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호프의 의사들

모스크바에 있는 체호프 박물관의 입구에 걸린 대리석 명판에는 이런 글

씨가 금색으로 새겨져있다. “위대한 러시아 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가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여기에서 살다.” 문에는 “의사 체호프”라는 명판도 

붙어 있지만, 커다란 대리석 명판 옆에서 주물로 만든 그 작은 명판은 그저 

형식적인 장식물처럼 보인다. 이 두 명판의 대비는 그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방식을 명료하게 대변해주는 것으로서, 실제로 체호프에 관한 

모든 전기들은 바로 그 두 명판의 크기에 비례하여,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벌

어진 비율로 위대한 ‘작가’이자, 간혹 ‘의사’로 기억되는 체호프의 삶을 다루

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새삼스럽게 거론될 일은 아니다. 문학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체호프를 아는 모든 독자들에게 체호프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소설가

이며 극작가로 기억된다. 체호프의 의술활동이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그의 문학 활동이 러시아문학과 세계문학에 미친 영향에 비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명한 사실은, 체호프가 작가로서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것이 곧바로 체호프가 작가로 입신한 이후 의술활동을 포기했거

나 소홀히 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작가로서 

인지하는 동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작가로 기억하게 될 미래의 독자들과는 

달리 체호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평생 복잡한 태도를 견지했다.

“당신은 나에게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짓일랑 그만두고 의술활동에 대해
서 더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하지요. 그런데 나는 어째서 두 마리 토끼를 쫓
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그대로 두 마리 토끼 말입니다. 날쌘 사
냥개라면 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나는 내 직업이 하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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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 개라는 생각을 할 때면 왠지 고무되는 느낌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더
욱 만족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의학은 나의 법적인 아내이고, 문학은 나
의 애인입니다. 한쪽에 질리면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밤을 보내는 겁니다. 
좀 문란한 생활이긴 하지만 대신에 지루하지는 않지요. 게다가 양쪽 모두 
내 배신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전혀 없단 말이죠. 만약 나에게 의학
이 없었다면, 나는 여가 시간과 남아도는 생각들(досуг и лишние мысли)을 
문학 쪽으로 돌릴 수 없었을 겁니다.”(1888년 9월 11일, 수보린에게 보낸 
편지: ПСП. 2, 326)1)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 말할 때면 항상 아이러니를 실어서 이야기하

는 체호프의 말투에 비추어본다면 위에서 필자가 강조한 문구들을 가벼운 농

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농담 섞인 말투일지언정 

의학에 대한 애정과 존중, 나아가 의학과 문학을 비교하면서 후자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체호프의 발언이 문필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은 물론, 러시

아 최고의 작가로 자리 잡은 이후까지도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흥

미롭다.2) 아울러 체호프의 이러한 태도가 의사로서의 활동 속에서 실천적으

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884년에 의과대학을 졸업

하고 군 자치회 병원의 의사로 직업의사의 경력을 시작한 체호프는 이후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개업의로서 진료활동을 지속했으며, 의사 간판을 내

린 후에도 틈이 나는 대로 집과 별장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비도 받지 

않고 치료해주었다. 콜레라가 창궐하던 1892년에는 전염병 지역에서 임시 군

의감으로 방역 활동을 했으며,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의학의 역

사｣라는 연구서를 집필했고, 두 개의 의학 잡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여했다. 
1890년의 사할린 여행에서 수행한 체호프의 헌신적인 의료조사활동은 러시

아 역병학 역사에 획기적인 장을 연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3) 비록 대작

가라는 명성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정도의 경력이라면 한 

개인의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여기서 인용되는 체호프의 작품과 편지는 1986년에 발행된 наука판 체호프 전집
에 의거한다. 30권짜리 이 전집에서 작품은 18권으로 편지는 12권으로 권수가 따
로 매겨져 있으므로 이후에 인용문에는 작품의 경우, “ПСС. 권수, 쪽수”, 편지의 
경우, “ПСП. 권수, 쪽수”를 인용문 뒤에 표기하겠다.

2) 1893년에 의사 오스트로프스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Медицина ― моя законная 
жена, литература ― незаконная.”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ПСП. 5, 169)

3) 체호프의 의술 활동에 대해서는 Мирский(2003), Шубин(1989)을 참조.



설마 체호프의 농담처럼 의학이 ‘여가 시간과 남아도는 생각들’만을 문학

에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업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

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며, 더욱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여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는 한층 의미심장하다. 체호프가 그

토록 애착을 보였던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의사활동으로 체득된 세계지

각의 방식은 그의 또 다른 정체성인 작가의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삼투되었

을까? 환자를 대하는 의사 체호프의 시선은 자신의 등장인물을 대하는 작가

의 시선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체호프 작품 속의 의사의 

형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의사-체호프의 주제를 문학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데, 여기에는 체호프의 의사라는 정체성을 문학외적인 사실로 간주하는 연구

자들의 시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문학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의

사 체호프가 작가의 삶에서 아무리 비중이 크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작가 체

호프의 여러 가지 전기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로 비쳐질 수 있다. 소위 ‘문학

의 학문’에서 시인의 전기는 시의 창작 활동을 설명하고 해명할 때에만 의미

를 갖는다는 르네 웰렉의 지적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면,4) 결국 연구자들은 

의사 체호프라는 문제가 작가의 창작활동을 규명하는 일에 의미 있는 시사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규명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도서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논문들

은 흥미롭게도 그 출처가 대부분 의학 관련 학술지였으며, 따라서 그 내용도 

본 논문의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는 ‘의학적’ 주변 이야기들이었다.
문학사와 작가의 전기들 속에서 다루어지는 의사-체호프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전형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장사에 관한 서술의 범위

를 넘어서지 않는다. 

체호프가 의사로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당신은 그의 예술적 

4) Wellek, Warren(1984), 75.



