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엘라즘의 서사구조에서 전형과 탈전형의 논라 

이강은 이기웅** 

1. 서론 

리얼리 ’과 ‘전형 적 상황’은 앵 젤스의 말처 럼 ‘리 

핵심 개념이다. 전형이란 입바적으로 

일 

에서 

을 가장 

대상의 일반성과 

정- 전형적인 상황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설정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연과 

가 

그러나 리열리즘 문학론에서 전형성은 보편성과 개별성의 특수한 미적 통 

합을 일컴는 것으로 양직 평균성과 질적 일반성을 의미하는 개념과는 전직으 

로 구별되어야 한다. 푸카치에 따르면 문학이 전형올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편 

으로 혀심의 솜겨진 합법칙성(총제성)에 대한 깊고도 어려운 탐구가 요구되며 

이 요 

이며’ 
나o아F가는 과정 이 다(루카치 1985:86, 지 스 1989:85). 그리 하여 문학 

“하나의 전형이자 동시에 특정한 개벌 인간， 친애하는 헤겔이 만년에 표현한 

바처텀 ‘바로 이 사람’(ein Dieser) 이기도 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1885년 

앵겔스가 민나 카우츠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만프레드 콜럼 1990:161). ‘돈키 
릿’， 혹은 ‘라스콜리니코프?와 ‘만나 카레니나1 등과 같은 문학적 전 

형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주 개성적인 폰재이띤서 동시에 

작 특성들을 장 보여주고 있는 것이 ,. 

문학적 주인공이 이렇게 전형적인 튜성을 형상화한다는 깃은 크게 

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학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은 미적 진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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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음 쩍득함으노써 사회 댄희에 능동석으호 시여한1 냐는 갓은 아머신호덴에신 

기 문학이 개별직 인날에 대한 묘사블 뛰어닙어 보편직이고 합법시직인 것응 

탐아니]야 한디 i 섣 1성한 섯이 디프지 않은 것으로 예술으1 일반 윈랴에 미한 

설영이라고 이애해도 짙봇은 아닐 것이다 

이이란 일빈 윈리를 터얼랴츄 。]룩이 구체화한 비에 띠프연‘ 사회 역사적 

핵심은 객관석으노 즌기]아고 창처1 석 이식이 까능하매 1 91 식에 근거하여 ‘진 

행적 상횡 속의 선형적 인물’올 강조항으로써 문학은 현실 변화으1 객관적 선 

빙「싸시 딛아낸 수 있나는 깃이 된나 이러히 구도어1 마시 이임 석 내 용옴 부가 

한다언， 객싼 현실이 인간 해방의 대~듭 향애 나아기고 있고 문학은 현실의 

빙 헝흘 포작하고 t영쌍흐!하여 니1 래듀 선취해냄으노서 핵산 멘혁의 유력힌 도 

뉘기 핀다논 놈리기 f숙핀다 이와 같은 리얼리즘의 이는 세계기 파학가인기 

아닌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 이션에 1사영 정민모 이이한 분하의 강조가 가 

능하다딘 묘혁이란 얼마나 위대한 현실직 힘은 기진 것이겠는기 

19세끼와 20에 /1 비엔미씀 둔꽉이론이 시켜내고사 했던 공봉의 연망은 u} 

R 그런 것이었다 리얼리강。 R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P 도의 변화 역시 그 

와 긴은 듀올 크게 벗어나지 않는나， 마얀피즙론의 보나 강회되 체겨1노서 사 

-"1 주의 리얼리즘은 객싼 현실이 사회주의 혁영 。 R 나아기고 있다는 인사 하 

애 자퓨이] 사회주의적 당피생을 반영히l얘 한다는 강령을 니]세웠올 뿐이디 

객판 펀실이란 무엇이며 그 총재성이란 무엇인기， 객관 펀실의 충 '11 생은 어떻 

게 인식될 수 있는가‘ 인식된 총체생은 문학 자퓨에서 이떻게 반영되는가‘ 빈 

영되 μ1 석 창체성의 꺼피성온 。어떻게 환변펀 수 였는가 등동 수많은 논생거 

랴가 츄새히지까 ]것은 랴얼리츄 이류 니)에서 이떻게 히연 P 디 현실적인 

긴1 인비슴옴 구축낌 수 았 1 냐는 z1 측이있옥 뿐이나， 

그러나 과인 어떤 꺼힘이 어떤 보펜생과 개별성e 획니한 것인기라는 판단 

에 E 어서변 침게되 논만은 익바석인 섣명으노 환원미시 봇힌냐， 이듀너]면 

E*씨년대에 꺼형작 \，-:잉자기 ‘천위직 노농자’인 71 ， ’증간까 ?ι농자’인가을 굴러 

싸JL 벌이졌민 판국의 민중문학 논쟁을 상기허]껴지 이 논쟁은 1980'닌미 딴국 

사회의 ‘객관 떤실’이 ι대새 어떻기l -f생뇌어 있느냐는 소위 사회f 생세 놈 

갱피 끼검한 연관을 지닌 것이었다 lSη0닌미를 기쳐 %닌 rll 중빈 만국 사회 

의 급걱히 멘혁 속에서 노동사튼이 정지석 진위로 성장하고 있나는 이식에 

기초한 01 명가들은 중간 노동지니 노통조함원 수준의 노통자는 더 이상 노통 

둔학의 지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선진석 정시의시。코 무장한 진위 L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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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 새로운 노동사 진형으노 4이낸 갓흘 수운하였마 반변 여진히 한1 국 사회 

기 ?ι농자 의시의 성 생파 파산의 단계듭 충실히 거쳐야 한다고 주상하는 민 

중문학류 진영은 선위 노통자는 사가상조。]며 중긴 노동지를 중심으로 노통 

표학의 ?게?영응 정 깐해야 한다고 주? 했던 것이다(김용팍 1 ml8::ò40-:ò43) 대굉 
히는 두 신영 모두가 선행이란 11 편괴 기l벨의 연증법적 걸한이비는 일빈 윈 

