이-필자)가 창조한 형상은 저자의 의도에서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독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 얘 

기하며， 저자가 염두에 두지 않은， 어쩌면 저자가 찬성하지 않았을 사상과 결 

론으로 억제할 수 없이 독자를 이끌고 간다 (4, 370-371) 

인용문은 삐사레프의 ‘실제 비평’의 원숙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 

스또예프스끼의 소설에 대해 얘기하는 ‘다성성 (noJl때OH“.lI)’의 한 측면도 보여 

23) 끈다꼬프는 삐사레프의 이런 관점을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nOlI(ëttHHa 06띠eCTBeH

HOMy BKyCy)"이라든가 “현대라는 기선에서 뿌쉬낀， 도스또예프스끼 ， 똘스또이를 내 

던져라와 같은 구호를 내건 러시아 ‘미래파’의 주장과 연결한다. 그는 삐사레프의 

미학적 ‘니힐리즘’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히피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고 보며 그에 담긴 반(反)문화， 생산예술， 과거 문화의 부정과 같은 

측면에 주목한다(KOHllaKOB 199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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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삐사레프의 비평 방법에 적용된 ‘실제 비평’과 그의 비 평 

에 나타난 특정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삐사레프의 리얼리 

즘론을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실제 비평’과 ‘리얼리 즘론’이 서 로 연관된 

개념 일 뿐 아니라 그의 이 념 이나 관념론 미학과의 투쟁은 실상 그의 리얼리 

즘론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이 다. 

3. 

앞 절에서 우리는 「바자로프론」에서 는 리얼리즘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한 바 있다. 바자로프와 더불어 삐사레프의 비평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의 리얼리즘 개념은 삐사레프의 활동과 논쟁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분명해진다. 즉 초기의 리얼리즘이 주로 자연과학적 

관정에서의 유물론이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개념은 사회， 역사， 문학-예 

술에 대한 관점까지도 포괄하며， 그리고 다시 자연과학에서의 유물론과 사회 

역사적 유물론으로 분화해간다. 

삐사레프의 리얼리즘론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글은 「리 얼 리스트」와 「한번 

살펴봅시 다! J 이다. 이 두 개의 논문은 길지 않은 시차( 11러시아말』지에 각각 

1864년 11호와 1865년 9호에 실린 것으로 보면 107H 월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 

이 를 보여주고 있다. 

삐사레프는 먼저 러시아 리 얼리즘은 완전히 독자적 인 사고 경향(3， 7)이며 

과도기적인 발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러시 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오고 있 

다고 말한다. 

(".l HaW Tenepe띠HHA J1HTepaTYPHblA p eaJlH3M He BblnHCaH H3 - 3a rpaHHUbI B 

rOTOBOM BHlIe , a IþOpMHpyeTcJI y HaC 1I0Ma. Y HaC HeT rOTOBOA CHCTeMbI, H3 

KO TOpoA MbI MOrJlH 5 b1 5paTb 1IJ1J1 HaweA 3aWHTbl CHJlbHble apryMeHT“, npκOyMaHHble 
KaKHM-HHI5Yllb 3arpaHH4HμM y4HTeJleM; MbI B 3TOM OTHOWeHHH He nOXO:l<H Ha 

rereJlHCTOB npowJloro nOKOJleHHJI , HaM npHXOllHTCJI npHrOTOBJlJlTb Kall<lIμ꺼 

a pryMeHT CBOHMH 1I0MaWHH싸i cpellC TBaMH... "(3, 14) 

“(...) 우리의 현재 문학적 리 얼리즘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형태로 복사한 것 

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외국의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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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안해낸 강력한 논거 를 우리의 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준비된 체계가 

없다. 이런 변에서 우리는 지난 세대의 헤겔주의자들과 다르다. 우리는 모든 

논거를 자국내의 수단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한다 

위의 글은 문학적 리얼리즘을 얘기한 것이지만 이것을 리얼리즘 일반으로 

보아도 큰 차이는 없다. 삐사레프의 사고에서 문학적 리얼리즘은 리얼리즘 일 

반의 연장선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삐사레프는 러시아 

(문학)의 리얼리즘이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러시아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삐사레프가 「한번 살펴봅시다! J 에서 자신의 리얼리즘 

은 어느 특정인의 도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 러시아에 리 

얼리즘 개념을 처음 적용하고 자리 잡게 하는 데 삐사레프 자신의 공로가 적 

지 않음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리얼리즘 세계관은 블라고스베뜰로프에 의존하지 않고 그와 만나기 전 