창작에 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단순성, 명료성, 묘사의 정
확성 같은 체호프의 기법 속에서 우리는 또한 실험과학자의 면모를 보게 
된다.5)

의사의 직업은 그의 모든 작품에 선명하고 깊은 각인을 남겼으며 전적으
로 독특한 특성을 부여했다. 개인보다는 유기체에게로 향해 있는 관심, 일
반적 원인들의 메커니즘과 이상현상의 우연성에 대한 분석적이고 극도로 
상세한 심사숙고 ―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능 있는 의학적 진단이 만들
어지는 것이다.6)

체호프가 자연과학자로서 교육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모든 사상적 층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과학의 
진리들은 시적인 광채로 빛이 났다. 사회-정치적 교조들이 아닌 바로 그러
한 진리들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올바른 삶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관념의 
원천이었다.7) 

체호프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실험 과학자이자 현미경처럼 
정 한 눈을 지닌 분석가이다⋯⋯. 매일의 일과였으며 문필 작업과 마찬가
지로 일생에 걸친 일이었던 의술활동은 러시아의 삶에 대해 독특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지식을 형성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삶에 대한 독특한 관계와 
이해와 취급방법 또한 형성했다. 그것이야말로 체호프가 자신의 ‘방법’이라
고 부른 것이었다.8)

체호프가 자연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문학에 도입했고, 따

라서 독특하고 근원적이고 심오했다는 것 이상으로 별다른 실질을 담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발언들의 목록을 여기에다가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체호프의 자연과학적 태도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

학 공부가 체호프로 하여금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는 힝글리의 발언이 그나마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문학

적 관점으로 풀어쓰면서 시학의 문제에 접근한 예로 보인다.9)

5) Гольцев(1894), 46-48(Чудаков(1986), 356에서 재인용).
6) Амфитеатров(1912), 27(Чудаков(1986), 359에서 재인용). 
7) Бялый(1973), 159.
8) Громов(1993), 157-158.
9) Hingley(1965), 49. 힝글리는 주로 가치 판단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중기 이후 체호프 창작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열
린 결말, 등장인물의 내면으로부터 거리를 둔 관찰자적 시점 등, 기법적 측면에서



‘의사 체호프’의 주제에 집중된 연구는 앞서 말했듯이 주로 의사들에 의해

서 이루어졌다. 1947년에 의사인 히쥬냐코프는 의학과 관련된 슈제트와 주인

공들, 질병의 묘사 등을 샅샅이 추려내고 이를 분류한 일종의 서지적 작업을 

통해서 88편 이상의 체호프 작품이 의학적 주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아

냈는데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최초의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10) 이후에 

나온 메베(Е. Меве), 슈빈(Б. Шубин)의 연구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미르스키(М. Мирский)와 영국인 시골의사 쿠프(J. Coope)의 연구서는 ― 열

거된 저자는 모두 의학박사, 또는 의사들이다. ― 일차적인 수준의 자료 정

리였던 히쥬냐코프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 체호프의 생애와 활동 전반을 전기

적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이를테면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

본 한 의사-작가의 생애이다. 다시 말해서 체호프의 생애에서 주로 의사로서

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부분을 추려내어 다루는 한편, 의사인 자신들의 시각

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 그리고 그 작품 속의 장면들을 설명

하고 있다. 가령, 미르스키가 체호프의 단편 ｢티푸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

을 보자. 그는 ｢티푸스｣에서 발진티푸스에 걸린 주인공이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와 헛소리,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한다. 

단편 ｢티푸스｣에서 체호프는 전형적인 ‘이중인격 헛소리(бред двойника)’, 
그리고 그런 헛소리와 함께 수반되는 인체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과 
지각의 독특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체호프는 그밖에도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주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하고도 흥미로운 현상들을 
여러 가지 기술했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 발생적 불쾌감이라고 정의
하는 바, 그것은 사물과 사람들에 대해 소원감 또는 “온몸으로” 구역질이 
날 정도의 혐오감을 느끼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무관심해지는 상태이며, 가

치 개념의 상실, 시간 지각에 있어서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  
발진티푸스에 대한 보로프스키의 학술 서적에 체호프가 기술한 이 증상 사
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11)

밑줄로 강조된 부분은 저자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단편 ｢티푸

도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Хижняков(1947) 참조. 
11) Мирский(2003), 98.



스｣의 가치를 체호프의 수준 높은 병리학 지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동료 

의사로서 무엇보다도 체호프의 의학 지식에 눈이 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환자의 증상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소설이 필요하고 천

재적인 작가의 재능이 필요하다면 그건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은가. 
간략히 개관한 바에 따라 의사 체호프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

점을 요약하면, 문학연구자들은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일반론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비껴가고 있으며, 의사 연구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시야의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대단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는 양자

의 시각이 사실은 동일한 종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

자 모두 실제 삶에서의 의사-체호프의 존재를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태도가 요구된다. 실제 삶 

속에서의 체호프의 형상을 작품 속에서 찾으려 하는 한, 우리는 계속 미궁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의사 체호프와 관련된 모든 형상들은 작가의 창작 

과정이라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시적 형상으로 변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블랙

박스를 열어볼 수 없는 우리는 ― 작가의 머릿속을 어떻게 열어보겠는가. 그

것은 먼 먼 미래의 뇌 과학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 여전히 그 안에

서 어떤 메커니즘이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블랙박스가 인

출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입력되었을 때

와 상태가 달라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작가에 의해 창조된 시적 형상이다.
 