>:'1 에 금거하번서도 현싱에 대한1 인식의 차이에 끼초하여 서호 나른 진형삭 

인물을 니]세우고 있었니 1 것이다 

낀형삭 쌍황과 진행석 ~l 닫은 피아 >:'1 즘의 핵심석 이학 개념으호 여겨시면 

서ι 사실은 이랙 I11 현실과 현실 인시에 중속되논 개념이다 거형과 첸헝가 

상황의 마팍석 창조의 여부가 핵산 ~l 삭으} 둔재어1 직접석으노 의즌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희 속의 전?영성 ;E 저1 논 마학직인 것이 아니라 무엿보다 먼 

서 현실괴의 관민생의 문제로 선환된디 그비니 문서]는 이 현실이이는 것이 

누뉘어1 I11 나 ‘객싼가 P 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심이다 한nli 띤실에 대한 해 

석의 구1 위가 유익하게 1 휴은 매 우 촉넓온 공감 속에 서 수어 셔 있았옥 때 피얀 

리감은 그 애서응 받아듬이고 실천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한 수 있었다 불ε 

」 해석 사이에 끽측은 슨개했고 L 해석옴 맏아튼이시 않는 사뛰어]케 피언 

리감은 거부의 대싱이었다 즉 <'1 열리즘과 그 펙심직 방법는 Ö_Sc 서 전헝 생은 

미학걱 문제이기 이선이1 정치적 데도의 문제였빈 것이디 

천헝생 개념이 정치직 태 "→와 이네올도기 ;E 저1와 깊 I11 인잉됨 P 도싸 그에 

디]한 미학적 팀구는 필연적으포 그 수준올 념이서는 이도한 논쟁으포 니아가 

시 않올 수 없있나. -}i'-l 나라 민증둔학론의 논생이 」리했고 또힌 20세기 나 

잉만 티얼리츄 논쟁들 역시 그1.1，1 했디 이민 논쟁적 피일 속에서 리얼랴즘의 

11 복 정δ 속 상사였는 이간 현산흘 탐구하고 ul 학석으노 재창조한1 냐는 원피 

기 늑성한 정치직 이네올도기직 입낌응 앙파가。도 반영애야한다논 깅암직 

시도 시침으호 진략미고 맞았던 깃이나， 겸국 혀산에 대힌 구1위삭 해석이 부 

너지띤서 ‘리열리강의 신화’ι 힘꺼) 끌악하지 않응 수 없었던 것이 지난 세기 

내)닌대 우랴의 ‘현실’이디 그마니 예술의 감자이 수용ι1 징븐 현실이의 연관성 

은 벗어나 손재한 수 없，ll ， 그런 한에서 그 방법-t:-_O_5:..서의 꺼?성성의 E 제논 

여선 δ1 문제적으로 낚아있디 시]포운 리열리츄을 위히]서긴 흑은 리얼랴츄올 

비립으호써 지정젠 예깅r 의 휴진옴 찾이가는 까인마스틱히’ 나른 예깅r 론옴 1'

축히기 위해서는 랴얼랴츄의 선형성 문제를 세릅케 검근할 필요는 사i:-l 질 수 

없÷ 깃이나 



  

92 러시아연구 제 18권 제 2호 

이 글의 복석은 ~I 이 >:'1 즙론에서 진형성이 사지파는 지위에 대해 비판석으 

균 고갈하고 이블 토대도 언어 텍스~느긍서의 문혁 6J품에서 전?쟁이 어떳 시) 

행성되고 수용되는가‘ 그 신칭한 모습은 우엇인가를 탐색히는 것이디 특히 

삭기와 텍스느와 독자균의 성삭파 수용파정에서 언어에 의해 매개되논 소통 

의 문화적 공퉁 가빈으로서 ~~-스와 탈 çy.스의 개년을 도입히여‘ 객관 현 

산과의 대조유 동해 진행의 친싱싱음 평까하던 시준으1 ~I 이미즙론석 진행흔 

올 선형화와 더불이 탈 선형화끼지를 함측히는 논티포 획장해야할 필요가 있 

나는 적올 논증라고사 힌나 

2. 반영론과 전형성 

친형성이 생접삭인 운재료 둥장힌 깃은 시대 석 운맥과 연관된마 맑스， 앵 

씬스 러]닌 투카치 등이 선형의 랴얼리츄적 윈리를 인급할 때 그것은 이띤 

부번의 원리호서가 야니라 팅대석 맥덕 속에서의 센회임음 분명히 쌍 11.;1 핑 

요가 았디 

맑스는 라상!이]의 비극 .L 간츠 온 시킹엔 음 평하면서 등장인문듀이 지나 

치 iil 이념의 대변자늘R 묘사뇌고 있고 지깅인파 후덴의 만역이 시대직 번화 
듀 바앵아시 못라고 있냐고 시 석젠나 이튼이 기사호서 황계에 대항하여 봉 I1 

하고 ‘비냐가。 R‘ 끌막하지만， 사실 그늘의 봉기와 이념은 을팍하는 껴1 나의 

것이1 지니지 않았Jf. 그 λ1 미 연화의 새로운 요끼、인 도시깐피 농낀피익 아무 

런 인판?ι 맺지 핏하고 였다논 것이다 라쌀헤기 지캉엔의 반역응 통애 만역 

아니 핵 1성으로 니아가는 한 인간 "1 드놈븐 일정괴 이념 올 그려니]고지 했지까 

증 세노부 터 근대노 나아가는 새노운 사회 석 수체튼과 부과젠 ;1 사겨1급의 대 

표지를 섣정한으도써 진정한 억 1성가가 아니이 “인지 또 히니의 F키핫다]’(만 

스!} 라씬 êll 에게 보，11 1859년의 펴 "1. 만i너l드 클휘 1990:1어))듀 l긴1 고 잉응 

뿐이라는 지직은 바R 그 싣응 말해눈다 여기서의 R 심은 식기기 선헝가 인 
듀음 l마미 객과 헨산의 댄화과정과의 연꽉 속에서 L이야 히냐는 점이나， 