부터 형성되었다. 블라고스에뜰로프 씨71 직접 심어서 71꾼， 리얼리즘이라는 

정원의 훌륭한 꽃(삐사레프를 가리키는 말-필자)이라는 말은 나와는 전혀 관 

계없는 무해한 농담이따.(3， 456. 강조는 삐사레프)24) 

“우리가 합의해서 구획을 정한다고 할 때 (npH HaWeM nOn~ÕOBHOM pa3Me*eBa

HIIH) 우리는 당신(안또노비치-필자)에게 리얼리스트라는 이름을 다음과 같은 

매우 근거 있는 이유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이름을 생각해 낸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휘파람부는 자들(CBHCTYHbI)이라고 불 

리었다가 나중에 니힐리스트라고 일컬어진 이 당파에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당신이 처음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이름은 작년(1864년-필자)말에 시 

민권을 얻었다 그 이룹은 당신이 그렇듯 오래， 그렇듯 끈질기게， 그렇듯 뜨겁 

게 ， 그리고 아야! 그렇듯 성공하지 못하고 울부짖는 바로 그 r미해결 문제 J 

{r 리얼리스트」를 말함 -필자)라는 글 덕택에 당신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처 

24) 안또노비치가 이렇게 삐사레프를 공격하는 데에는 삐사레프의 어머니 뻐사레바(B. 

ll. nHCapeBa)의 편지가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편지에서 삐사레바는 ‘1861 년 

1월에는 아직 미학자였던’ 삐사레프가 11월에는 이미 『동시대인』지의 체르느이쉐 

프스끼의 협력 제안을 받을 만큼 발전했는데 이런 변화는 오직 블라고스베뜰로프 

에게 빚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COBpeMeHHHK ， 1865, KH. 3:219; nHcapeB 1956:564에서 

재인용). 이 편지에 따른다면 삐사레프는 1861 년 1월 이전에는 리얼리즘올 올랐다 

가 블라고스베뜰로프의 영향을 받고서야 리얼리스트로 변화한 것이 된다. 삐사레 

프 선집의 편집자인 소로낀 (10. COpOKHH)은 이 편지에 얽힌 이야기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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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나의 저작권은 이 경우에 조금도 의심 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내가 이 개 

념을 처음 적용했다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정) 그거 말고도 나는 바로 우리의 

문학 당파를 지칭할 때 리얼리즘의 장점과 이익을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이해 

하고 있다 "(3， 449. 강조는 삐사레프) 

71 

삐사레프는 자신에 의해 리얼리즘 용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근거로서 

보수， 자유 진영의 잡지에 실린 여러 논자들의 이름과 호수를 열거하고 결론 

적으로 『독서문고~ 1865년 2월호 제2책의 「마지막 꽃들(nOCJlelll써e USeTbI) J 에 

서 ‘삐사레프 씨가 낡아버린 니힐리즘을 새로운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거나 이미 바꾸었다’고 한 사실을 지적한다.(3 ， 449) 

이상의 주장을 정리해 볼 때， 러시아 문학에서 리얼리즘을 처음 주창한 사 

람이 삐사레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용어가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는 데 삐 

사레프가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말하는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BnonHe nocnellOBaTenbHoe CTpeMneHHe K nonb3e Ha3~BaeTC~ peanH3MOM H 

HenpeMeHHO 06ycnoBnHBaeT c06010 cTporylO 3KOHOMHIO yMcTBeHHblX CHn, TO eCTb 

nOCTO~HHoe OTpHQaHHe Bcex yMcTBeHH~X 3aH~THA ， He npHHOc~mHX HHKOMy 

nonb3μ. PeanHCT~ nOCTO~HHO CTpeMHTC~ K nonb3e H nOCTO~HHO OTpHQaeT B ce6e 

“ llpyrHx TaKylO lle~TenbHOCTb， KOTopa~ He llaeT none3HμX pe3yJIbTaTOB . CTano 

6μTb ， CTporHA peaJIHCT c06nlOllaeT B caMOM ce6e H yBa:l<aeT B llpyrHx JIlOll~X 

cTporylO 3KOHOMHIO yMcTBeHH~X CHJI. CTaJIO 6~Tb ， pa3b~CHHTb BnOJIHe 3aH'IeHHe 

peanH3Ma B nHTepaType - 3Ha 4HT peWHTb caMylO Ba:l<HylO 3alla4y COBpeMeHHoA 

κaeH H pall싸<aJIbHO 04HCTHTb 3 Ty HllelO OT HeHy*Horo copa H OT 6eCnJIOllH~ 

noneMH4eCKHX BonHeHHA.(3, 20) 
이익을 향한 완전히 일관된 지향을 리얼리즘이라 일컬으며 ， 이것은 반드시 

지적 역량의 엄격한 절약， 즉 아무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모든 지적 

활동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을 자신의 전제 조건으로 한다. 리얼리스트는 끊 

