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의 서사와 도스토예프스키
– 미성년을 중심으로*

김 연 경**

도스토예프스키는 세계문학사에서 고백의 서사(혹은 1인칭 서사(Icherzälung))
의 전통을 가장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작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1) 특히
초기 바흐친은 미적 활동에서의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 특히 주인공의 의미론
적 총체를 연구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고백’의 마지막 단계, 즉
‘종교적 순진함’의 단계를 넘어선, 신과 인간을 향한 투쟁의 어조로 가득 찬
단계의 형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이어,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서의 개작을 기
획하며 그의 작품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고백”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고
백들’이 “총체의 형식이 아니라 묘사 대상”으로서 “안팎에서 제시”됨을 강조
한다.3) 다소 범박하게 말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 고백의 서사는 ‘영혼의
형식’, 즉 오직 그만이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지하의 비극”(трагизм
подполья)4)이 낳은 형식이다. “지하의 시인”(16, 330)은 그가 지닌 ‘기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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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ith(1996), 21-42; Криницын(2001), 97-106, 110-114; 김연경(2006), 144-147.
2) Бахтин(1979), 128, 121-131.
3) Бахтин(1979), 313.
4) 미성년을 구상하며 그가 피력한 자부심을 보라: “А подполье и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Я горжусь, что впервые вывел настоящего человека русского большинства и впервые разоблачил его уродливую и трагическую сторону. Трагизм состоит в сознании уродливости. (…) Только я один вывел трагизм
подполья, состоящий в страдании, в самоказни, в сознании лучшего и в
невозможности достичь его и, главное, в ярком убеждении этих несчастных,

의식’ 때문에 ‘지하의 수기’를 쓸 수밖에 없다.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
는 심술궂은 인간이다”(5, 99)라는 말로 시작되는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고
백의 서사 자체를 묘사 대상으로 삼아 ‘안팎’에서 조명했다는 점, 따라서 일
종의 ‘메타고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А впрочем: о чем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порядочный человек с наи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твет: о себе.
Ну так и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о себе.(5, 101)
그나저나, 점잖은 사람이 가장 큰 만족감을 맛보며 얘기할 수 있는 주
제는 과연 무엇일까?
대답인즉,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 그럼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다.

이어 2부에서(｢진눈깨비에 관하여｣) 지하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각각 익명의 장교, 동창생들, 하인 아폴론, 매춘부 리자 등과의
접촉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는바 “‘지하’에서는 낭만주의와 이상주
의를 양식으로 한껏 고양되었던” 그가 “‘지상’에서는 볼품없는 외모와 사회
적, 경제적 지위로 인한 콤플렉스, 괴상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우스꽝스러운 낙오자로 전락”5)한다. ‘살아 있는 삶’(지상)과 ‘관념’(지하)의 충
돌로 인해 철저히 망가진 젊은 날의 지하 인간(2부)이 모종의 진화 작용을 거
쳐 마흔 살의 지하 인간(1부)으로 거듭난 셈이다. 물론 이 희비극의 핵심은
리자가 간파한 대로 ‘모방 욕망’(책에 따라 말한다/산다)에 있다. 어떻든 1부
와 2부 사이에 인과론적이고 발생론적인 관계를 설정해본다고 해도 2부의 내
용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된 또 하나의 허구이다. 2부의 주인공인 젊은
지하 인간의 형상이 1부에서 의기양양하게 선언된 원칙에 얼마나 부합할까.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1부(｢지하｣)가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애초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의 제목을 ‘고백(록)(Исповедь)’으로 생각하
기도 했거니와(5, 375) ‘고해성사’는 그 자체로 죄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어떤
что и все таковы, а стало быть, не стоит и исправляться!”(Достоевский 19721990, Т. 16, C. 329. 이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과 여러 글의 인용은 본 전집에
근거하며 인용문 뒤에 권수와 쪽수를 병기하도록 한다.)
5) 김연경(2010), 207.





의미에서는 그 행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죄를 짓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자.
Теперь же, когда я не только припоминаю, но даже решился записывать, теперь я именно хочу испытать: можно ли хоть с самим собой
совершенно быть откровенным и не побояться всей правды? Замечу
кстати: Гейне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верные автобиографии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ы, и
человек сам об себе наверно налжет. По его мнению, Руссо, например,
непременно налгал на себя в своей исповеди, и даже умышленно налгал,
из тщеславия. Я уверен, что Гейне прав; я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нимаю, как
иногда можно единственно из одного тщеславия наклепать на себя цел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даже очень хорошо постигаю, какого рода может быть
это тщеславие. Но Гейне судил о человеке, исповедовавшемся перед
публикой. Я же пишу для одного себя и раз навсегда объявляю, что если
я и пишу как бы обращаясь к читателям, то единственно только для
показу, потому что так мне легче писать. Тут форма, одна пустая форма,
читателей же у меня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Я уже объявил это.(5, 122)
한데 지금은 회상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나가는 것까지 결심한 만큼 꼭 시
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나는 하다못해 나 자신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 어떤 진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곁들어
지적하자면, 하이네는 믿을 만한 자서전이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인간이
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 루소는 저 고백록에서 틀림없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허영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머리까지 굴려가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하이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오
로지 허영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에게 온갖 죄를 덮어씌우는 일이 이
따금씩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며, 심지어 이것이 어떤 종류의 허영심
인지도 아주 잘 간파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네는 대중 앞에서 고백한 사람
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쓰
는 것이고, 내가 독자를 대하는 듯한 투로 쓰고 있다면 그건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이며 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좀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경
우엔 형식, 하나의 텅 빈 형식만 있을 뿐, 독자 같은 건 내게 결코 없을 것
이다. 이 점은 이미 일러뒀잖은가⋯⋯.