이어서 읽스는 라쌀헤어1;11 “단신은 앙선 나듭대R 더 서]익스피어화했어야민 

랬습L] 디 서는 당신이 쉴이화한 서， 즉 기1 인들을 시디l 정신의 인순만 선틸도 

뉘도 천팍시킨 것이야말도 기싱 중잉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η만피L헤'" 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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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1)라고 시석젠나 맑λ:는 객꽉 현싣의 총체상에 대한1 바영음 시석하면 

서 <'1 얼리증는의 아주 증 R 한 단초블 지직하고 있다 이 역시 무엿보다 객핀 

적 현실의 존씨를 강조히는 만이디 그이니 이민 요구들은 나1성 ‘실시화’이1 미 

한 비판 。 도 제기핀 것 _o_~ 세익스피어화’기 실대가 。 도 유일하까 지향해야 

히는 문학 방맙이피는 의미는 플룩 아LI 디 

이후 앵갱신까 보마 직접 석으로 ‘마이미즘의 숭리 라는 말옴 꺼냈음 때에도 

객관현실의 빈영이 선형성의 fF세으1 식올 탐i 았는 섯은 니 1성히지까 그 발인 

의 맥덕은 우서 지나:fl 이념회에 대젠 /성 ;jl 악 차원이있나 C생갱?는 마가렛 하 

三대]스의 ι시의 처 ti 늘 어1，-:농자 계 HL이 “스스도 자f한 수 없는， 또 한 번 

도 ?， λ:로 사조아"，1 고 애쓰시 않는 수동작 ~I 대증’(만프비드 클휘 1990:1641으 

균 그려지고 있다고 갈만e 표한다 그것이 갈민인 이유는 그런 \，-:농자늘은 

이션이1 는 적절한 모습일 수 있었올지 모프지 1사 당시 투쟁에 니서 i 있는 시) 

도운 시대의 \:능자 ~，~슴은 아니라논 것이다 즉 당시 시:능자늘은 스스문 인 

간석 슨개노서 자끼음 띠찾으"1 는 시도듀 하고 있는데 」러 ‘객과 핵싱’흘 바 

영하지 옷하논 것이 유감이라뉴 것이다 이런 지작은 분명 객관 현실의 인사 

과 」 좋체석 바영의 중요싱음 시석하는 깃잉어1 든립없냐 .L러나 L깃은 시 

나친 경향소설， 즉 삭기의 이네을토기직 입낌응(설사 그것이 앵겔스기 지지하 

는 사회 7::.의적인 것일지비도) 노、?적으로 부각 λ1키는 당사 듀임의 정향!.~섣 

에 대한 문제제기의 맥곽에 놓여였다 읽스기 닫한 ‘서)익스피어화’에 대한 R 

구약 통일한 댁략이었민 셈이다 

앵겔스는 ‘세익 ε펴어희’에 대젠 보나 구체회되 석명으호 나야간마 .1는 

ι 터열리츄이린 시]부의 층실항 이외에도 선형적 상핑에서의 선형적 성격들의 

충심히 가1 헌"(만프 tll 드 클휘 1990:163) 이라고 정의하면서 빈자브의 작품음 예 

균 든다 ” 인간 씌냐 에서 발자三L논 C .. I 듀당스 十 생환양시의 규번응 다 

시 만든어냈던 L선 귀속톤의 사회 속으호 상승하는 부 E 주아시가 진친석으 

R 섬입하여기논 과정응 1816년부터 l썩8년까지 거의 매년 얀대기라는 방식 

으도 묘사한으도써 우랴에게 프당스 ‘사회’으1 느r 란도록 현실주의적인 역사를 

제시에주고 였습니다 ‘(민피레 6 블린 1(~nI64) 앵젤스는 이런 발자드L5:.부터 

떠 。프는 부프주아지의 실상이 프당스 사회의 완벽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샘지어 동.-:1 이나 부동선의 지}분배약 긴은 구체석인 역사석 사산든에꺼) 대해 

그 이띤 선문적인 하지들의 서서에서 P 디 더 많은 것올 비웠디 j 만한다 이 

런 리일 <'1ε은 발사크룬 하이급 사신의 겨]금 석인 공간이나 정 시 석 선입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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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워 λ1 키나는 겪에서 속 ri- 사회학주의와는 또 나른 속 fr-화라는 H]환음 피하 

기 어입다 읽스나 앵겔스의 세익스피어화’와 리열리즘의 승리기 그 발화의 

매락올 념이서 객관 현실의 절미화약 방입론적 신비화포 니아깎으로써 주체 

의 정 {-:성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예술 삭품의 본길이 왜치될 수밖에 없었던 

섯이디 

도?보이가 리시서 혁병의 거움이라는 이1 년악 논거 역시 돈간보이의 처지1 

/성올 운운히 i는 있지 1사 무엇 P 디도 버시아 혁녕이 부프 7::.아 농민혁벙 만거] 

라는 혀싱 이식에 끼 는해 있나 “돈간보이는 옥장석이나 애냐하면 ;풍체석이 

그의 견해? 대새도 우인히?↑ 농민 부브주아 혁명 P 문서의 우리 혁명의 특수 

힌 성각옴 」{헌하고 있끼 때운이나 이러한1 관점에서 복 때 돈.'-로이 견해의 

넌순은 농민겨] ，나이 우리 혁명에서 그 역사가 。1 만응 수행해야 했던 당사의 

모순된 상횡으1 신칭한 /]울이다 (페닌 1988 에)) 

그러나 헤닌의 툴스토이는에서 얽응 수 있논 것은 루까치와 같은 세계깐파 

냉벅의 모순이 이니라 작가의 모순석 세계과과 l 바영이나 츄 혀심의 모순 

핀 상황에 대한 식기의 세계판직 1ι순이 문혁 속에 반영되어 였다논 것이다 

이약 낀 E 네빈의 바영론온 1] jj] 론석 수동석 핵심 바영론옴 벗어냥 수 잉는 

계기을 힘숙하고 있다 무엿보다 레닌은 객간 현실의 우선성응 꺼제하연서ι 

그 으1식적 빈영물(문학이 예술을 F항히여)으1 생성에서 추처l 악 주관성의 기l 엽 

은 분명히 인정한다 인간의 의시은 객핀 세계을 만영한 뿐민 아니라 그것요 

창조만디는 "，]닌의 인식른적 윈칙은 츄객관거]의 꾀열올 념이서는 것으로 주 

체의 강동성옴 강조하는 맑즈의 원칙과도 익시아는 깃이나(이강은 2이ß:24). 