임없이 이익을 지향하며 유익한 결과를 내지 않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활동을 

끊임없이 부정한다. 아마도 엄격한 리얼리스트는 스스로 지적 역량을 엄격히 

절약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존경할 것이다. 아마도 문학에서 

리얼리즘의 의미를 완전히 해명한다는 것은 당대 이녕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이념 에서 불필요한 쓰레기와 무익한 논쟁적 홍분을 씻어내 

25) 소로낀의 설명에 따르면 리얼리즘이란 말은 게르씬이 유물론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도브롤류보프도 이런 의미와 예술 문학에 적용해서 사용한 적 

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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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인용문에는 리열리즘에 대한 정의와 문학에서 리얼리즘의 의미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삐사레프가 얘기하는 리열리즘이 문학에도 거 

의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용(이익)의 일관된 추구， 

지적 역량의 절약，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것의 철저한 부정， 이것이 리얼리즘 

이다. 

삐사레프는 이 같은 리얼리즘의 개념 위에서 리얼리스트는 애정을 가지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고하는 노동자(MblUlJUI뻐때 pa60THHK)라고 얘기한다(3， 67) , 

여기서 사고하는 노동자란 아직은 교양층， 즉 기존 지식인층 출신의 사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개념은 「한번 살펴봅시다! J 에서 하층 

출신의 지식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변해간다(“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하층계급에서 교양층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강화하는 것. 달리 

말해서 발견한 합리적 교의의 대변자를 충원해야 하며 다수의 사고하는 프롤 

레타리아트를 증가시켜야 한다， " 3, 49이. 리얼리스트는 보편적 이익과 합리적 

노동이라는 이념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구축해온 사람들이며， 인간 

의 이익을 분열시키는 포든 것， 공리적인 활동에서 사람의 관심을 돌리게 하 

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3， 82), 그리고 리얼 

리스트에게 인간보편의 연대 이념은 인간 본성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이고 인 

간 유기체는 그가 자기와 유사한 다른 유기체와 끊임없고 다양한 관계를 맺 

는 경우에만 인간적으로 발전하고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이 하여 ‘지식， 노동， 사랑’이라는 정식이 완성된다. 

삐사레프는 r 리 얼리스트」에 서 지식과 노동의 결합에 의해 지식노동과 육체 

노동의 괴리가，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예화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렇게 되면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과학 

과 계몽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 과학만이 여론을 일깨우고 민중의 노동을 

지도할 수 있는 사고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3， 126), 그리 

고 프량스에서 세습귀족이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계급으로 교체되었듯이 계 

급의 교체를 자연법칙으로 보고 이 법칙이 민중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 자본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본가 

가 완전하고 인간적인 확고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박애가보다 백배나 더 쓸 

모가 있는 민중 노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3， 125), 이 부분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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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대의 논자들로 하여금 삐사레프의 ‘(소)부르주아성’을 지적하는 데 발단 

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삐사레프는 이 런 입장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 

의 견해를 더욱 구체화하고 더욱 분명하게 다듬어 간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삐사레프의 리얼리즘 개념은 그의 문학 활동과 논쟁 과 

정에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런 변화된 사고는 「한번 살펴봅 

시다! J 에서 자신의 변화를 진술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의 개념에서 어느 일부가 실제로 변화하였다. 가령 현실 생활에 대한 예술 

의 관계에 대한 내 견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 해졌다는 것이다 . 하지만 
그렇더라도 천화은 결쿄 입어나지 않았으며 단지 적차적인 유기적 밤저반이 

앓앓효뿔이다 (3， 452 이탤릭체 강조는 삐사레프， 밑줄은 필자) 

인용문에서 보듯이 삐사레프는 자기 사고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근 

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리얼리즘 개념이나 예술을 보는 관점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리키 

는 말이다. 이제 삐사èJ] 프의 리얼리즘은 좀 더 분명해진 모습으로 변화한다. 

내가 당신(안또노비치-필자)에게 이 명칭(리얼리스트들-필자)의 장점과 이 익 

을 셜영하겠다 보다시피 우리 경향의 본질은 두 개의 주된 측면을 내부에 담 

고 있다. 이 측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따로 고찰하고 다른 명칭으로 나 

타낼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의 자연관에서 나온다. 여기서 우리 

는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적인( peilJlbHble), 볼 수 있고 안질 수 있는 사물의 현 
상이나 특질만을 사고 속에 받아들인다 두 번째 측면은 사회 현실에 대한 우 

리의 견해에서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승1체적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인간 유기체의 욕구만을 사고 속에 받아들인다.(3， 449- 450. 강 
조는 삐사레프) 