의사 출신 작가라고 하여 반드시 의술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쓰란 법은 

없다. 그러나 의사 출신 작가가 기왕에 의술과 관련된 주제나 소재를 다룬다

면 독자들은 그에게서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 현장에 대한 생생

한 묘사를 기대할 것이다. 전업 작가가 되기 전까지 이십대에 의사 생활을 

했던 미하일 불가코프의 초기작 ｢젊은 의사의 수기(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1925-1927)는 독자의 그런 통념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일곱 편의 

연작 단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시골 병원에 부임하여 처음으로 의사 활



동을 시작한 젊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의대를 갓 졸업한 주인공

은 새파란 신참 의사를 못미더워 하며 걸핏하면 그를 전설적인 전임의사 레

오폴드 박사와 비교하는 간호사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첫 수술을 기적적으로 

해내고, 의학서적을 훔쳐 봐가며 거꾸로 선 태아를 성공적으로 받아내는 등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간다. 각 단편에서 묘사되는 수술이나 

치료 행위에는 그에 해당되는 약품, 의료기기, 처치 방법 등 의학을 전공한 사

람이 아니고는 알기 힘든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고 있다. 대단히 박진하고 사

실적인 묘사로 전개되는 의술의 현장, 잘못하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주

인공의 공포와 마침내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을 때의 터질 듯한 환희는 작

가의 실제 체험을 반영한 것이기에 더욱 실감난다. 크로닌(A. J. Cronin)의 의

료 소설 ｢성채｣에 나오는 앤드류 맨슨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휴머니스트는 아

니라 하더라도 부임 후 일 년 간 15,673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이백여 명의 입

원환자를 홀로 돌본 불가코프의 주인공은 헌신적인 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그런데 체호프의 의사들은 사뭇 다르다. 우선, 초기의 유머 단편 시절부터 

후기의 희곡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들에서 의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

으나 이들이 불가코프의 작품에서처럼 구체적인 치료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구체적인 치료 행위는 대체로 텍스트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며, 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양적인 비중이 미미하

거나 구체적인 정황 묘사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의사들이 긍정적인 이미지

로 제시되는 경우가 드물다. 초기 유머 단편에서 의사들이 희화되고 있는 것

은 장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중기 이후의 작품

에서는 희화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무기력하고 회의적이며 심지어 ｢세 자매｣
의 체부트이킨처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 상실한 채 의료 행위를 

방기하는 경우까지도 관찰된다. 문학 작품에서 의사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는 법은 물론 없으며 개별 작품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12) Булгаков(1989), 552. 불가코프는 1916년 9월부터 다음 해 구월까지 스몰렌스크 
현의 니콜스크 마을에서, 그리고 1917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뱌지마 시에서 
의사로 근무했는데, 연작 단편 ｢젊은 의사의 수기｣의 첫 작품이며 시간상으로도 
연작의 첫 시기에 해당되는 ｢수탉을 수놓은 수건｣에서 주인공 또한 1917년 9월 
16일 스몰렌스크 현의 무린스키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다고 설정함으로써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나지만, 체호프의 의사들이 위와 같은 특징들로 아우를 수 있는 일정한 경향

성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장에서는 체호프의 이러한 의사들을 편의

상 초기의 유머 단편 시기, 1885년 이후의 진지한 소설들, 그리고 후기 장막

극들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안토샤 체혼테 시절, 즉 1880년대 전반의 유머 단편들 가운

데에는 ｢카멜레온｣, ｢관리의 죽음｣처럼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도 

여러 개 있지만 수 백 편의 단편들 중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쓴 통속적인 글들로서 진지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의사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라는 창

작사 전반에 걸친 경향성이 일찍부터 발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히 일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ДОКТОР ЧЕРТОЛОБОВ
Специалист по женским, мужским, детским, грудным, спинным, шей- 

ным, затылочным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болезням. Принимает ежедневно с 7 
ч. утра до 12 ч. ночи. Бедных лечит 30-го февраля, 31-го апреля и 31-го 
июня бесплатно и 29-го февраля с большой уступкой. Молчановка, Гав- 
риков пер., собственный дом.(ПСС. 4, 154)

체르톨로보프 박사
여성, 남성, 아동, 흉부, 척추, 목, 후두부 및 기타 등등 전문의. 매일 오

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료. 가난한 환자는 2월 30일, 4월 31일과 6월 
31일에 무료로 진료하고 2월 29일에는 대폭 할인. 가브리코프 거리의 몰차
노프카, 개인병원. 

От насморка полезен настой из "трын-травы", пить который следует 
натощак, по субботам.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прекращено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возьми 

две веревки и привяжи правое ухо к одной стене, а левое к другой,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твоя голова будет лишена возмож- 
ности кружиться. 
У отравившегося мышьяком старайся вызвать рвоту,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чего полезно нюхать провизию, купленную в Охотном ряду. 



При сильном и упорном кашле постарайся денька три-четыре не 
кашлять вовсе, и твоя хворь исчезнет сама собою.(ПСС. 1, 100) 

코감기에는 “시시한 잡풀”로 달인 물약을 토요일마다 공복에 마시는 것
이 효과적이다. 

어지럼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멈출 수 있다. 노끈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오른쪽 귀에 매어 한쪽 벽에 걸고, 왼쪽 귀는 반대편 벽에 건다. 결
과적으로 당신의 머리는 빙빙 돌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비소 중독증 환자는 구토를 유발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호트느
이 랴드” 상점가에서 산 식료품 냄새를 맡으면 된다.

심하고 지속적인 기침에는 사나흘쯤 기침을 하지 않도록 시도해본다. 그
러면 당신의 병은 알아서 나을 것이다.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경우일 뿐이며 나머지 십 수 편의 사례들이 한결같

이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앞의 예는 ｢안토샤 Ч.의 광고 

사무실(Контора объявление Антоши Ч.)｣(1880) 중 한 부분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지정함으로써 의사의 비속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뒤의 예, ｢의사의 충고(Врачебные советы)｣(1985)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엉터리 처방을 보여준다. 
금전적인 탐욕은 이 시기의 의사 주인공들을 특징짓는 가장 빈번한 모티

프다. ｢최면술 시범(На магнетическом сеансе)｣(1883)에서는 뒷돈을 받고 최

면술사의 사기극을 도와주는 의사가, ｢사기꾼들(Ряженые)｣(1883)에서는 청중

들 앞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

한 의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위에서와 같은 짤막한 농담은 아니지만 여전

히 특별한 플롯이 없이 의사들의 탐욕을 풍자적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여자

의 복수(Месть женщины)｣(1883)는 짧은 장면 속에서 기막힌 반전을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는 왕진을 부탁한 의사를 기다리다 지