이에 l[→프연 반영불으1 진실성은 직컴적으로 객관 현섣페 미비헤서 얻이지는 

정확히 익시의 눈제가 아니라 주체의 산처음 통해서 싱혀미는 창조삭 꺼산성 

이다 즉 이제 객싼 띤실은 실R 관념자P 도 주어진 어떤 실시1 기 아니라 인간 

의 으}식 속에 바영미고 이간의 싣천올 통해 구핵미는 깃이나 문론 네년은 인 

간의 의사P 도부터 독김핀 객핀 현실의 우선생이라논 유날E 직 태 ?ι을 첸저) 

함으도써(이성훈 1998‘120l 인긴 의식의 지율성피 실신의 주관적 한게를 섣칭 

한다 그러나 객관 현실의 판념직 실대화와 수잉직 만영이라논 펜티한 도시응 

빗이니 F체의 능통적 낀여를 인정한으로써 리열랴츄의 진선올 이투뇨 있는 

깃온 분벙야마 이렌 겪에 착안아여 >:，]인이슴으} 바영이 /]셰흔석이 거울석 바 

영이 아니이 ‘기울 없는 반영’이이뇨 피악히는 것은(E. B따ibar. 1' . .\ilachcrcy 

1987:&)) 둔학파 예술에 삭용되;-.' iò] 일리 응의 원리에 훤씬 기 JJ}이 냐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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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서 진형듀에 딘진형의 성걱음 부 여히나 따라서 우피는 객과 핵 성의 즌지1 

을 긍정하거나 부정하? 과성응 선행사기거나 예술직 방법의 낄주시1 직 신비 

화를 지향히지 않으면서도 예술 비스드이1 구현된 선행의 니|부구조를 문석히 

고 꺼행응 웅 식이? 다양한 힘늘의 7J i영파 "H 치‘ 운농과 변화듭 싼갈힘 。균씨 

문학예술의 객관 현실괴악 관민성‘ 주체의 잔조적 기l 엽이 특지악 수용성 등의 

운개득 충분히 품어 나갇 수 있을 깃이나 

3. 토포스 위에서의 전형화와 탈전형화 

근대 소식의.n.1 고 득히 근대 리시이 소섣의 서사 구조 속에서 득히 

리열리증 묘혁에서 -:;,i i갱의 예술직 의의뉴 안영는의 측연에서 너무나 과L 

하게 부풀σ1 시고 강주된 측먼이 였나 가링， 벨린스키에 따르면， ‘끼형성은 작 

가악 장조적 듀창성， 인감도장이며 진정한 자가에게서 각각악 인물은 히니으1 

낀형이고， 각끽의 잔 t영온 독사에게 익히 얀이 ~l ~l-시 못하는 인문이나‘’(에린 

스키 긴)03‘lCXll 이이한 멜런스키으1 강조는 차가에 의히l 창조된 선정한 선형 

이야말5'. 현산과 역 든어맺읍으호써 독사악 잔단과 끽싱흘 분라익으ò;1마는 

생각응 기저어1 깔고 있다 

L러나 작가가 비꽉 핵산에 금거해서 」깃옴 석꺼히 반영파는 빙식으호 진 

행응 성죠해낸다고 한지라~ ，~ 그것이 독자늘어1 께 예기치 않은 놀라응과 각성 

이i:-l 는 예술적 효괴를 받휘할 수 있는 것븐 선행이 현실 속 관계들익 듀특 한 

따라서 만일 기능하다띤 탈전혐의 기능성이 있는 그리고 정꽉한 중힘화 

모서 행상적 힘 을 가졌을 때의 일이디 그민이1 실상 이 '-'1 만 중함화런 캘.:.i 현 

산에 대한1 반영만으노 구성미시는 않는마， 마슈에 OVlacherav 1966:142-157)치 

권 문학에서의 벤영을 아무리 자기모순적이i 꾀한적인 과정으포 l사들려Jf. 

노럭해도 막이나， 또히 」깃은 F카시 (Lukács 1978:153-155) 식으노 대 상의 

흥세성응 득싱가 。 도 제시해주뉴 것.0.5'.서 전헝응 만늘어내논 것.0.5'.부터민 

가능힘 수 있는 익은 [l 너옥 아니냐， 요키대.~라젠 종합회 속에는 핵심호? 

터 오는 흐듬과 더날어， 마지의 독자 일만파 그리고 분엽씬 자아군서의 자신 

이 피할 수 없는 데화적 상쟁 속에 삐져긴 차가포부더 니 ? 는 욕망의 i븐도 

였는 것이다 이라한 욕망의 흐듭어)논 사회에 대한 자유R운 판살자R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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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깃이나(백준현 2002) →」피고 이라히 므이 (f ;r l과의 관계 속에서 어씬 수 