지하 인간이 ‘나 자신’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솔직함을 시험해보고 싶은 열
망, 좀 더 거국적으로는 절대적 진실에 가닿으려는 열망 때문이다. 루소의
고백에 대한 하이네의 발언이 인용되는 것도 고백이라는 행위가 ‘허영’에

의한 인위적인, 미학적인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맹점을 지하 인간은 독자(청자)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며 독자란 글쓰기의 편의를 위한 “하나
의 텅 빈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진실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은 틀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이다.
Я ничем не хочу стесняться в редакции моих записок. Порядка и
системы заводить не буду. Что припомнится, то и запишу.(5, 122)
이 수기의 편집 양식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다. 질
서니 체계니 하는 것도 갖추지 않겠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어나겠다.

기존의 고백의 서사가 구축한 “질서와 체계”를 지운다는 것은 서사의 핵심
요소인 시간(즉 사건)의 처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나겠다”라는 선언은 쓰는 사건의 시간과 쓰이는 사건의 시간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고백의 진실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한편으
론 쓰이는 사건보다는 쓰는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것, 전자의 진정성 보다는
후자의 현장성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진실할수록, 대단히 역설적인데, 과거의 ‘나 자신’의 형
상은 실제 그때의 모습에서 더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현재 생성되
는 말이 자기 증식을 거듭한다. 이렇게 쓰인 ｢지하｣는 중년 ‘역설가(парадоксалист)’, 아니, 요설가가 지하에서 벌이는 말의 향연에 다름 아니다. 지하는
“개연성과 인과성에 기초한 모든 논리와 맥락에 반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
중력의 시공간”이며 여기서 “지하 인간은 사회와 개인, 전체성과 개별성, 몽
상과 환멸, 꿈과 현실, 이성과 욕망, 합리와 부조리, 상식과 광기의 경계를 오
가며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성의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6) 지하
인간의 내부에 자리 잡은 침침하고 눅눅한 지하야말로 그의 실존이기도 하다.
그는 이 지하를 찬미하고 이성(‘2x2’, ‘돌 벽’, 자연 법칙)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지만, 이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역시나 역설적인데, 자신의 논리(즉, 말!)
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집요한 욕망과 의지, 이른바 ‘이성의 광기’7)이다.
고백의 서사는 지하 인간은 물론 그런 성향을 지닌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6) 김연경(2010), 210.
7) 쿤데라(2011), 90.





‘지하’ 주인공들의 내적 딜레마를 담아내는 장르이다. 그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촘촘하고 정교한 플롯의 구축이야말로 리얼리즘이
낳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리얼리티, 특히 영혼의 진실성과 진정성은
“질서와 체계”(5, 122) 없이, 무의식과 무질서를 고스란히 받아 적음으로써(записать!) 담보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백 쪽 남짓한 분량의 소설(повесть)이 아닌 사백 쪽이 훌쩍 넘는 장
편소설(роман)을 창작함에 있어 고백의 서사를 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
한 시도이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직후에 발표된 죄와 벌이 애초에 범죄
자의 조서(отчет) 형식에서 현재의 3인칭 소설로 바뀐 이유는 쉽게 짐작이 되
거니와 총체성과 전일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장편소설의 경우 고백의 형식은
백치나 악령에서처럼 ‘부분’으로 삽입될 때 보다 더 기능적일 수 있다.
이를 모르지 않았을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른바 ‘위대한 죄인[대죄인]의 생애
(житие великого грешника)’와 맞물려 미성년을 구상하며 집요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해나가는 것 외
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혹은 이것을 ‘업’(業)으로 삼은) 마흔 살의 독신자,
심지어 ‘관념’에 파묻힌 ‘증류기 인간’(혹은 ‘종이 인간’)과 ‘살아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연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놀라운 사건에 연루되고 그 스스로 사
건사고를 만들기도 하는 어린 청년은 그 자체로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작가
로서도 뭔가 다른 새로운 서사 전략이 필요했을 터이다.





미성년에 관한 학계의 홀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8) 몇몇 연구자
8) 물론 그럼에도 적잖은 연구 성과가 축적됐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띤다. 첫
째, 여타 장편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고(미성년 관련 노트)를 정
리, 분석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집중하거나(Catteau 1989:354-325; Frank
2002:149-170) 둘째, 베르실로프를 비롯한 여러 인물과 사상에 집중하여 이른바 도
스토예프스키적 테마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거나(Ермилов 1956:218-237; Чирков 1967:
188-233; Кирпотин 1980:236-276; Селезнев 1981:434-455; Panichas 2005:113-151;