쳐서 스스로 치과의사에게로 간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간 줄 모르고 그 

집에 도착한 의사는 비록 병은 치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소

비한 데 대한 대가로 10루블의 왕진료를 집요하게 요구한다.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던 환자의 아내는 꾀를 내어 의사를 유혹하고 거꾸로 그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얘기다.
 이 시기의 체호프를 지배했던 장르의 특성상 모든 종류의 인간과 제도가 

풍자될 수 있으며 거기서 의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작가 자신이 의사, 



그것도 자신의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요

하게 의사의 악덕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가령 의사의 실수나 어

리석음, 허세 같은 것들이 풍자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체호프는 굳이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가장 비속한 악덕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 어찌됐건 초기 단편에서 보이는 돈에 눈 먼 의사들의 이미지가 이후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13) 이는 풍자라는 장르의 특성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풍자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개 익명의 사회적 전형이며, 설사 그 대상이 

개인의 형상으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특정한 사회 계급이나 사회

적 집단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풍자의 세계를 떠난 중

기 이후 체호프 작품 속의 인물들이 몇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도식적인 전

형의 담지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들 또한 더 이상 공

통의 악덕이나 공통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직업 집단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느 인간들과 다름없는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사적인 삶을 영위하

는 개인으로서 등장한다.

앞에서 체호프의 작품 속에 질병의 치료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장

면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되는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된다. 
요컨대 체호프의 의사들은 병원이나 진료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는 것이다. ｢시골 의사들(Сельские Эскулапы)｣(1882)에서 경찰서장과 함께 

사냥을 나간 의사를 대신하여 병원을 지키고 있는 조수들은 쓸데없는 라틴어 

약명을 주워섬기고 엉터리 처방을 남발하면서 주인이 부재한 이 병원을 광대

놀이의 무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 ｢수술(Хирургия)｣(1884)에서는 결혼식을 

13) 의사 출신 연구자로서 체호프에 대한 전기를 쓴 슈빈은 초기 단편에서의 이러한 
특징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엉뚱하게 ｢결투(Дуэль)｣(1891)에 등장하는 
의사 우스티모비치와 ｢이오느이치(Ионыч)｣(1898)의 의사 스타르쩨프를 기업가적 
의사, 고리대금업자 등으로 전단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의사 우스티모비
치가 결투에 입회하는 대가로 당사자들에게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의 금전욕 
보다는 냉소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스타르쩨프가 돈에 집착하는 모
습도 그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인생의 한 시점부터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이
해해야 할 것이다(Шубин 1989:172-173).



올리기 위해 출타중인 의사를 대신하여 조수가 엉터리 치과 시술을 벌인다. 
이처럼 조수들이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동안 의사들은 자기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제각각 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의사(Доктор)｣(1897)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은 올가 이바노브나의 응접

실이다. 의사 쯔베트코프는 그녀의 외아들 미샤를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불

려왔다. 미샤는 치명적인 뇌종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Он опять сел и задумался. Горький, умоляющий плач, похожий на 
плач девочки, продолжался. Не дожидаясь его конца, Цветков вздохнул 
и вышел из гостиной. Он направился в детскую к Мише. Мальчик по- 
прежнему лежал на спине и неподвижно глядел в одну точку, точно 
прислушиваясь. Доктор сел на его кровать и пощупал пульс.
― Миша, болит голова? ― спросил он.
Миша ответил не сразу:
― Да. Мне всё снится.
― Что же тебе снится?
― Всё...
Доктор, не умевший говорить ни с плачущими женщинами, ни с 

детьми, погладил его по горячей голове и пробормотал:
― Ничего, бедный мальчик, ничего... На этом свете нельзя прожить 

без болезней... Миша, кто я? Ты узнаешь? 
Миша не отвечал.
― Очень голова болит?
― О... очень. Мне всё снится.
Осмотрев его и задав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горничной, которая ходила 

за больным, доктор не спеша вернулся в гостиную. Там уже было темно, 
и Ольга Ивановна, стоявшая у окна, казалась силуэтом.(ПСС. 6, 310)

그는 다시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소녀 같은, 애원이 담긴 서러운 울음소
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쯔베트코프는 울음이 그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한
숨을 쉬며 응접실을 나왔다. 그는 미샤가 있는 아이 방으로 향했다. 꼬마는 
예전처럼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마치 경청하는 듯한 자세로 한 점을 꼼작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의사는 침대 옆에 앉아 꼬마의 맥을 짚어 보았다.

“미샤, 머리가 아프니?” 그는 물었다.
미샤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네.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슬피 우는 여자나 아이들과 대화하는 재주가 없는 이 이사는 꼬마의 뜨거
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불쌍한 애야, 괜찮아⋯⋯. 누구도 병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단다⋯⋯. 미샤, 내가 누구지? 날 알아보겠니?”

미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가 많이 아프니?”
“많이⋯⋯. 계속 꿈을 꿔요.”
꼬마를 살펴보고 환자를 보살피러 들어온 하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의사는 응접실로 느릿느릿 돌아왔다. 응접실은 벌써 어두워졌고, 창가에 
서있는 올가 이바노브나가 실루엣으로 보였다.

단지 맥을 한 번 짚어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을 환자에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몽환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장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뒤에는 전혀 뜻밖의 전개가 

이어진다. 의사는 극도의 비탄에 잠긴 꼬마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

야 될지 고민하며 한참 동안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끝에 꼬마가 자신의 아

이가 맞냐는 질문을 던진다. 사정은 이렇다. 평생 독신자로 살았던 의사는 

미혼모 올가 이바노브나와 한때 연인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미샤가 그로 인

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는 변호사 페트로프와 

쿠로프스키도 비슷한 연유로 자신들이 미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올가 이

바노브나는 극도의 비탄 속에서도 의사의 추궁에 대해 끝내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이에 격분한 의사는 폭언을 퍼부으며 화를 내다가 이내 후회하며 여자

에게 사과한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아이를 앞에 두고 통곡하는 어머니와 이

를 위로하는 의사를 보여주던 장면이, 순식간에 연인 관계의 진실을 추궁하

고 아이의 친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바뀌어 버린다. 물론 어머니와 의사는 

여전히 아들의 혹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꼬마의 불행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아들도 소중하지만 세 명의 옛 연인들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꼬마에게 치유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로서는 이미 꼬마의 생사가 관건이 아니