이 전에 삐사레프의 리얼리즘이 자연과학에서의 유물론을 중심에 놓고 이를 

사회와 역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었다면， 변화된 후의 리얼리즘에서는 자연 

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유물론과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두 개의 원칙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의 삐사레 

프가 과학의 의 미 와 그 보급에 의 한 사회 의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였다면， 변 

화된 삐사레프는 인간， 사회，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놓는다. 변화는 문학， 예술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회화， 조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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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같은 예술 분야가 이전에는 실용적 의미로만 평가되거나 별다른 설명 없 

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부정되었다변， 변화된 사고에서는 부정의 근거가 더 

분명해지고， 문학의 의lJ]와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가령 변화 후의 삐사레프 

의 사고에서 음악은 그 불명료함 때문에 리얼리즘의 무기가 될 수 없다. 그 

예로서 1848년 6월의 카베낙의 근위대는 자본의 신성한 권리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유린하면서 「라 마르세이유」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3， 479), 조 

각과 그림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현대 리얼리즘의 인도적 

인 지향이 투철한 조각가가 유럽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고갈시키고 굶주리 

고 추위에 떠는 그런 작업장， 공장， 어둡고 답답하고 축축한 주거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인간 종족의 파멸적인 예곡과 퇴화를 사회에 보여주려 하였더라 

도"(3， 476) 기본 사상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과 조각의 언어가 이해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을 하나도 전해주지 못 

하므로 리열리즘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조각과 그립은 어떤 조건에 

서도 주창자나 새로운 사도의 징병관이 될 수 없다." (11뻐뻐하。pOM HJU! BepÕO-

B1UHI<OM HOBμX a~enTOB He MOll<eT C~eflaTbC~ HI’ npH I< a I<HX yCflOBH~X HH CI<yflb

mypa, HH l!<HBOnHCb. 3, 479). 

물론 이 같은 주장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효용론과 이성 중심적 사고(모든 

것을 사고(MhICflb)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보려는 경향) 혹은 고의적인 극대화 

외에도 1870년대 ‘이동파 화가’의 활동이나 ‘국민음악파’의 활동을 미처 경험 

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26) 아무튼 이같은 관접의 변화 속에서 그의 문학 

-예술론은 더 구체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삐사레프가 리얼 

26) 홍미로운 것은 베르자예프가 JI에사레프에 대해 “비난 받을 바 없이 세련되고 자기 

취향을 가진 미학자”였다고 하였다든가(öepWleB 1990:108), “천성적인 심미가인 삐 
사레프가 뿌쉬낀과 미학에 격렬히 반용한 것은 ‘관념주의자’ 세대에 대한， 소수 특 

권적인 문화계인사들의 사치에 대한 투쟁 "(öepWleB 1990:108; KOHlIaKOB 1992: 109) 
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대의 뚜르게네프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세련된 

모든 것을 숭배한다던 보뜨낀은 거칠기 짝이 없는 막싸움꾼처럽 보인 반면에， 니 

힐리스트， 냉소주의자로 알려지는 그는 진실한 신사로 여겨졌다."(H. A. OCTPOBC Ka~ 

1915:94-95)라고 말하고 있는 점도 삐사레프의 예술 부정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이런 고의적인 과소평가가 그의 글 

을 읽고 있는 화가와 조각가에게 어떤 계기를 주었을까 추측해보는 것도 홍미로울 

듯하다. 어두운 현실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오히려 젊은 화가와 조각가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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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론에서 제기하는 문학의 과제를 살펴보자. 

리얼리즘 개념을 논하는 부분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문학에서 리얼리즘 

이 해야 할 일은 당대 이념의 과제 해결과， 사회에 아무런 이 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씻어내는 것이 다. 따라서 문학의 과제는 당대의 이 

념을 독자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는 것이며(위대한 목적의 유포자로 

서 의 언 어 예 술가(XYllOl!<배K CJIOBa KaK nonymlpH3aTOp BeJIHKOrO ~eJUl) ， 사회 의 

부를 낭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현안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모든 것 

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을 제외한 모든 예술(회 화， 조각， 음 

악)이 부정되며， 리얼리즘과 미학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미학， 무분별 

(6e 30T4eTHOC Tb ), 판에 박힌 사고(py깨Ha) ， 습관”은 동의 어 이 고， “리 얼 리 즘， 의 

식성， 분석， 비 판， 지적인 진보”는 그 대립어들이다， (3 ， 61) 리얼리즘과 미학， 

이 두 개념은 ‘화해할 수 없는 적 대 관계 (B HenpH씨pH얘 Bpa*lle Me*llY co6o~ ) ’ 

로서， 과학적 노동의 최고 영역에서부터 남녀의 일상적 관계까지 모든 영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미학을 근본적으로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주장으로 발전한다，(3 ， 58) 이 같은 극단적인 대립 설정 속에서 <미 학 파 
괴론>이 나온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고찰하려 한다. 