들은 혹평을 가하는 데 일말의 주저도 보이지 않았으며9) “좌우간 인물의 대
화도 종잡을 수 없고 플롯도 어수선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파악하기가 어”10)
려운 소설이라고 단언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성장기를 보낸
스무 살의 청년 아르카지가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생부인 베르실로프를 처
음 만난 역사적인 날(9월 19일)을 기점으로 써나가는 삼부작 형식의 이 수기
는 아주 일차적인 의미에서 ‘난해한’ 작품이다.11) 말하자면 작가가 구상 단
계에서 생각한 ‘해체(разложение)’와 ‘무질서(беспорядок)’12)가 문체와 형식
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그 성과가 어떠했든 간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
이 도스토예프스키 나름의 서사 전략, 적어도 그것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권철근 2004:177-201) 셋째, 비교적 최근 들어 활기를 띤 경향인 바, 이 작품의 형
식 미학에 주의를 기울였다(Сараскина 1990:90-92; Хансен-Лёве 1996:229-267; Terras
1998:101-112; Касаткина 2004:275-281; Lunde 2001:264-289; 김희숙 2003:1-34; 조
혜경 2010:101-125; 이상룡 2001:129-151).
9) 그로스만은 이 작품을 실패한 성장소설로 간주했고(Гроссман 1962:478-484), 와시
올렉은 구조도 내용도 다 빈약한, 여러 주제와 인물의 쪽매붙임에 불과한 졸작으
로 폄하했다(Wasiolek 1964:137-139). 미성년 분석에 상당히 공을 들인 키르포친
조차 이 소설이 여러 시도가 뒤섞인 얄궂은 잡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Кирпотин
1980:311-314).
10) 석영중(2008), 71.
11) 이야기의 핵심 축은 아흐마코바 부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노( )공작
소콜스키)의 유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 안드로니코프에게 보낸 서류(документ)에 의해 형성되고, 여기에 그녀를 사이에 두고 애매한 연적 관계가 된 베르
실로프 부자가 개입된다. 아르카지의 ‘앙숙’ 람베르트의 느닷없는 등장, 베르실로
프의 전처소생인 안나와 노공작의 결혼 계획 등 ‘음모’는 점점 더 복잡해지다가
결국 삼류소설과 같은 식의 파국을 맞이한다. 한편 주된 사건과 다소 별개로 아르
카지의 ‘과거’가 회상되기도 하고(투샤르 기숙사 생활, 니콜라이 아저씨 집에서의
생활, 업둥이 리노치카 얘기 등) 크라프트의 자살, 젊은 소콜스키(세료쟈) 공작과
리자의 관계, 바신의 이웃인 올가 모녀의 비극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 마카르의
입을 통해 막심 스코토보이니코프 얘기가 길게 삽입되기도 한다.
12) “Главное / Во всем идея разложения, ибо все врозь и никаких не остается
связей не только в русском семействе, но даже просто между людьми. Даже
дети врозь.”(16, 16), “Название романа: <Беспорядок> / Вся идея романа – это
провести, что теперь беспорядок всеобщий, беспорядок везде и всюду, в
обществе, в делах его, в руководящих идеях(которых по тому самому нет), в
убеждениях(которых потому же нет), в разложении семейного начала.”(16, 80;
밑줄은 필자 강조)





1874년 2월 새로운 장편을 구상하며 그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아이
테마였다.13) 그것을 ‘위대한 죄인의 생애’와 연결시킬 때도 ‘이야깃거리’ 자
체(“Но затем – ФАБУЛУ, ФАБУЛУ!” 16:48), 그리고 간결할 것(“СЖАТЕЕ,
КАК МОЖНО СЖАТЕЕ.” 16: 47) 등과 더불어 형식과 시점에 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ВАЖНОЕ РАЗРЕШЕНИЕ ЗАДАЧИ.
Писать от себя. Начать словом: Я. / <Исповедь великого грешника,
для себя.> / Мне двадтцать год, а я уже великий грешник.(16, 47)
<Пишу без слога> или: <Пишу, разумеется, без слога, а только для
себя> или в этом роде.(16, 47)
<ПОДРОСТОК. ИСПОВЕДЬ ВЕЛИКОГО ГРЕШНИКА, ПИСАННАЯ ДЛЯ
СЕБЯ>.(16, 48)
중대한 과제 해결.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쓸 것. 나, 라는 말로 시작할 것. / <위대한 죄
인의 고백, 자기 자신을 위한.> / 나는 스무 살이다, 한데 나는 벌써 위
대한 죄인이다.
<문체 없이 쓴다> 혹은: <물론 문체 없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쓴
다> 혹은 이런 종류.
<미성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위대한 죄인의 고백.>

스무 살의 ‘미성년’이 스스로를 ‘위대한 죄인’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문체나
기교도 없이(“без слог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내려가는 ‘고백(록)’은
어떤 모습일까. 작가의 메모에서 ‘고백’이 주로 ‘그’(ОН: 베르실로프)와 관련
돼 있는 것14)으로 봐서는 ‘미성년의 고백’이라는 시도에 작가 자신도 회의적
이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작품의 구상이 무르익어 주인공이 ‘그’가 아닌 ‘미
13) “<РОМАН О ДЕТЯХ, ЕДИНСТВЕННО О ДЕТЯХ, И О ГЕРОЕ-РЕБЕНКЕ>”(16,
5), “ГЕРОЙ не ОН, а МАЛЬЧИК./ ОН же только АКСЕССУАР, но какой зато
аксессуар!”(16, 24)
14) 16권 370, 383, 386, 410, 411, 413, 424 등을 보라. 그 밖에 고백하는 루소와
비교되는 것도 ‘그’이며(“Как Руссо находил наслаждение загаливаясь, так и ОН
находит сладострастное наслаждение загаливаться перед юношей, даже развращать его полною своею откровенностью. Наслаждается его недоумением и удивлением.”(16, 40) 완성된 소설에서도 고해성사를 하는 쪽은 베르실로프이고 아르카지는
아버지의 사상과 ‘죄’를 들어주는 쪽이다(3부 7장, 8장).

성년’으로 굳어진 시점에서 고백의 서사를 향한 작가의 집념은 더 커졌으며
심지어 ‘미성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런 형식을 택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15) 어떻든 고백할 죄보다 지을 죄가 더 많은 미성년 화자에게 작가성의
권리를 넘겨준 이상 총체적인 혼돈은 불가피하다. 우선 아르카지의 ‘고백’, 즉
‘수기(записки)’는 쓰는 사건의 시간과 쓰이는 사건의 시간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성과 긴장은 높지만 “질서와 체계”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관적인 일인칭 서술자, 그것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미성년
서술자와 일인칭 소설이 개관적인 사실 기록 그 자체임을 표방하는 비문학적
장르 ‘수기’”16)의 충돌, 즉 ‘(죄의) 고백’과 ‘(사실의) 기록’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아르카지의 서사 전략과 그 실체를 살펴보자.