라, 꼬마와 꼬마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가가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체호프 작품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사(Докто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단편은 의사의 직업적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의 모티프는 이 작품 속에서 반전의 아이러니를 강화하는 구성적 기능만

을 담당할 뿐이다. 
비슷한 방식의 일탈적 구성이 ｢적(Враги)｣(1887)에서도 실현된다. 이야기는 

의사 키릴로프의 여섯 살 난 외아들이 5분 전에 디프테리아로 죽었다는 사

실을 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키릴로프와 그의 아내가 죽은 

자식 옆에서 비탄에 잠겨 있는 장면이 미쳐 전개될 틈도 없이 불청객이 틈

입하여 부부의 애도를 방해한다. 아보긴이라는 이름의 이 지주는 아내가 동

맥류로 발작을 일으켰다며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인류애니 의

사의 사명이니 하는 말을 들먹이며 (텍스트 세 쪽에 걸쳐) 이어지는 아보긴

의 집요한 설득에 저항하다가 왕복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라는 말

에 결국 마음이 움직인 키릴로프는 아보긴의 아내를 봐주러 그의 집으로 동

행한다. 그러나 정작 아보긴의 집에 도착해보니 그의 아내의 발작은 꾀병이

었고 그녀는 애인에게로 도망친 것으로 밝혀진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사

로잡힌 아보긴은 허탈감과 분노로 전율하는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의

사에게 자신의 신세타령을 늘어놓고, 이에 격분한 의사는 아보긴과 심한 욕

을 주고받으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Всю дорогу доктор думал не о жене, не об Андрее, а об Абогине и 
людях, живших в доме, который он только что оставил. Мысли его были 
несправедливы и нечеловечно жестоки. Осудил он и Абогина, и его 
жену, и Папчинского, и всех, живущих в розовом полумраке и пахнущих 
духами, и всю дорогу ненавидел их и презирал до боли в сердце. И в 
уме его сложилось крепкое убеждение об этих людях.(ПСС. 6, 43)

길을 달리는 내내 그가 생각했던 건 아내에 대해서도, 안드레이에 대해
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보긴과 자신이 방금 전 떠난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에 대한 것이었다. 그 자의 생각들은 정당하지 않았으며 비인간적일 정도로 
잔인했다. 의사는 아보긴을, 그의 아내를, 파프친스키를, 그리고 향수 냄새
를 풍기며 장밋빛 어스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마음속으로 비
난했으며, 길을 달리는 내내 그들을 증오하면서 가슴이 조여들 정도로 그들
을 경멸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만들어졌다. 

통상 체호프의 단편 ｢적｣은 겉으로는 고상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내세

우고 있지만 본래의 모습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상류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인간들에 대한 체호프의 적개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이해된다.14) 슈빈처럼 이 

작품에서 의사의 의무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갈등을 읽는 것도 전적으로 가

능하다.15) 그러나 이 작품을 그런 사회적 주제의 측면이 아니라 구성의 차원

에서 조명해 볼 수도 있다. 방금 전 하나 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잃은 의사

가 아들이 죽은 지 한 시간 남짓 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어처구니없는 소극

의 주인공이 되더니 급기야 아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은 채 계급적 분노에 

사로잡힌 투사로 변해 버린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에 국한해서 본다면 키릴

로프는 본의든 아니든 병원이나 의료 현장을 떠나 엉뚱한 곳을 배회하고 있

는 의사들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의사｣의 쯔베트코프와 ｢적｣의 키릴로프가 공교롭게도 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서 그렇지,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두 사람

은 어쩌면 성실하고 유능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의 경계 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다. 
체호프의 의사들 중 텍스트 상에서 드물게 모범적인 의사로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베짱이(Попрыгуня)｣(1891)의 드이모프이

다. 작품 말미에서, 방금 전 그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동료들의 평가에 따

르면 드이모프는 자신들 모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고 비범하며, 엄청

난 재능을 지녔으며, 모든 이의 기대를 모은 인물이었고(“Это, если всех нас 
сравнить с ним, был великий, необыкновенный человек! Какие дарования! 
Какие надежды он подавал намвсем!”: ПСС. 8, 30), 단지 의사로서의 자질

만 그럴 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선량하며, 순결하며, 사랑할 줄 

아는 영혼, 인간이 아닌 유리였다(“Добрая, чистая, любящая душа ― не   
человек, а стекло!”: ПСС. 8, 30). 그러나 동료의 허망한 죽음으로 인해 흥

14) Ермилов(1959), 166-176. 예르 로프는 귀족 계급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는 의
사가 등장하는 ｢공작부인(Княгиня)｣(1889)을 ｢적｣과 형제 관계에 있는 작품이라
고 말하면서 동일한 맥락의 설명을 하고 있다. 

15) Шубин(1989), 178. 슈빈은 ｢적｣과 유사한 모티프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 ｢거울 
(Зеркало)｣(1885)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티푸스에 걸려 위중한 상
태이면서도 환자 가족의 강요에 못 이겨 왕진을 나가는 의사가 등장한다. 사실  
｢거울｣에서의 상황은 주인공 넬리의 공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실제로 체호
프가 교외에 거주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멜리호보에서 전염병 구제 활동을 
할 때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상기한
다면 다분히 체험적 요소가 이 작품 속에도 개입되어 있으리라고 볼 수 있다.