4. 

사실 삐사레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미학의 파괴자’일 

것이다. 악의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일컬었을 이 낙인은 아마도 「미학의 파 

괴 J (1865)라는 글의 제목에서 연유할 터이다. 이 글은 체르느이쉐프스끼의 학 

위논문 「현실에 대 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3CTeTH4eCKHe OTHoweHH~ HCKyccTBa 

K lleAcTBHTeJIbHOcTH)J 에 대한 서 평 형태로 나온 것으로서， 삐사레프는 ‘교활한 

저자’인 체르느이쉐프스끼가 교묘히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 

학을 파괴하려 했다고 보았다. 이 저자는 러시아 사회의 지적 정 체의 소산인 

미학이 이제는 이 정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알고 옵시 쇠약해진 문학에 고상 

하며 진지한 시민적 책임의식을 깨우려고 미학을 파괴해야 했다는 것이 다， (3， 

419) 여 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그의 논지 전개 방식을 보게 된다. 즉 오래된 

착각을 실제로 무너뜨리려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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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그것은 이런 식이다. 

사회를 향해 “이런 바보짓을 집어 치우시오.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흥미로운 일이 있소하고 말하연 사회는 당신의 무례함에 경악하여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충고를 광대 짓거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사 

회와 얘기할 때는 사펴가 익숙해 있는 어조로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해야 한다. “여러분， 당신들은 미학을 존경하는 군요. 아하， 저도 미학을 존경 

합니다. 그럼 같이 미학 연구를 해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믿기 좋아하는 독자 

의 마음을 끌어들인 뒤， 새로운 이념의 교활한 연구자는 물론 자신의 미학 연 

구를 아주 성공적으로 행하여서 미학 전체를 자잘한 조각으로 깨버리고， 그런 

다음 이 자잘한 조각뀔 하나씩 아주 작은 알맹이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이 알 

맹이를 사방에 불어서 날릴 것이다. “너，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존경한다던 내 

미학은 어디다 숨긴 거야?" 하고 자신의 믿음에 배반당해 화가 난 독자는 불 

어볼 것이다. 그러면 작가는 대답할 것이다. “자네의 미학은 날아가 버렸네. 자 

네한테는 신경 쓸 일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런 것은 오래 전에 잊어버려야 하 

지 않았나 그러연 독자는 한숨을 한 번 휴 내쉬고는 하는 수 없이 산화경젠 

학음 붙잡게 될 것이다. 미학이 교활한 작가의 미학 연구 덕택에 사방으로 사 

실상 날아가 버렸으므로.(4， 419 밑줄 필자) 

이러한 논지 전개 방식은 바자로프를 논할 때와 다르지 않다. 즉 저자의 

의도 보다 삐사레프의 이념， 혹은 그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논지 

전개의 극단성이 있고(체르느이쉐프스끼는 미학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 밑 

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사고를 강조하는 그의 이성 중심적 태도가 있다. 삐사 

레프가 미학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체르느이쉐프스끼 논문의 결론을 

미학은 성 립할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결과다. 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개인에 

따라 다른 만큼 미에 관한 학문 곧 미학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화， 혹은 미에 관한 학문은 미가 개인적 취향의 무수한 다양성과 독립된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만 존재할 합리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름답다면 그리고 만일 그 결과로 미에 관 

한 매우 다양한 개념이 한결같이 정당한 것이 된다면， 미학은 재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3, 420) 

삐사레프는 여기서 미학의 문제를 ‘개인의 취향’으로 보고 ‘사랑에 관한 과 

학’이란 말처럼 어리석은 것이며， 연금술과 점성술이 화학과 천문학으로 변해 

갔듯이 미학도 ‘생리학이 나 위생학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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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레프의 생각과 달리 체르느이쉐프스끼는 미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떨어진 독자적 가치로서의 미의 개념을 옹호하는 관념론 미학을 비판 

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관념론 미학， 순수 예술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일치 

하지만 동일한 입장은 아니다. 체르느이쉐프스끼는 미학이 미에 관한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 론， 예숲일반， 특수하게는 시가의 일만원칙의 체계’로 보면서 

예술에서의 미는 현실에 존재하는 미의 재현이고 그 반영이라고 한 것이다. 