아르카지는 자신의 수기를 시작하면서 저자로서의 입장과 자기만의 글
쓰기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Не утерпев, я сел записывать эту историю моих первых шагов на
жизненном поприще, тогда как мог бы обойтись и без того. Одно знаю
наверно: никогда уже более не сяду писать мою автобиографию, даже
если проживу до ста лет. Надо быть слишком подло влюбленным в
себя, чтобы писать без стыда о самом себе. Тем только себя извиняю,
что не для того пишу, для чего все пишут, то есть не для похвал
читателя. Если я вдруг вздумал записать слово в слово всё, что случилось со мной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 вздумал это вследствие внутренней
потребности: до того я поражен всем совершившимся. Я записываю
лишь события, уклоняясь всеми силами от всего постороннего, а главное
– от литературных красот; литератор пишет тридцать лет и в конце
15) 시점과 주인공 문제로 계속 고민하다가(“От Я или от автора?”(16, 98) 1인칭으로
결정함에 있어(“От Я – Подросток.”(16: 101),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 Я.”(16, 105)) 강
조점은 ‘미성년’의 입지에 있다(“Если от автора, то роль Подростка совсем исчезает.”(16, 115), “Задача лишь: кто герой? Подросток или ОН?”(16, 121), “Подросток
во всем герой.”(16, 126)). 어쩌면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완성되지 못
한 네토치카 네즈바노바와 같은 성장소설을 써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16) 김희숙(2003), 13.





совсем не знает, для чего он писал столько лет. Я – не литератор,
литератором быть не хочу и тащить внутренность души моей и красивое
описание чувств на их литературный рынок почел бы неприличием и
подлостью.(13, 5)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됐을 법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무
대에 첫 걸음을 내딛던 무렵의 저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앉았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앞으로 백 살까지 살지라도 결코 더 이상은 자서전을
쓰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서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반해야 한다. 이러는 나 자신을
그나마 양해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는 다르기 때문, 즉 독자의 칭찬을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갑자기 작년부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둘 생각이 들
었다면, 그건 내적인 욕구의 결과로 그런 것이었다. 그 정도로 이 모든 일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모든 부수적인 것, 무엇보다도 문학적인 아
름다움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그저 사건들만 기록한다. 문학가란 30년 동안
글을 써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 그 많은 세월 동안 글을 써왔는지 전혀 모른
다. 나는 문학가도 아니고 문학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내 영혼의 내
면과 감정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저들의 문학 시장에 끌어내놓는 것을 점
잖지 못하고 비열한 행위를 간주할 테다.

지하 인간과 다르게 아르카지는 ‘나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수치스러
운 일로 간주함에도 일단 의기양양하게 첫 걸음을 뗐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 즉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점은 지
하 인간과 유사하다)과 온갖 내면과 감정의 묘사 없이 오직 ‘사건’만 기록한
다는 것이다. 장황함은 물론 기교와 수사(‘문학적인 아름다움’) 역시 아르카지
가 배척하는 대상이지만 자신의 예측대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조차 쉽게 해결
되지 않는다. 작년 9월 19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이내 주제에서 일
탈하는가 하면 기교에 함몰되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러시아어의 속성을 문
제 삼다가 결국에는 언어 자체의 이율배반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Я перечел теперь то, что сейчас написал, и вижу, что я гораздо
умнее написанного. Как это так выходит, что у человека умного высказанное им гораздо глупее того, что в нем остается? Я это не раз замечал за собой и в моих словес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 людьми за весь год
этот последний роковой год и много мучился этим.(13, 6)
지금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어봤더니 쓰인 내용보다도 내가 훨씬 더 영리

하다는 것을 알겠다. 아니, 영리한 사람의 경우 그가 한 말이 어떻게 그의
내면에 남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할 수가 있을까? 저 숙명적인 지난
한 해 내도록 나는 나 자신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언어적인 관계에서
이 점을 여러 번 인지했으며 그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다.

발화된 말이 ‘똑똑한’ 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아직 발화되지 않은 어떤 것보다 더 ‘멍청하다’는 것은, 가령 츄체프의 저 유
명한 시구(“Мысль изреченная есть ложь,” ｢Silentium｣)가 보여주듯, 언어 자
체의 딜레마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즉, 아르카지의 서사 전략, 이른바
‘침묵의 기법(фигура умолчания)’은 넓게는 아포파시스(apophasis: апофатия,
혹은 부정신학(否定神學))의 맥락에 귀속되는 수사법이다.17) 물론 그 스스로
그것이 ‘무능(неуменье)’의 소산임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더 그럴 듯한 변명
인즉,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과 이념이 그 본질상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발
견처럼 말로는 제대로 표현될 수 없는 역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비장의
무기인 ‘이념’ 얘기에 앞서 전개되는 장황한 서론을 보라.
А впрочем, теперь, доведя мои записки именно до этого пункта, я
решаюсь рассказать и <мою идею>. Опишу ее в словах, в первый раз с
ее зарождения. Я решаюсь, так сказать, открыть ее читателю, и тоже для
ясности дальнейшего изложения. Да и не только читатель, а и сам я,
сочинитель, начинаю путаться в трудности объяснять шаги мои, не
объяснив, что вело и наталкивало меня на них. Этою <фигурою
умолчания> я, от неуменья моего, впал опять в те <красоты> романистов, которые сам осмеял выше. Входя в дверь моего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омана со всеми позорными моими в нем приключениями, я нахожу это
предисловие необходимым. Но не <красоты> соблазнили меня умолчать
до сих пор, а и сущность дела, то есть трудность дела; даже теперь,
когда уже прошло всё прошедшее, я ощущаю непреодолимую трудность
рассказать эту <мысль>. Кроме того, я, без сомнения, должен изложить
ее в ее тогдашней форме, то есть как она сложилась и мыслилась у
меня тогда, а не теперь, а это уже новая трудность.(13, 65)
한데 지금 나의 수기가 정확히 이 지점까지 왔으니 나는 <나의 이념>을
이야기할 결심이다. 그것을 처음으로 그것이 태동한 시점부터 말로 묘사하
려 한다. 나는 말하자면 그것을 독자에게 밝힐 결심인데, 앞으로 진술할 내
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니, 독자뿐만 아니라 저자인 나 자
17) Lunde(2001), 265-270; 조혜경(2010), 105-112.