분한 의사들의 평가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자. 문학적 형상으로

서의 드이모프는 과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드이모프의 뛰어난 의

사로서의 자질은 동료의 몇 마디 평가에서만 언급될 뿐, 작품 속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 즉, ｢베짱이｣에는 여전히 병원이나 진료실

이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이토록 훌륭한 의사가 활약하는 모습 또한 텍스트 

경계 뒤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의사를 무시하고 

혹사시키는 아내의 우스꽝스러운 예술 활동과 경박한 애정 행각만이 전면에 

제시된다. 착한 드이모프는 아내의 허영심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 

두 개의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별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지내는 아내

의 음식 수발을 드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정부가 사랑싸움을 벌이

는 것조차 묵인한다. 결국 유일하게 모범적인 의사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 작

품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이모프의 형상은 훌륭한 의

사가 아니라 어리석은 아내의 무관심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사라져 가는 무

력한 한 남편의 모습인 셈이다. 
드이모프처럼 비범하지도 착하지도 않지만 바람난 아내로 인해 괴로워하는 

병든 의사의 형상은 ｢배우자(Супруга)｣(1895)에서 다시 반복된다. 그런가 하

면 ｢이오느이치(Ионыч)｣(1887)의 의사 이오느이치는 결혼할 수 있었던 유일

한 기회를 상대방 처녀의 변덕 때문에 날려 버리고 돈 버는 재미에만 몰두

한 채 공허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음모(Интриги)｣(1887)의 의사 쉘레스

토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망상 속에 떨고 있고,  
｢지루한 이야기(Скучная история)｣(1889)의 저명한 노교수 니콜라이 스테파

노비치는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지난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뿐더러 조카딸의 정신적 방황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신에

게 좌절한다. 어느 경우에든 의술 자체는 항상 작품의 중심에서 려나 있

고, 의사들은 환자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으며, 그들의 형상은 

병적이거나 어딘가 일그러져 있다.
의사가 등장하는 체호프의 작품 중에서 ｢6호실(Палата No.6)｣(1892)은 가

장 기괴한 사례일 것이다. 통상 이 작품은 사상적, 철학적 소설로 읽혀 왔으

며, 의학적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될 때는 주로 정신병에 대한 작가의 깊

은 지식과 정확한 증상 묘사가 평가된다.16) 그러나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본다

16) 예컨대 이런 식이다. “형언할 수 없는 솜씨와 깊이로 그는 자기 주인공들의 심리



면,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체호프 작품에서 병원과 그 병원의 거주인들이 본

격적으로 묘사되는 유일한 예로서 눈길을 끈다. 병원의 외관과 병동의 내부 

구조, 6호실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의사들과 조수들에 대해서는 

물론 병원의 운영 체계에 관해서도 세세한 묘사가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주

지하다시피 이 정신병동에서 행해지는 일은 치유와 거리가 멀다. 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병원 근무자들의 

억압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모처럼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 병원이 오히려 환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공간이라는 것은 지독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지독한 역설은 의사가 소설의 말미에 환자로 뒤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선상에서 이 사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동안 병원 밖을 배회하며 사생활에 

몰두해 있던 체호프의 의사들을 대표하여 의사 라긴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

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더라.’ 의사 라긴과 환자 그

로모프 사이의 장황한 철학 논쟁은17) 마치 마술사가 변신을 준비하는 동안 

미희의 춤으로 관객의 시선을 흩어놓듯이, 라긴의 어처구니없는 변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변신은 이제

까지의 체호프의 창작사에서 의사의 형상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합목적적인 

귀착점이기도 하다.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들 속에서 그들은 항상 

치명적인 병을 가진 환자이거나 그런 환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집요하게 

와 감정과 고민을 보여주었다. 그는 임상적 기술의 진정한 과학적 정확성을 통해
서 인간의 정신 병리학을 보여주었다.”(Мирский 2003:117) 

17) 간결성을 중시하는 체호프 문체의 원칙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논쟁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경제적으로 늘어진다. ‘정의든 합리적 지성이든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스토아 철학은 가진 자의 기만일 뿐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감옥이다.’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두 사람의 논쟁을 위해 그토록 긴 
분량의 텍스트가 할당되어야 했을까? 아마도 체호프는 2년 전의 사할린 여행을 통
해 체험한 전제주의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사념들을 이 작품 속에서 맘껏 쏟아
놓고 싶었을 것이다. 혹은 (체호프에게 도무지 어울리는 장르가 아니었던) 중편 소
설의 형식이 주는 부담을 이런 방식으로 미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
우가 됐든 이 부분은 매우 비체호프적이다. 이런 러시아식 철학 논쟁이 그의 후기 
희곡들 속에서 얼마나 소격화되고 있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6호실｣ 
속의 장광설도 기이하지만,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수십 년 동안 2차적인 장광
설을 생산해낸 러시아 연구자들의 전통적인 시각은 더욱 기이하다. 대표적으로  
Бердников(1984:273-293)를 볼 것.



의사의 형상을 잠식해온 환자의 이미지는 ｢6호실｣의 라긴이라는 인물 속에

서 마침내 전자의 꺼풀을 완전히 찢고 나와 버린 것이다.

｢6호실｣의 라긴은 체호프의 의사들 중 한 부류를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환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열정이 유별나

서 급기야 스스로 환자가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쨌건 그는 환자와 잡담을 

나누고 있을 뿐 의식적인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왕진 중에 

생긴 일(Случай из практики)｣(1898)에 나오는 코롤료프도 이 부류에 해당되

는 의사이다. 한 공장주의 외동딸 리자가 발작을 일으켜서 코룔료프가 불려

간다. 가족은 그녀가 심계항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녀를 막

상 진찰해 본 의사는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처방도 

내리지 않는다. 이 의사는 마치 대화로 치료를 대신하는 듯하다. 

Вы в положении владелицы фабрики и богатой наследницы не- 
довольны, не верите в свое право и теперь вот не спите, это, конечно, 
лучше, чем если бы вы были довольны, крепко спали и думали, что 
всё обстоит благополучно. У вас почтенная бессонница; как бы ни бы- 
ло, она хороший признак.(ПСС. 10, 84)

당신은 공장의 소유자이며 부유한 상속자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워 하며 자신의 권리를 믿지 못한 채 이제 잠도 못 자고 있군요.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만족스러워 하면서 편히 자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
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당신의 불면증은 존
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징조예요.