즉， 체르느이쉐프스끼는 미의 진실되고 현실적인 기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다:m 삐사레프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은 사변철학에 대한 부정적 태 

도， 그가 생각하는 ‘미학’의 무익함(비효용성)， 소수 특권층의 고상한 ‘사치’라 

는 생각， 그리고 추상적이고 미신적인 모든 것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 그 실체 

가 규명되리라고 생각한，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학’(그리고 그런 논의)이 현실에 

끼치는 해악이라는 측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런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회가 현실 이념에 냉담하면 할수록 미의 형식에 더 치열하게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미적 형식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인 지적 마비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좀스럽게 되어간다. 정치적인 침체와 둔화의 시기는 언제나 순수예 

술의 황금기였고， 이 순수예술은 사회의 모든 지적 역량을 급속히 사로잡은 

뒤 얼마 안 있어 퇴화해가며 꾸며낸 듯한 기묘한 허식의 마지막 경계까지 이 

르게 되 었다 "(4, 214) 

삐사레프는 미학， 혹은 순수예술의 발전은 사회 이념에 대한 냉담， 지적 마 

비， 정치적 침체의 반증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위의 논리에는 예의 효용과 

힘의 절약， 논지 전개의 극단성도 담겨 있다. 삐사레프의 논리에서는 정(+)이 

거나 부(- ), 전진과 후퇴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순수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해 

악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예술 미학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정은 

단지 선언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며 순수예술의 ‘신성성’을 모독하고 조롱 

하고 야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고의적 속악화(%惡化)， 침 뱉기가 이루어진다. 시인이 변호사， 교수， 사회평론 

가， 구두제조공， 시계수리공과 같은 수준에서 얘기되는가 하면， 

27) 삐 COpoKHH(1995), xlìv-x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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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혹은 일반적으로 순문학자， 혹은 더 넓게 말해서 예술가는 자신의 노동 

으로 사회의 다양한 자연적인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모든 수공업 

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공업자다. 다른 모든 수공업자와 비슷하게 시인 

혹은 예술가에게는 주지하는 바의 타고난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수 

공엽 연구에 착수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능력은 인류의 모든 정상적이고 건강 
한 예들에서 대개 나타난다，"(3， 373)쟁) 

이발사(artiste en cheveux) , 가구 만드는 장인 (r . Typ) ,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 

며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노파가 예술가가 된다(3， 424). 또한 고대의 

조각에 대한 숭배자의 환희는 음란한 미소(npHanHtJeCKHe YJlbIÕKH)나 음란한 저 

의 (tJYBCTBeHHoe nOnOJl3HOBeHHe)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 려 후자가 더 단순하 

고 직접적이며 드러나 있어서 어리석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 오히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덜 해롭다. 예술품의 감상을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비교 

하는 이런 야유를 보라(삐사레프 스스로도 “나의 거칠고 반미학적인 글들"(3， 

49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조롱은 낡은 ‘이상주의적’ 미학에 대 

한 신뢰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29) 이처럼 예술에 대한 

모독이 진행되는 한편에는 문학(예술)의 위대함에 대한 찬미가 나타난다. 

안또노비치가 삐사레프에게 “리얼리즘과 예술을 이해했다변 당신은 예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삐사레프는 미학의 파괴자는 체르느이혜프끼라고 

말하고， 자신은 “더 짧고 더 분명하게 말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예술올 내가 

복무하는 이념의 무기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그렇다， 훌륭하다 나는 예술을 

리얼리즘의 무기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3， 476)고 

답변한다. 즉 그가 부정한 것은 무익하고 유해한 예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예술이지 사상의 무기로서의 예술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예술을 리열리즘의 무기로 보는 그의 생각은 뿌쉬낀을 ‘무목적 (õe3 I1 eJlbHblll)’의 

예술가로 보는 순수예술론과 대립한다. 하지만 삐사레프가 생각하기에， 대다 

수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상한 예술이란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이같이 어렵고 모순된 현실을 사람들에게 얄리고 지적 역량을 그 개 

선과 개조에 투여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여기서 삐사레프는 그 

28) 꽁다꼬프는 이 런 견해가 쁘콜레뜨꿀뜨와 JIEφ의 ‘생산적 예술(npOH3BonCTBeHHoe 

HCKYCC TBO)’ 개념을 예고해주는 것이 라 말하고 있다(KOHnaKOB 1992:119). 
29) KOHnaKoB(199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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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목적 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문학이라 보았다. 회화， 조각， 음악은 앞에서 본 

것처럼 리 얼리즘의 무기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문학이 이런 예외 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 절에서 우리는 미학과 리얼리즘의 ‘비타협적 적 대 관계’와 회화， 조각， 

음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를 얘기한 바 있지만 문학은 여기서 다 

소 예외 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 렇게 문학이 부정의 대상에서 변제되는 것은 