없이， 나스타시야논 현실의 이상화에 대한 실다]- Ö i;'c 그리고 아E라야논 이상 

의 현실화에 대만 절망으도 풍통할 수빔애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EEt 스 

의 응치도서의 천챙성은 묘사직 디테일균 채객하논 것이다 여기에는 두 기지 

미표적인 방냄이 있는데‘ 히니는 선형성에 잘 들이맞는 다테일을 쥬으로써 선 

형성 사헤듀 강희시키는 깃이라언， 마른 하나는 동닝석인 예상과 어긋나는 니 

테일오 지]색함으도써 문제의 인물의 구체적。]고 특특한 개벌성올 부각시카는 

깃이나 /}랭 위의 소식에서， 칫 장변에서 지]시띠는 호고쉰파 므이 마ò;1 의 외 

넌 묘사가 천자의 여]라언， 기냐의 십에서 R고쥔이 빌이는 마치 경매와 같은 

î:동에 샤δ1응 만 I1 나가 므이 슈ò;1 의 ，，]책음 뒤5'- 하고 나가변서 니나 얀렉선 

L균브나에기1 보이논 나스타시야의 변화핀 반응에 깐한 서술은 후자의 예 R 

딛 수 있다 셋째는 도F스의 피피인데， 이 섯은 이유 있는 예외의 경우 를 지 

연스입게 인성하뉴 전형화듭 본실직 속생 P 균 하는 토포스의 유인하연서ι 

진?] jE변옥 뚫는 낱라운 장먼흘 행상회하는 깃이나 가랭， 백시 악 ‘마국석 

충실’에서 나스타시야의 시신e 옆에 두고 간낄 정련응 악제하띤서 R고쥔과 

조용히 대희듀 나누고 있는 므이 -(f ;r l 의 모습이 u}호 」라힌 예익 깃이나， 

이처암 토포스글의 강치 R서의 천행성이 삭기와 독자의 소통 공간 속에서 

껴디 생생한 기l벌적 형상으모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자가가 도F스이1 가히는 

일련의 실험직 f삭글이 성공자P 크 이푸어지야 한다 이러한 생공이란 만인 

히 특지들 팬에서는 EEt 스에 의기한 안칭적인 인지적 비]경올 비당으로 껴디 

강띤히 감끽석 행 상의 준핵과 이에 대한1 끼장된 초점 gl추시듀 의니1 젠나 .L 

clJL 이로부니 자가와 특지의 스등 공간 속에서 선형악 구체적 일반성옥 생 

동석이 의 wl 듀 획득낌 수 있게 된나 이밍게 되 rrB 야만， 진형은 우긴1 의 의식 

속에서 비도소 띤실균 투사되딘서 새 R운 반수둡 기능하세 해순다 

L런데 위에서 언급한1 세 가지 냉벅 증에서 가장 거나아 의 ul 회의 5 과유 

갖는 것은 서) 번째 것이다 왜냐하딘 이것은 우리의 의시 속에서 토포스의 달 

E프r 스화‘ 그리고 띠피서 선형의 탈선형화이는 급변적인 사건올 발생시카기 

1~1 ~이다 늑히 간대의 서사둔혁에서는 이러한 사긴의 일어낭이 중잉한 의의 

를 갖는꺼1. ~.서은 근디]성이린 무엇 11 디도 스스포 지기 지신으포우너 규벙성 

욕 찾는 깃이사 E3 익없는 사끼갱생인 이상iHabermas 1990:5-10) 이재 작가 

또한 그가 처한 사디] 속이1 서 지신의 급쓰기를 등해서 이것을 추구헤니가야아 

하기 nll 둔이나 나시 말해서， 싱든 좋드 간대성의 세례을 받은 작기수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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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싣젠 진행생음 시년 인문듀이라고 이야끼젠나먼， 이때 이 “진형성 ’이라 

논 맡은 과인 -f iJl직 。 ièc 무엣e 의미하는 것일까9 만일 기계직인 지 쟁의 놈 

랴포아 해석히려긴 I디연‘ 안니와 헤빈의 경우 는 19세기 후반 이시아 사회의 상 

층 계냐 여성과 남성의 삶과 R순늘응 흑은 아비루스’(h3bitus) 늘응 평1T가←。 

로 11 여 7::.는 인물들로‘ 3티뇨 이빈의 경우는 쁘띠 우프 7::.아 거]층의 중간 판 

효의 야비투신의 평균석 현쌍음 나바내는 이문~"~ _-1.이 λ] 고 있나는 갓올 의 wl 

히는 것밖에는 안 될 섯이디 그이니 이이한 선형성이피연 그것은 앞에서 우 

근1 가 맞젠 깃치텀 l 시끼 리시이 상}~사회나 중간계층과 과계된 이러저려한1 

토포스늘의 내포직 당치일 뿐 거기에 어떤 생E하논 개성이나 개별화의 필인 

석 '11 /1 가 튼어 았시 않cc} 이러한1 깃은 사회학자튼에게는 의 wl 가 있음시 온 

라?ι 마혁직P 도논 공허한 뿐이다 따라서 굉딩한 것은 귀신늘렌 E 제직 인 

물‘포 기]벌화되기 위한 필연적 계기가 지체에 니|새화되이 았는 방식으도 선형 

성응 이애애야 하논 일일 것이다 바균 이 띠)E 에 푸카치? 진섭한 전헝생이 

아 대 쌍의 창체성에 대히 평균석 묘사냐 세부 석 묘사가 작품 진헤의 구성과 

유기직。 R 실 늘어맞아서 생생한 형태 R 꼭자늘어)기1 다기올 띠] 얻어낄 수 

있는 깃이라는 섣병음 재시히나ILukács 1978:147-154) .. 1라나 이랴히 섣명은 

논리직。 R 본 띠) 꺼헝어1 비꺼형성이 이미 내포관 것。 R 이해한 수밖에 없 

거11 '，H.' 디 왜냐히연 선정한 선형 "1 경우 허]당 ?섣의 개벌적인 선제 구조와 

분리뇌어서논 생각될 수 없논 이상 내포가P 도논 이마 그리고 식품응 다 일 

은 듀지의 입장에서도 역시 선행성의 경계를 념이선 특특 한 문제적 인물포， 

하나의 득이성으로 파익녕 수밖에 없 I1 때눈이나 요키대. 얀나 카에니나 에 

서 안니니 더l변이 그[리i 이반 임티지 "1 주e 에서 이빈 얻터치가 ‘진정깐’ 