신도 무엇이 나를 이리로 이끌고 추동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나의 걸음
들을 설명하는 일이 어려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 <침묵의 기법>으
로써 나는, 나의 무능력 탓에, 내가 앞서 스스로 조롱했던 저 소설가들의
<아름다움>에 다시 빠져들고 있다. 온갖 치욕적인 모험으로 가득 찬 나의
페테르부르크 소설의 문으로 들어섬에 있어 나는 이 서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침묵한 것은 <아름다움>에 유혹돼서가 아
니라 일의 본질, 즉 일의 어려움 탓이다. 심지어 모든 사건이 이미 지나가
버린 지금에 와서도 이 <생각>을 이야기함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을 느낀다. 그밖에도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을 그 당시의 형식, 즉 지금
이 아니라 그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겨나고 생각되던 형식으로 진술해
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또 새로운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오한 언어철학적 근거에 덧붙여(혹은 그것의 세부 사항으로서) 아
르카지에게는 특정 사건(이 경우에는 ‘이념’)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의 상태
그대로 전달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이렇듯 그는 개인의 신변잡기나 감
정의 토로가 아닌 객관적 사실(факт)의 엄정한 기록(фактография)을 목표로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의 주체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글이 진행될수록 ‘수기’는 점점 더 ‘소설’에 가까워지고(“мой петербургский
роман”) 사진과 같은 리얼리즘을 향한 강박적 추구는 역설적으로 사건의 본
질과 핵심을 더 흐리게 만든다. 이런 모순은 앞선 인용문에서 지하 인간이
자세히 얘기한 솔직함의 강박에서 비롯되는데, 솔직하고자 하는 욕망이 역설
적으로 루소식의 노출욕망18)을 낳는 셈이다. 고백의 측면에 한정한다면, 그
본질상 ‘신’이라는 절대 청자를 상정하여 진실과 진리의 추구, 무엇보다도 용
서와 은총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고백이지만19) 그것이 하나의 강박으로
18) 노출증과 관련된 루소의 일화는 미성년에서도 아르카지의 입을 통해 언급된
다.(13, 78)
19) 고백문학의 원조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는 신이 청자로 상정된 정도가
아니라 신의 존재가 상정되기 때문에 고백, 즉 말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의 기억을 이끄사,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셨
나이까? 설령 큰일이라도 내가 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가지 안았겠사옵나이까?”(아
우구스티누스 2005:228) “주여,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나이까?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사람의 양심의 심
연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숨
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 자신으로부터 숨기게 될 따름이옵나이다.”(아우구스

발전할 경우에는 백치의 진실 게임이나 ｢콩알｣의 ‘벌거숭이 되기’처럼 불경
스러운 언어유희로, 심지어 고백을 위해 죄를 지어내거나 새로이 저지르는 실
제 유희로 바뀐다.20) 이런 역설을 아르카지 역시 어렴풋이 의식하는데, 그는
그 출구를 앞서 언급했듯 독자를 지우는 데서 찾으려 한다.
Сделаю предисловие: читатель, может быть, ужаснется откровенности
моей исповеди и простодушно спросит себя: как это не краснел сочинитель? Отвечу, я пишу не для издания; читателя же, вероятно, буду
иметь разве через десять лет, когда всё уже до такой степени обозначится, пройдет и докажется, что краснеть уж нечего будет. А потому,
если я иногда обращаюсь в записках к читателю, то это только прием.
Мой читатель – лицо фантастическое.(13, 72)
서문을 달고자 하는데, 독자는 내 고백이 너무 솔직해서 경악한 나머
지 순진하게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저자는 얼굴도 붉히지
않는가? 대답인즉, 나는 출판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독자라면
아마 10년쯤 뒤 모든 것이 이미 그 정도로 도드라지고 과거지사가 되어
얼굴을 붉힐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밝혀질 때에야 갖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내가 수기에서 이따금씩 독자를 부른다면 그것은 오직 기법일 뿐이
다. 나의 독자는 환상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독자(청자)를 일종의 편의상(“это только прием”) 설정된 ‘환상적인
인물’로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갈망은 지울 수 없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услышанность)은 고백-말의 생래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말은 하되 청자는 지우겠다는 것, 내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 쓰되
객관적 기록에만 머물겠다는 것, 직업 작가의 족쇄는 거부하되 작가성의 권리
는 온전히 누리겠다는 것, 문학적인 아름다움은 멀리하되 자신의 이념이 요구
하는 형식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 이는 처음부터 패배가 예정된 서사 전략
이며, 이 전략이 매혹적이라면 바로 이 예정된 패배 때문이다. 원칙만 놓고
볼 때 아르카지의 전범은, 엄연히 작품 속의 인물이되 비중이 적고 그러면서
도 제삼자적 관찰자로서 주요 인물들의 관계망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악령
의 화자 안톤 라브렌치예비치 Г-в21) 정도가 될 터이다. 그러나 그는 작가의
티누스 2005:246)
20) 김연경(2006), 153-158, 162-165.
21) 김연경(2009), 20.