삐사레프가 보기에 건강한 리얼리즘의 정표나 리얼리즘에 비슷한 것 ， 혹은 사 

고의 의식적 운동에 비슷한 것은 일상 현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문 

학에서만은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3 ， 75). 그리 
고 문학이 이 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 마비 되고 타락 

한 사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미학적 개념의 정화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사회의 위대한 힘이다. 문학이 사회를 더 이상 전진시키지 못하고 

사회 앞에 그 날카롭고 만성적인 질병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부 

터 사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한다." 3, 455). 그리고 ‘관변의 아르고스(apryc ) ’ 즉 

검열이 가장 약한 곳이 문학 분야이기 때문이며， 독자대중이 보고， 듣고， 느끼 

고， 이해하고 홍미를 갖고 열중하는 곳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 

214-215). 여 기서 세 번째 이유는 문학(예술)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즉 어떤 괴학적 연구도 위대한 예술가가 그리는 것처럼 

명료하게 시 대 전체의 정신적 질병의 병명을 판정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3， 

100). 하지만 위에서도 보듯이 모든 문학이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위대한 문학만이 그 존재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역사소설은 

과거로 눈을 돌리게 하니까 현실에는 쓸모기- 없는 것이므로 부정되어야 한다 

(역사소설에 대한 관점은 후에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가는데， 에르크만과 샤뜨 

리안 공저인 프랑스 소설 1i' 1789년 한 농민의 이야기 』 에 대 한 평론 r1789년의 

프랑스 농민」은 그 예이다) 이렇게 순수예술， 회화， 음악， 조각 같은 예술분야 

의 의미가 부정되연 될수록 위대한 문학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가 인 

정하는 것은 위 대한 예술뿐이며 다른 것은 사회의 기생충이거나 무의미한 짓 

에 지 나지 않는다. 

시인은 사상의 위대한 투사， 하이네가 말하듯， 두려운 줄 모르고 비난받을 

바 없는 ‘영혼의 기사(p뻐apb llyxa) ’(‘영혼의 기사(IIH )I(eHep llyxa)’가 아니다! -

필자)이거나 다른 시시한 기생충을 무익한 요술의 하찮은 재주로 위안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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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한 기생충이다. 중간은 없다. 시인은 아주 오랜 악(惡)의 산맥을 뒤흔드는 

거인 (THTaH)이거나 꽃먼지 속을 파고드는 곤충(K03J! BKa) 이 거나 둘 중 하나다. 

예 술(위대한 예술， 위대한 문학)이 예술(미학， 순수예술)에 대립하고， 미학의 

파괴자가 러시아의 유일한 순문학자가 되는 역설이 생겨난다. 

미학의 파괴자인 체르느이쉐프스끼씨는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 사회에， 

사실은 소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ca뻐e J1y'l뻐e J!lOLIH)에게 직접 

영향올 미친 우리의 유일한 순문학자(e때HCTBeHH뼈 Haw ÕeJlJleTpHCT)로 나타났 

다(4， 26) 

미학의 파괴자가 유일한 순문학자가 되고 있다! 미학 파괴의 한편에 위대 

한 문학에 대한 삐사레프의 지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 

이상에서 보았듯이 삐사레프의 글이 갖는 매력은 무엇보다 사고를 일깨우 

는 힘에 있다. 자신의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섬 이 없이 자신의 입장올 해명해 

나가는 모습이나， 논적윷 공박하고 궁지로 몰아가는 논법， 비록 일방적이고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 무엇보다 화려한 논술 

이나 현학을 쓰지 않고 논지의 핵심에 이르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 그의 문학 비평이 갖는 특징은 논의가 문학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 

학，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 사상 둥 당대 서구 지성의 사상을 섭렵하여 

비평의 논의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독자적 인 사고와 결합시키고 있다 

는 접일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삐시·레프의 비평이 문학과 예술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해명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사상을 개진하고 이를 통 

해 사회를 전진시키려는 비평가이자 사회 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학 파괴의 한편에 위대한 문학에 대한 삐사레프의 지향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삐사레 

프에게 위대한 문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위대한 목적올 위한 무기로 

서의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유물론자였던 바자로프는 문학이 사회를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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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조하는 사업， 즉 혁명을 직접 이끌어내지는 옷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 

았다. 다만 체르느이쉐프스끼의 소설이 가져 온 파장을 보면서 그 것을 하나 

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한 것이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게 구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삶의 

모든 기본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과제를 

이루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장편 『무엇을 할 것인가?J가 이런 면에서 뛰어 

난 시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4, 42) 

지식， 노동， 사랑을 모티프로 삼아서， 노동과 지식을 결합하고 다시 전인류 

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삐사레프의 지향은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 