코롤렌코의 이런 행동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 대한 깊은 이

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의사는 리자의 병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거칠고 불결한 공장의 환경, 이천여 명의 노동자가 세 사람의 생활을 위

해서 혹사당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 ― 이런 것들이 리자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며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체호프의 후기 희곡에 나오는 의사들    

(｢갈매기｣의 도른, ｢바냐 삼촌｣의 아스트로프, ｢세 자매｣의 체부트이킨)은 환



자를 치료하는 일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채, 이웃사람들과의 사적인 교류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18) 앞서 말했듯이 이전의 의사들이 

주로 병원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해당 작품들의 액자가 당초에 그렇게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진료실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는 확인될 길이 

없다. 그러나 위의 세 의사의 경우, 의술과 환자로부터 거리를 두는 언행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갈매기｣에서 55세의 의사 도른은 한때 전 현을 통틀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산부인과 의사였고 항상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지만(“Лет 10-15 назад, вы 
помните, во всей губернии я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порядочным акушером.   
Затем всегда я был честным человеком.”: 1막, ПСС. 13, 11), 그것은 십여 

년 전의 일이고 현재는 주로 아르카디나 가족 곁에서 소일하면서 예술과 여

행에 대한 고담준론을 나누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에는 

별 관심이 없다. 환자를 구박하는 도른의 태도를 단순한 장난기라고 보기에

는 그 정도가 심하다.

Аркадина. Ты не лечишься, а это нехорошо, брат.
Сорин. Я рад бы лечиться, да вот доктор не хочет.
Дорн. Лечиться в шестьдесят лет!
Сорин. И в шестьдесят лет жить хочется.
Дорн (досадливо). Э! Ну, принимайте валериановые капли.
Аркадина. Мне кажется, ему хорошо бы поехать куда-нибудь на воды.
Дорн. Что ж? Можно поехать. Можно и не поехать.
Аркадина. Вот и пойми.
Дорн. И понимать нечего. Все ясно.(2막, ПСС. 13, 23)

18) 후기 장막극들과는 시기상으로 멀고 드라마투르기의 측면에서도 이질적이기 때문
에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특징은 ｢갈매기｣ 이전의 장막극들, 
즉 ｢후레자식(Безотовщина)｣(1881), ｢숲의 정령(Леший)｣(1887), ｢이바노프(Иванов)｣
(1889)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후레자식｣에 나오는 젊은 의사, 트릴레쯔키는 
경망스럽고 수다스러우며 ‘빚을 갚기 위해 많은 환자가 필요하지만’ 정작 자신의 
친조카가 병에 걸렸는데도 하품만 할 정도로 무성의한 의사이다. ｢이바노프｣의 
의사 르보프는 이바노프를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며 병든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은 
그를 비난하지만, 그가 딱히 치료행위를 하는 장면은 희곡 속에서 눈에 띄지 않
는다. ｢숲의 정령｣의 의사 흐루쇼프는 알다시피 ｢바냐 삼촌｣의 의사 아스트로프
의 원형이다. 그는 아스트로프와 비슷한 언동을 (나이가 젊은 만큼) 아스트로프 
보다 좀 더 과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아르카디나: 오빠는 치료를 안 받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소린: 기꺼이 받고 싶지만 여기 이 의사가 하려고 들질 않으니.
도른: 예순 살에 무슨 치룝니까!
소린: 예순 살이라도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야.
도른: (짜증스럽게) 에이! 그럼, 쥐오줌풀 달인 물이라도 드시구려.
아르카디나: 내가 보기에 오빠는 어디 온천이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른: 뭐라구요? 가는 것도 좋겠지. 안 가도 별 일 없고.
아르카디나: 이해가 안 가네.
도른: 이해고 자시고도 없어요. 뻔한 일인데.

3막에서 자살 시도로 머리를 다친 트레플레프가 의사 도른이 늦는 바람에 

어머니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결국 4막에서 자살한 트레플레프를 위해 

도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사망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는 점도 상기해

야 할 것이다. 
도른이 예술가들을 선망하여 이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동안, ｢바냐 삼촌｣

의 의사 아스트로프는 벌써 한 달 째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세레브랴코프 교

수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옐레나를 쫓아다니고 있다. 도른이 외국 여행에서 

말년의 즐거움을 찾았듯이 아스트로프는 주변의 숲을 관리하는 것에서 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환자들을 치료했던 젊

은 시절을 회상할 때면 아스트로프는 현저하게 침체되지만, 러시아의 숲에 

대해 열변을 토할 때의 그는 딴 사람처럼 활기차다. 아스트로프도 도른과 마

찬가지로 한때는 훌륭한 의사였으나,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십 년 만에 다

른 사람이 돼버려서(“Да... В десять лет другим человеком стал.”: 1막,    
ПСС. 13, 63), 지금은 때때로 폭음을 하는 속물로 전락했다.

Да... Надо сознаться, ― становлюсь пошляком. Видишь, я и пьян. 
Обыкновенно, я напиваюсь так один раз в месяц. Когда бываю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то становлюсь нахальным и наглым до крайности. Мне тогда 
всё нипочем!(2막, ПСС. 13, 81)

아스트로프: 뭐?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속물이 되어가고 있다네. 
보다시피 이렇게 취했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폭음을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극도로 뻔뻔스럽고 무례해지거든. 그럴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젊은 시절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 엄격하며 게다가 독설가



의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에 위와 같은 고백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의사의 직무에 대해 예전 같은 열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의사 도른이 소린에게 그러하듯 세레브랴코프 교수의 

병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물론 세레브랴코프가 까다로운 환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텍스트 속에서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그의 

태도가 다른 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Вы писали, что он очень болен, ревматизм и еще что-то, а оказыва- 
ется, он здоровехонек.(1막, ПСС. 13, 69)

댁에서 보낸 편지로는 남편께서 류머티즘이다 뭐다 해서 매우 편찮으시
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 건강하시네요.