진형든이라번 1 이딛 모누는 각자 소석의 핵싣석 로대호?터. 휴은 보나 정화 

히 발해서 펀실에 대한 토포스직 인지 R부터 나온 꺼형성의 번주가 정겨)을 

넘어서 이펀든이나， 안나는 핵산에 대해서 .1 속에서 자신의 와빙과 4 좌꺼 

에 대해서 환낼응 느끼고 갈현삿 즉읍응 택힘 。 R씨‘ 헤빈은 삶의 의마에 대 

한 극인적 회의약 니l 연적 탐구를 마침니| 딴인중지와도 같은 신앙적 갱생의 

순간。 ièc 천흰시낌 。 R씨， 그리고 이만 일리치는 즉음에 이브러 소통의 날기 

능피 이포 인한 삶익 무익미이] 절망한으로써(이벙훈 이기웅 2(X181 , 모두 선형 

의 극단이 이니라 」깃의 경계듀 넘어서는 딘진형희의 경 우듀옴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거럼 진정한 ~l 행에 대한 누카시의 생각이 스스뇨수 wl 처 예상하시 않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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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내 용석 역동싱옴 딩게 된 싸닭온 이마도 초끼의 」 사사이 이야기했던 소 

설 ?갱시의 다음과 같은 역농직 싱태 띠)E 일 것이다 즉‘ ”행시 _Ö;;'c 서， 소설은 

되이가고 있는 이진 (bccomingl 이 있 얀(bcing) 사이의 요통치는 그ι1 니 획 i한 

균형이다 뇌어기고 있는 과성에 대한 생각Ö;;'c서， 그것은 성태가 핀다 따라 

서 까섣은 스스로를 되이가i 았는 괴칭으1 η 벅적 있응으로 선환시킴으로써 

사기 사끼음 극역힌 q ‘여행 E 끝나고， 김이 시작디는 깃이나 (Lukács 

1971:73) 한현 예기지 뭇한 이 ι1 판 논리적 꺼걸이 더불이‘ 신정한 선행이1 미 

힌 ε1 카 /.1 의 생끽은 ‘위대젠 근]이 >:'1 슴 운학 이라는 비평가석 가시평가와 걷부 

노l 띤서 과도한 it빙생응 띠시1 년다(사실 이것의 단초는 워의 인용 중에서 “ it 
범 석 있읍’이라는 꾀혀에서도 센견되나) 가영 빈자'1.에게서 진행과 여과두1 

세부묘사는 식품 전씨의 내용 뉘죠와 실도 자인스러운 유기직 판겨)블 뱃고 

았기에 훌륭한 리얼리즘이지까， 졸피의 정우는 그이한 세우묘사가 괴도히연서 

ι 션 '11 내용과 유기생응 갖지 봇하거나， 혹은 였어 ι 그것은 단지 4 기에 의 

해 겨1--:-1 되 시겨1석이 유끼성밖에는 얀두1 나는 식이나(Lukács 1978: 121 -123 , 

1G1-1::;2) 

L러나 이러히 규벙석 환단은 개변석 비평가나 독샤든의 득정젠 시끽욕 바 

영하논 것일 수는 있어도 삭품의 예술까 과정 자치)에 대한 정확한 평기라고 

껴기는 이협디 이이한 문제약 관민허]서 우리가 1! 디 정펙히 이야기할 수 있 

논 것은 아마?ι 이 두 식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차이심뿐일 것이다 즉， 시대 

적 풍속악 스성화와 자가의 이디1을모기적 엽장이 필연적으도 I델 수 없는 관 

계호 _íl~묘하게 녁합미고 있는 센사건의 작품에서는 핵싣과의 유사싱옴 상정 8t 

는 선형듣이 :~섣적 체계 내에서 그들 사이익 끼]립 빗 이 L'-l 한 디]럽의 연이들올 

통해서 개변회피먼서 문팍석 핵싱싱올 언느냐변 ('-'1，ιherev 1966:287-잉7)， 익종 

의 ’태제 소설’(roman à tll얀e) 과!，~ 같은 양상윤 보이뉴 슬라의 삭풍의 경우 

진형듀의 신쟁 사헤가 보나 직접석으노 작가의 세계꽉에 - 과학삭 싣증수의 

및 낚시의 진보가 이네올도기에 영향응 받읍。흐씨 인날 묘사어1 받자三L 직 

인 서정성은 틸히지까 그 대신에 관년적 표현성피 성격걱 증걸성븐 더걱 강 

하기"러난다 사실， 전헛의 세부묘사파 전시] 내용 사이의 자인스터우딘서 

긴장된 유기성이비는 것도 리열리츄에 대해서 이띤 관점을 시l 액히느냐에 따 

라서 단라꺼 수 있는 둔재이나， 이 점듬 잔 보여수고 있는 깃이 까영 미얀피 

츄。]이는 용이는 자가의 입장 01 멍가니 흑은 특지익 엽장 그리고 예술걱 규 

맨의 동 λ1 삭 변화 등에 따라서 이라 기지 의 "1 호 사별화될 수 였다÷ 야감근 



красный

мешчо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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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임없는 사쉬포간의 노력도 변호인 깃이나 

그런다띤 어떻 ;11 애야 한까9 먼저 사성이 이럴 수밖에 없논 얀본직 이유을 

산펴'!연‘ 그것은 자가긴 록지긴 근미성 속의 개인은 누구니 욕망괴 현실 사 

이에서 \~순가인 손재R 낙인젝혀 였다논 상황 l내표일 것이다 그텃기에 우리 

는 디아 한현으로는‘ 이떻게 허]서간 낙인올 ^I 우려 L 지신의 선정성을 타인 

과의 :i::동음 동해서 핵산호서 j 끼고 화 ~l 하 .:1 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뜬재익 