기획에서부터 주인공으로 설정됐으며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반쯤 그림자
(полутень)’22)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거듭하여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심지어 그것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억지스러운 변명처럼 “서글픈 실수”23)가
아니라 불가피하고 또 당위적인 일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무리한 전략을 아르
카지는 끝까지 고수한다. 3부 4장 최후의 파국을 묘사하기 직전 그의 말이다.
Теперь приступлю к окончательной катастрофе, завершающей мои
записки. Но чтоб продолжать дальше, я должен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бежать вперед и объяснить нечто, о чем я совсем в то время не знал,
когда действовал, но о чем узнал и что разъяснил себе вполне уже
гораздо позже, то есть тогда, когда всё уже кончилось. Иначе не сумею
быть ясным, так как пришлось бы всё писать загадками. И потому
сделаю прямое и простое разъяснение, жертвуя так называемою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ью, и сделаю так, как бы и не я писал, без участия
моего сердца, а вроде как бы entrefilet(заметка) в газетах.(13, 322)
이제 나의 수기를 마무리할 최종적인 파국을 얘기하도록 한다. 하지만 더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리 앞질러 가서, 내가 그 당시 그것이 발생할 때는 전
혀 몰랐지만 훨씬 뒤에, 즉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그때에 알게 되어 스스로
도 납득하게 된 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할 재간이 없
을 텐데, 모든 것을 수수께끼처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른바
예술성을 희생하고 직접적이고 단순한 설명을 하기로 하며, 흡사 내가 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마음의 개입 없이 entrefilet(단신)처럼 쓰도록 한다.

요컨대 아르카지의 화법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 사이에
서 진동하며 장르적 맥락에서 보면 고백록(고백의 서사)과 다큐멘터리(기록의
서사) 간의 긴장 위에서 구축된다. 그러나 냉혹하게 말해 이것이 그의 수기의
본질적 문제점인 난삽함과 장황함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그가 직접 언급
하기도 하는 단신, 즉 신문기사야말로 사건과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응축적인 문체와 형식을 취하며 그 와중에 필자의 관점과 입장 역
22) 포메란츠가 미성년의 화자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한 표현이다(Померанц 2003:102).
23) “Между тем я уже тысячу раз объявлял, что вовсе не хочу себя описывать;
да и твердо не хотел, начиная записки: я слишком понимаю, что я нисколько
не надобен читателю. Я описываю и хочу описать других, а не себя, а если
всё сам подвертываюсь, то это – только грустная ошибка, потому что никак
нельзя миновать, как бы я ни желал того.”(13, 280)

시 또렷이 부각된다. 아르카지의 글쓰기가 갖는 문제점은 어떻든 미성년 특유
의 서투름과 어눌함에서 기인한다. “감정,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자연스레 길
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의 완전한 혼돈” 때문에 그 자신이 아무리 원함
에도 특정한 사건에 “논리적인 형상”을 부여할 수 없는(13, 418) 것은 그의
연령과 무관하지 않다. 대체로 그의 서사 전략 자체가 자의식이 강하고 감수
성이 예민한 미성년의 위악적인 자기방어 기제의 산물이다.

아르카지의 ‘나 자신’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내밀한 대목은 ‘이념’에 관
한 것이다. 수기의 도입부에서부터 ‘침묵의 기법’에 기대어 계속 변죽만 울리
다가24) 1부 5장에서 휘황찬란하게 선언되는 이념이란 곧 “로스차일드가 되
는 것”(13, 66)이다. ‘로스차일드-되기’는 형식만 놓고 보면 라스콜니코프의
‘나폴레옹-되기’나 키릴로프의 ‘그리스도-되기’처럼 형이상학적 차원을 아우를
법도 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독자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한다. 그는 “집요
함과 꾸준함(уповрство и непрерывность)”(13, 66)의 기치 아래 근검절약(금
욕과 저축)을 실천하고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을 계획하는데25) 그 결과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부유한 실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이미 사업 자금(100
루블!)까지 모아둔 상태이다. 이념의 발생 근거에 관해서는 가상의 독자의 가
상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며 ‘바이런적 요소’를 제일 먼저 배격한다.
즉, 사생아 콤플렉스가 로스차일드의 꿈을 키우도록 했다는 것이다.
Мне грустно, что разочарую читателя сразу, грустно, да и весело.
Пусть знают, что ровно никакого-таки чувства <мести> нет в целях
моей <идеи>, ничего байроновского – ни проклятия, ни жалоб сиротства,
ни слез незаконнорожденности, ничего, ничего. Одним словом, романтическая дама, если бы ей попались мои записки, тотчас повесила бы нос.
24) “<уйти в свою идею>”(13, 14), “(…) и уйду в свою скорлупу. Именно в
скорлупу! <Спрячусь в нее, как черепаха>.”(13, 15), “Моя идея – угол.”(13, 48)
25) 굶주림에 익숙해지려고 마리야 아줌마가 제공하는 식사를 갖다버리거나 개에게
준다든지, 사업의 기술을 익히려고 경매장에서 앨범을 하나 사서 이윤을 남기고
되팔아 보는 등(2루블 5코페이카에 사서 10루블에 팔고 7루블 5코페이카의 이윤
을 취함) 그 나름의 훈련 과정도 거친다.