과 러시아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문턱에 서 있다. 역설과 진실， 지향과 

극단이 뒤섞인 그의 글은 기존의 묵은 관념을 뒤흔들고 사회의 지성을 일깨 

워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분투하도록 자극하는 활력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바자로프론」에서 보듯이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반항의 이유와 실체와 지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대정신과 이념으로 결합하 

여 당대 사회의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은， 기성세대와 기 

존 관념에 대해 보이는 비타협적인 도전적 태도와 때로의 편협성과 극단성에 

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기고 있다. 한 사회가 자기비판과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할 때， ‘새로운 것’과 ‘다른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 

지 못하고 기존의 관념과 삶의 방식을 강요할 때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 

다라는 김수영의 말처럼 어 느 시대에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갈둥과 불 

화는 때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의 표현은 불온하고 급진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끈다꼬프가 삐사레프의 

반(反)미학주의가 독특한 미학주의의 한 형태이고，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40년 

대 이상주의자들’의 미학에 저항한 ‘새로운 미학’이었다는 규정 30)은 유효하다. 

30) KOHllaKoB(1992)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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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K1ME 

MeTO .a. KpHTHKH H JIOrHKa napa .a.OKCa ll. H. nHCapeBa 

CHμ ， COH-éo 

B llaHHOA CTaTbe MbI nOCTaBIIJI 3alla4y CHOBa OCMbICJIHTb 3Ha4eHHe 

MeTOllOJIOrll1l JIIITepaTypHoA KpμTHKH H JIOrHKH napallOKCa ll. 11. nHCapeBa. 

nHcapeBCKlle pa360pbI, “HTepnpeTauμH H OueHKH npOH3BelleHHll pyccKoA 

JIIITepaTypbI, nHCapeBCK찌~ aHaJIH3 pycCKoA 06IUeCTBeHHOll MbICJIH “ COUHaJIbHbIX 

npoueCCOB B POCC싸l ， CaMa MeTOllOJIOr ll.l1 H3y4eHH~ ~BJIeHHll pyccKoll KyJIbTypbI B 

HX Hepa3pbIBHOll CB~3H C 06IUeCTBeHHbIMH ~BJIeHl쩌MH ， 110 npelleJIa C6JIII3IIBUIa~ 

Me~lly c060ll JIIITepaTypHy~ KpHT싸<y H ny6JI“UHCTHKY, lla~e ClleJIaBUIa~ HX 

4eM-TO Hepa3JIH'써MbIM ， - BCe 3TO npll0 6peJIo B 06IlleCTBeHHOM C03HaHHH cTaTyc 

KJIaCC싸<H. HeCMOTp~ Ha 3TO pe3KOCTb MHOrHX ero BbICKa3bIBaHHfI, 

napallOKCaJIbHOCTb OueHOK , 6eCnOIllallHOe HacTynJIeHHe Ha BC~4eCKHe aBTOpllTeT에 

11 aHTIIHOpMaTIIBHOCTb n0311U싸l nHCapeBa eMy HaJIeαBaJIH npOCJIOByTblfI ~pJIbIK 

< Pa3pYUIIITeJIb 3CTeT싸<11> H 3TO 06CTO~TeJIbCTBO MeUIaeT npaBHJIbMOMY 

nOHHMaH싸o ero B3rJI~lla Ha HCKyCTBO 11 3cTeTHKy. B 3TO fI CTaTbe oCBeIllaeTc~ 

TaK Ha3bIBaeMoe pa3pyweHHe 3CTeTH I< H nHCapeBa H nepeOueHIIBaeTCJI ero , MO ll<eT 

6bITb, KaK HOBa~ 3CTeTHKa, OCHOBaHHa~ Ha ero TeOp싸1 peaJIH3Ma. CYIUHOCTb ero 

B3 r ~lla Ha 3CTeTII I< y He < OTplluaHHe llJI~ OTplluaHH~ > , a cepbë3HbI꺼 npoeKT, 

COOTBeTcTBy~ll써fI 3alla4aM COBpeMeHHOrO eMy BpeMeHκ 

I1cxo~ H3 aHaJIH3a 3CTeTH4eCKHX paCCY~lleHII인 ll. 11. nllCapeBa , MbI npllXOllHM 

K TOMy BbIBOllY, 4TO OH no CYIlleCTBy pa3pyUIaeT He BC~KHe ， a HlleaJIHCTH4eCKHe 

B3rJI~llM Ha npeKpaCHOe , Ha HCKyCCTBO H 3cTeTHKy. 11 TaK HMeHHO “3-3a TOrO , 

4TO 3CTeT싸< a ll. 11. nHCapeBa, Hap~llY C HeraTHBHOll, HMeJIa H CHJIbHy~ 

n03HTHBH~ CTOp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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