(Осматривает склянки на столе.) Лекарства. Каких только тут нет 
рецептов! И харьковские, и московские, и тульские... Всем городам 
надоел своею подагрой. Он болен или притворяется?(2막, ПСС. 13, 81)

(테이블 위의 약병들을 둘러보며) 이 약들 좀 보게. 처방이란 처방은 다 
있네! 하리코프, 모스크바, 툴라⋯⋯. 자기 통풍을 가지고 온갖 도시들을 돌
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혔구먼. 이 양반 정말로 아픈 건가, 아니면 아픈 체 
하는 건가?

조락한 의사의 형상은 ｢세 자매｣의 체부트이킨에서 최악의 방식으로 완성

된다. 도른과 아스트로프가 비록 지금은 나이 들고 지치긴 했을지언정,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고 유능한 의사였던 데에 반해, 평생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

았고 대학을 나온 이후로 신문을 제외하고는 책이라곤 한 권도 읽지 않은19) 
체부트이킨은 당초부터 게으르고 변변치 못한 군의관이었다. 그나마 알고 있

었던 의료 지식마저 다 잊어버려서 이제는 환자를 치료할 의지도 능력도 없

는 그는 의사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

다.20) “어차피 마찬가지(всё равно)”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자신의 비겁

19) “А я в самом деле никогда ничего не делал. Как вышел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так 
не ударил пальцем о палец, даже ни одной книжки не прочел, а читал только 
одни газеты...”(1막, ПСС. 13, 124)

20) “Черт бы всех побрал... подрал... Думают, я доктор, умею лечить всякие 
болезни, а я не знаю решительно ничего, все позабыл, что знал, ничего не 
помню, решительно ничего.”(3막, ПСС. 13, 160).



한 현실도피를 정당화하던 그는 투젠바흐와 솔료느이의 결투에 입회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야비한 직무를 수행한다. 

В голове пусто, на душе холодно. Может быть, я и не человек, а 
только делаю вид, что у меня руки и ноги... и голова; может быть, я и 
не существую вовсе, а только кажется мне, что я хожу, ем, сплю. 
(Плачет.) О, если бы не существовать!(3막, ПСС. 13, 160)

머리는 텅 비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어. 어쩌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팔다리가 있고 머리통이 있다는 걸로 인간인 척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그냥 걸어 다니고, 먹고, 자
고 이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 (운다.) 오, 차라리 내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좋겠어!

“마침내 체호프가 자신의 의사들을 실존적 무(existential nothingness)로 격

하시켜 버렸다.”는 오버의 표현은 적절하다.21) 창작 활동의 초기부터 진화해 

온 부정적인 의사의 형상이 체부트이킨으로 완성되었으니 이제 체호프의 작

품 속에서 더 이상 의사가 나올 일은 없어졌다.
체호프의 마지막 희곡이자 마지막 작품인 희극 ｢벚꽃 동산｣에는 의사가 등

장하지 않는다. 의사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도 없

다.22)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마치 과거의 작품들 속에서의 갈등과 원

망을 청산하듯 서로를 관용하며 당면한 시련에 초연한 채, 체호프의 극장 위

에서 마지막 축제를 벌인다. 이런 자리에 의사나 질병이 끼어들 틈은 없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체호프는 의사라는 직업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

으며, 대작가로 성공한 후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의술활동을 포기하지 않

21) Ober(1973), 74.
22) 피르스가 병약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도 몇 살인지 모를 만큼 나이를 먹

은 피르스를 굳이 환자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단원에서 피르스를 병원
에 데려가기로 했던 가족들이 결국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떠나간다는 사실은 
체호프의 마지막 농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으려 했고, 학문으로서의 의학에도 열정을 가진 성실한 의사였다. 따라서 작

품 속에 나오는 부정적인 의사의 형상은 실제의 체호프와 외연적인 연관이 

없다. 체호프의 의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 체호프의 모습만을 따로 

떼어내어 텍스트의 형상과 그림을 맞추기보다 체호프라는 인격적 총체를 관

통하고 있는 딜레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체호프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1884년은 그가 결핵으로 처음 객혈을 한 해였으

며, 작가로서 체호프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이기도 하다. 그

렇게 시작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작가라는 딜레마는 체호프와 평생을 함께 

하게 된다. 질병과 조락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병원 밖을 배회하는 체호프

의 이상한 의사들은 작가 자신의 위와 같은 딜레마가 예술적인 변형을 거치

면서 묘한 방식으로 형상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체호프의 의사 주인공들에게는 육체적인 증상의 근원에 자리 잡은 내면의 

병,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질병을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

다. 삶이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면,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하겠다

는 건 망상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체호프의 의사는 다만 진단을 내릴 뿐 

처방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벚꽃동산｣의 무능하고 멍청한 귀족 가예프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진실을 통찰하고 있었다. 즉, “어떤 병에 대

해 너무 많은 처방이 제안된다면, 그것은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뜻이다(Если 
против какой-нибудь болезни предлагается очень много средств, то это   
значит, что болезнь неизлечима).” 삶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

한 것은 약이 아니라 그 병을 직시하고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비극적 용기

다. 그 지점에서 의사 체호프는 작가 체호프로 읽히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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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Врачи Чехова  

Пак Хён Соп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образов врачей в произведе- 
ниях А. П. Чехова.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бращавшиеся к теме врачей у Чехова, 
ошибочно пытались найти в его творчестве черты самого врача-Чехова. 
Однако надо подойти к этому вопросу с нов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едь все 
черты самого врача-Чехова неизбежно проходят через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и перевоплощаются в поэтические образы. Чтобы понять чеховских вра- 
чей,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все те дилеммы, которые пронизывают цельную 
личность Чехова. Дилеммы между врачом и больным, врачом и писателем 
сопутствовали писателю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его жизни. Необычные образы 
чеховских врачей,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блуждают вне стен больницы ― 
результат поэтического воплощения этих самых дилемм. Образы врачей у 
Чехова преломлены сковзь призму автор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на основе физических симптомов усматривается болезнь души, а 
рамки личной болезни раздвигаются до болезненности всего мира. Если 
жизнь оказывается болезнью предшествующей смерти, то врачи здесь 
ничем не могут помочь. Вот почему чеховские врачи только ставят 
диагноз, но не выписывают рецепто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