수밖에 없디 그 ι1 니 ?섣올 매기]도 자가와 특자가 구성히는 디]화적 상핑에서 

이 ，1 은 노력이 쉽시 많은 까닭은 애팅초 소동에 진재미는 언어 둔화 공간의 

공통가 토대기 토포스직인 뉘깐균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았기 l대 E 이다 다시 

말해서정말로 참과 낀냐’는 병재가 자 보여수고 있듯이 1 소석 석 센희는 감 

의 문제을 정 l ，~의 둔저1 균 간주하논 언어 E화작 뉘깐을 꺼져)도 한다 그램지 

↓사 3와 통사에 자가와 듀지가 그것올 등해서 도F 스적 선세를 뛰이낚는 의 

마의 개별화 효과을 경험한 l네만 기치화될 수 였는 것이다 그런네 바R 이러 

힌 악섣석 상황 때운에 1 소식석 센화호써 ~싱미는 진형은.~피고 」깃의 딘 

토포스화와 달꺼형화뉴 주어진 이야기 속에서 완성핀 어떤 실파도서의 ?갱성 

성보나는 L려히 검과듀 헝해 나/}는 과정으노서의 형상희에 너 많은 비웅올 

부여한 수 있는 기능생응 얻게 핀다 이것응 실 입응애주는 것이 삭기는 주인 

공에 관한 자신의 커전 구상올 글쓰기 피정에서 수정해니가케 된디는 사실이 

다 기령， 인나 카레니나에 대한 툴스토이의 처음 뉘상과 적종 실과 사이에 

커디렌 치이가 닌디는 것은 짙 알려진 사샅이디 이약 더불이 지 1성히게도‘ 특 

사의 입장에서는 깐순히 수통삭인 수양으노서의 글셈 ;1 가 아니라 능동석이 

구성으로서의 감상이 문제가 된디 물룩 이1.1，1 한 능동적인 급읽기가 ?이진 까: 

섣 텍스드에 대한1 독사 개개이의 수관석이고 사의석이 해석옥 뜻라는 깃 E 

실구 아니다 분영히 주어진 소설 텍스닌논 "H 경‘ 인불 설껴， 끄티즉， 테마 쇠 

에서 」 자체노 븐댄삭인 I1 호체석 구조듀 가자 뿐만 시니라， 이마 얀성된 작 

품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속의 1든 발화듬이 이미 늘이킬 수 없는 것듬이라 

뇨 할 수밖에 없디 따피서 이것은 특자의 늪인기에도 이느 정도 붕연적인 도 

시가 ←난성응 가지온다 그펀지만 소설의 전 '11 뉘성 R 소늘 증에서 어떤 것에 

더 ξ전을 맞추느냐‘ 이띤 것을 더 선호히느냐， 니IY 적 중위에서 이벤 의미화 

경ii.득 택하j 냐 등의 둔재단어1 았어서는 독자마나 까번석익 수 였나， 요커 

미 ?=이신 갓섣이] 미만 특지의 글염기는 이느 정도 불변적인 틀 니)에서 가변 

삭인 의 wl 효파들응 만들어내수 능동 석인 파정 P 뇨 온 수 였수 깃이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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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에서 이시석으호， 또는 감수성의 고양으호서， 보마 마림직히 예 ζ 석 

시)험의 기치화 과성은 실핀 천혐의 천헝성에 대한 수능 끼 확얀어) 있뉴 것이 

아니피‘ 그[얘디는 오히려 탈선행화를 니|Et히는 선행의 인이 분화적 구성괴정 

에 대한 능농직인 해서에 였다 

이상피 같이 작가 쪽에서긴 특지 쪽에서간 문학적 형상화의 생생한 의미화 

와 μ1 석 까시희라는 깃이 능동석인 구싱 석 활동 」 사헤어1 있나면 .1근1 고 [나 

피서 작가약 특지 사이에서 까설이런 궁극적으로 비로 。]이한 관통의 열려 

였는 창합이라면， 암에서 제시젠 운지]에 대힌 해견의 추멘점은 마련미았냐고 

본 수 였다 얀대생의 기본원리이자 Rf인 닙암없논 자가갱생의 필잉생에 대 

해서 :i::섣온 ]고착되 진형성의 석정으호1 휴은 」깃응 나시급 딘진행화득 통해 

서 늑성한 유헝 。 ièc 완실시기는 것 。 ièc ， 혹은 l낳임없는 달전헝화의 인애자인 

사도모써 끼Ig 히는 서사 형식이 아니디 그섯옥 선형에 니1Y 한 탈선행화의 가 

능성응 삭기 쪽에서뿐만 아니라 꼭자 쪽P 도부터 1ι 능농직 。 R 뉘성하고， 바 

로 이유 봉해서 의 ul 희와 가시희듀 시헝하는1 역통석 ~l 대희석 상황 속의 살 

아있뉴 ?영시인 것이다 

4, 결론 

지김까지 우리논 얀대가 현실의 태농 파 맥응 같이하논 소설의 역사직 천/~ 

속에서 19시l기부이 ]리Jl 9 늘닌끼지도 여선히 중요한 위치를 치지히고 있 

논 리얼리즘 E 혁응 중심 P 도 현실과 ，~，-t헝생의 판겨)을 여랴 기자 성이한 반 

영룩으1 입장에서 산펴 I!→Jl.‘ 또 각각의 입장의 이론적‘ 실신적 한게들도 짚이 

녔나 이러한1 논의에 있어서 득히 19세시와 m세시 낀바으} 라시사 운학이 용 

요란 비중올 차지히는 것은 이 시기의 비시아 ~':.섣들이 러l 닌의 빈영묶이니 

F카/，1 악 비환석 >:'1 이마슴흔 및 사회수의 "1 이마즙론에 흘놓젠 진거듀옴 제 

공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직 。 iè. 실천직 상황과 운맥이 날라진 

오늑난에 와서는 피이이즙 소석의 서사구조에서 핵심석이 구성작 기능옥 딛 

당하뉴 전?영성의 문제을 증더 성피하;iI , 언어직 텍스는R서의 소설 헝사과 중 

더 본질적으포 맞딩아 았는 걱연부니 새쥐도할 필요성이 디]두되i 있디 이비 

한 펀R 성파 관련지어서， 본 논문에서? 전형성의 문제들 현실에 대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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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이고 동념석이 사고딛음 사회석이 언어 운회 공간에서 자 나바내수고 