Вся цель моей <идеи> – уединение.
– Но уединения можно достигнуть вовсе не топорщась стать
Ротшильдом. К чему тут Ротшильд?
– А к тому, что кроме уединения мне нужно и могущество.(13, 72)
당장에 독자를 실망시켜서 나로서는 슬프다, 슬프면서도 또 즐겁다. 나의
<이념>의 목표 속에 <복수>의 감정은, 바이런적인 것은 아무것도 – 저주
도, 고아의 푸념도, 사생아의 눈물도 어떻든 조금도, 전혀, 전혀 없다는 것
을 알도록 하라. 한마디로, 낭만적인 부인이 어쩌다 내 수기를 손에 넣게
됐다면 이내 실망했을 것이다. 내 <이념>의 목적은 전부 – 고독이다.
– 하지만 고독은 거들먹거리며 로스차일드가 되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뭐 하러 로스차일드가 필요한가?
– 그것은 내게는 고독뿐만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르카지의 말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 그는 필요한 건 돈이나 심
지어 권력도 아닌, “권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 권력 없이는 절대 획득될 수
없는 것”, 바로 “고독하고 평온한, 힘의 의식”, 즉 “세계가 그것을 얻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는 자유”(13, 74)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아르카지의 논리는 돈
의 속성에 관한 일반론을 반복할 뿐이지만 ‘로스차일드-되기’가 곧 ‘아버지-되
기’의 산물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아르카지는 귀족 베르실로프의 아들이면서도 법적으론 농노의 아들, 덧붙여
“그냥 돌고루키(Просто Долгорукий)”라는 출생 때문에 두 계급과 두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데, 그의 운동성은 주로 사상이나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심
리적 차원에서 발현된다. 권력과 자유에 대한 동경은 물론 상류 사회에 편입
하려는 욕망(노공작 집에서 아흐마코바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불어를 사
용하여 부인의 비웃음을 산다)과 맞닿아 있고 그 저변에 도사린 것은 아버지
를 향한 끌림이다. 베르실로프의 어떤 ‘부분’이 아닌 “베르실로프 전체를 요
구(Я потребовал <всего Версилова>)”(13, 102)했다는 그의 말 역시도 심리
적 범주에 속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표현된다. 1부 2장에 묘사된 부자간의 화
해 장면, 이른바 ‘위대한 순간’이 대표적이다.
– Я вас ждал все эти три дня, – вырвалось у меня внезапно, как бы
само собой; я задыхался.
– Спасибо, мой милый.
– Я знал, что вы непременно придете.
– А я знал, что ты знаешь, что я непременно приду. Спасибо, мой

милый.
Он примолк. Мы уже дошли до выходной двери, а я всё шел за
ним. Он отворил дверь; быстро ворвавшийся ветер потушил мою свечу.
Тут я вдруг схватил его за руку; была совершенная темнота. Он
вздргонул, но молчал. Я припал к руке его и вдруг жадно стал ее
целоват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ного раз.
– Милый мой мальчик, да за что ты меня так любишь? – проговорил он, но уже совсем другим голосом. Голос его задрожал, и что-то
зазвенело в нем совсем новое, точно и не он говорил.
(...) Я записал это теперь не стыдясь, потому что, может быть, всё
это было и хорошо,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нелепость.(13, 169)
– 지난 사흘 내내 당신을 기다렸어요. –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느닷없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 고맙다, 얘야.
– 꼭 오실 줄 알았어요.
–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꼭 올 줄을 네가 알고 있으리라는 것 말이야.
고맙구나, 얘야.
그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이미 출입문까지 다 왔고, 나는 계속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가 문을 열자 확 불어 들어온 바람이 나의 촛불을 꺼
버렸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웠다.
그는 흠칫했지만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의 손을 붙들고 갑자기 탐욕스럽게
몇 번씩, 많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 얘야,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니? – 그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이미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서는, 꼭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울리는 것 같았다.
[....] 나는 지금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이 얘기를 썼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터무니없음에도 그래도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베르실로프는 아르카지의 ‘고백-수기’의 ‘전부’를 구성하는 존재, 그가
‘나 자신’의 신변잡기가 아닌 ‘사실’만 얘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그의 형상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콜라이의 간단명료한 정의를 참조한다면 그는 우선 “유서 깊은 가문의 후
예”(13, 455)이다. 이런 그가 ‘우연한 가족’의 가장이 된 것은 19세기 귀족의
풍속도를 염두에 둔다면, 가령 톨스토이 소설의 귀족 남성들을 떠올린다면
‘죄’의 범주에 들기보다는 관습의 맥락에 귀속되겠지만 그나마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사상에 관한 한 “파리 코뮌의 일원”(13, 455)으로서의 모습은 거
의 찾아볼 수 없으나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충돌의 육화로 읽힐 수 있으