았는 토포스 층와어1 놓고 분서직 Ö i;'c 고갈했P 며， 그 실과 선?성생이 예술자←。 

로 생통깎 있는 특이성으포 실현되기 위해서는 탈:ç~.스호}의 기법들이 필요 

하며 또한 내용직 Ö 'è 탈천헝화가 내포뇌어야 힘응 밝혔다 그리고 이균부터 

비판적 티열랴츄룩에서 중요한 비중올 차지히는 루카치의 툴스도이 연구에서 

L의 진형론이 어떠 문제적든이 았는시득 따셔보고 또 근대성음 득칭으노 하 

는 ~':.설 행식븐 자가와 특지으1 디]화적 상쟁 속에서 선형이 그섯으1 탈선행화 

가 생동강 였게 종합회디는 구성석 과정으호 산헌놔 r대만 복래의 합/]찬 예 

술직 생명럭응 받휘한 수 있읍e 이야기했다 

L딩나변 이상과 낀은 작엽의 마시디 부분에서， 우피는 」깃옴 나시금 혀싣 

고} 얀깐:시켜서 뇌→날어본 필R 기 있응 것이다 즉， 달천형화듭 내포한 역잉직 

인 구성적 ι1 정 그 지체로서의 조섣옥 현실이1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띤 관게 

을 맺고 있는기 하논 실묘이다 그리고 이파 앗날려서 우리는 또한 간대생의 

오늑난과 낀은 역사석 상황에서 1 즉 ‘노스드도딘’히 핵산옴 수장파는 입장듀싸 

7]ι 대두하는 시심에서， 위파 같이 it성되논 바도서의 소설은 어떤 실천직 

악의득 시니는지 팅위석 자원의 진운도 스즈호 재/]해본 핀요/} 였나， 

한 L~I R 혁!이 현실응 연혁하는 효융직 무기기 뇌기을 초죠하세 바라마지 않 

으연서 우터는 문학자퓨이 현실을 직접 가랴카며 우리에게 1성령i51]ío기를 비 

랬는지 넌른다 그런 핀심에서 E 혁의 진실은 오직 띤실의 어떤 측띤과의 식 

검적 다]조를 )등허] 획껴되는 것이이는 리얼리즘 윈직‘올 걷 .:.i 잉 11 히기 이려 

었나， 이 1대 진형은 매 우 협소젠 개넘으로. 과꽉석 시식과 크게 나를없는 익종 

의 지식으로 환윈띨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십상이었디 그이니 그민 조급 

함 속에서 운학은 검코 우리의 희맹대노 1] 강아시 못했욕 얻만 이니라 문학 

자씨의 고유한 가능과 환럭죠차 소진되는 것응 약응 수 없었다 진정 _0_5:. ~ 

학이 가꺼 힘E 어이어1 있으며 핵싣에 ‘잭우’하는 올바른 경호는 우엿 ~l 가， 암 

서 살펴본 것처임 토포스와 달토포스의 긴낌 속에 뉘성되논 텍스튿에 뉘현되 

는 문학적 선형은 그[ 니]부에 볼가펴히게 탈선형화"1 속생을 한측할 수빔에 

없었다 바도 이 공간， 즉 전형화파 탈전헝화의 긴잉 이 발생하는 갓， 토포스와 

탈도푼스의 경게에서 형성되는 이 공간이 예술성의 공긴이디 이 공간을 경유 

하시 않ξ 어띤 운꽉석 해석도 걷코 핵싣과의 과겨]유 옴마근거1 맺끼 어 σ1 운 

것이디 아，，]도 이 공긴은 자가도， 문학 연구지도‘ 특지도 펙정지올 수 없는 

μ1 정행의 공간일 깃이나 」러나 이 w] 정힘의 공간은 공허의 공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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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싣노부터의 힘과 작/}노부터으} 찍(휴은 q멍이나 이디1을호 Ji)， 옥사호부터 

의 힘이 복합직이고 안생끼 P 균 삭농하논 곳이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논 식 

가와 특지악 지식괴 빈성이 추제를 P 디 추체닦게 성장시킨 것이비는 섯‘ 그 

리고 그 주시1 늘의 둔화가 삶이 현실의 번화듭 ←난생하리라는 것， 그것이 문학 

이 현실로 톰아가는 ~바히지까 위디l 히 i 유일한 정로피는 것이 우랴의 걷~ 

익 수밖에 없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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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литературном пост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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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Логика типизации и детипизации 

в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м постороении реализма

Ли Кан Ын Ли Ки Ун

Эта статья  посвящ ена критическому пересмотру о концепции     

типичекое и типичность в теории отражения реализма предлагая применять 

новое понятие топос к исследованию с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текстом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Концепция типическое типичность нередко понимается механической 

универсализацией или зеркальным отражени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о этому 

пониманию неизбежно истолков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текст как результат   

односторонней редукци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а не живой орган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между автор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и читателем

Топос означает общий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ный базис на котором создатель  

текста и тот кто принимает его вместе рядом стоят говорят и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Если нет топоса между ними никакие характеры и никакие    

ситуации никак не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ся типическим и Топос им еет не 

только твердое и закрепленное качество позволяюще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быть возможной а гибкое всегда изменяемое заставляющее 

нас выходить из общего языко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 основе топоса сосушествуют и напряженно противостоят друг другу   

тенденции к типизации и к детипизации и напряжение между типизацией и 

детипизацией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и для автора и читателя В эт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ворческие 

силы субъектов текста сталкиваю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синтезируются как 

нов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текстами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путь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 тексту и обратно объясняемый понятием топо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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