며 그와 관계를 맺는 두 여성(아흐마코바와 소피야)은 각기 서구적 이성(분
열과 혼돈)과 슬라브적 영성(조화와 통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26) 실제
로 소설 속에서 그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가 적지 않으나27) 그럼에도 그의
‘이념’과 그 ‘실험’의 무게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여타 ‘위대한 죄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다.
대체로 베르실로프는 아버지를 향한 애증으로 똘똘 뭉친 아들의 양가적
시선이 씌워놓은 몇 겹의 베일에 싸여 있다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낸
다. 아르카지에게는 신비감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의 모습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법 당혹스럽다. 이른바 ‘분신(двойник)’의 출현으로 인한 돌발
행동(가령 마카르의 유품인 성상을 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대함의 발로
에서 행해진 선행조차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28)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분열(раздвоение)’로 말미암아 타인들에게도 ‘분열’을, 더 정확히 ‘분쟁’을
조장한다. 특히 아흐마코바를 사이에 둔 부자간의 다툼, 람베르트를 비롯한
‘비행청소년’과의 접선, 살인 미수와 자살 미수 등의 스캔들이 압권이다. 아
르카지가 전해주는 신문 기사 내용대로 “사랑에 빠진 В라는 어떤 사람이, 더
군다나 거의 쉰 살이나 먹은 가장이 열정의 광란에 허덕이며 (…) 그의 감정
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어떤 여성에게 자신의 열정을 고백하다가 광기의 발
작에 사로잡혀 스스로에게 총을 쏘았”(13, 449)으니 말이다.
베르실로프 자신의 표현을 빌려 ‘숙명’(фатум)에 이끌린 광기와 분열, 화려
한 여성 편력과 염문은 니힐리즘의 소산일 수 있고 이 점에서 그는 스타브로
26) 3부 13장 ｢결론(Заключение)｣에서 묘사되는, 베르실로프가 소피야의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27) 니콜라이의 편지에서는 그가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갖지는 않았으되 “명명할 수 없
는 뭔가 애매한 것(что-то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чего и назвать не умеет)”(13, 455)을
죽음을 불사할 만큼 열렬히 믿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 베르실로프 자신은 스스로
를 “철학적 이신론자(философский деист)”(13, 379)로 칭하고 편력(скитательство)
경험을 얘기한다. 구체적인 정황은커녕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고행자의
‘쇠사슬(вериги)’ 얘기가 수차례에 걸쳐 언급되기도 한다.
28) 역시나 두 세 겹의 스토리로 전해지는바 엠스에서 리지야 아흐마코바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으나 그녀에게도 도움이 못 됐을 뿐더러 베르실로프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형편에 가정교사 일을 해보려고 한 올가에게 평생 처음으로
자선을 행했으나 그녀 쪽에서 그의 호의를 (앞서 어떤 상인이 했던 제안과 같은)
능욕의 표시로 오해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녀의 자살을 가속화시킨다.

긴과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스타브로긴이 스물여덟의 나이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 그대로 늙어간다면 그 자체가 곧 부정의 정신과 무(nihil)에 대한 희
화가 될 것인즉 ‘중년의 스타브로긴’이란 그 자체로 희극이다. 한편 ‘스타브로
긴의 고백’이 매혹적이라면 그것은 그가 ‘위대한 죄인’, 심지어 ‘악마-신’으로
서 하나의 신화 속에 박제된 까닭일 텐데,29) 아들의 방대한 ‘고백-수기’ 속에
삽입된 아비의 장황한 ‘고백’30)은 차라리 거의 20년 간 아비의 의무를 방기한,
또 앞으로도 그리 할 자의 ‘변명’으로 읽힌다. 성년에 이른 아들의 존재로 인
해 싫든 좋든 아비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인공의 자리도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왕년의 카사노바-돈 후안은, 이런 식으로, 스타브로긴과 표도르 카라마조프
를 잇는 니힐리즘의 다리 중간 지점에 어정쩡하게 위치하게 된다. 그와 동시
에 아르카지의 수기도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 실상 아르카지는 라
스콜니코프나 이반 카라마조프보다 겨우 서너 살이 어릴 뿐임에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미성년’31)으로 설정됨으로써 ‘성장’의 강박을 떠안게 된다.





미성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20세의 청년 주인공-화자, 출생
및 성장 배경을 비롯한 여러 가족 문제, 각양각색의 친구들(특히 노공작과의
우정), 성추행·도박·음주와 같은 일탈과 방황,32) 연상의 젊은 부인을 향한 열
정 등 독일문학의 정통 교양소설보다는 통속적 요소가 강한 디킨스풍의 성장
소설을 연상시킨다. 어떻든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한들 겨우 반년
만에 얼마만큼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더 정확히 반년 동안에 완료되는 성
장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신의 수기를 마무리하며 아르카지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Но я писал, слишком воображая себя таким именно, каким был в
29) 김연경(2009), 28-35.
30) 3부의 7장과 8장을 다 채우는데(13, 368-387), 9장을 시작하면서 아르카지는 앞선
베르실로프의 말을 ‘고백(исповедь)’이라 부르고 조롱의 따옴표로 묶는다(13, 387).
31) 러시아어 ‘подросток’은 통상 12세에서 17세를 이른다.
32) 모 연구자는 아르카지와 그 친구들(특히 트리샤토프)의 관계에서 동성애적 암시
까지 찾아낸다(Fusso 2006:42-68).





каждую из тех минут, которые описывал. Кончив же записки и дописав
последннюю строчку, я вдруг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перевоспитал себя
самого, именно процессом припоминания и записывания. От многого
отрекаюсь, что написал, особенно от тона некоторых фраз и страниц,
но не вычеркну и не поправлю ни единого слова.(13, 447)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정확히 내가 묘사한 저 순간순간의 모습으로
상상하며 썼다. 한데 수기를 끝내고 마지막 문장을 다 쓰고 나니 갑자
기, 정확히 회상과 기록의 과정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재교육했다는 느
낌이 들었다. 내가 쓴 것 중 많은 것, 특히 몇몇 어구와 페이지의 어조
는 부정하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단어도 지우지도, 고치지도 않겠다.

모 연구자의 지적대로 아르카지의 수기는 어떤 식이든 글쓰기(“회상과 기
록의 과정”)를 통한 성장(взросление и мужание)의 계기를 포함한다.33) ‘이
념’과는 별개로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글쓰기의 실
용적인 기능은 십분 발휘된 셈이다.34)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서 아르카지는
그토록 강력한 거부를 표명해왔음에도 결국 독자를 찾게 된다.
니콜라이는 “전적으로 제삼자, 심지어 다소간 냉정한 이기주의자이지만 이
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13, 452)으로서 첫 독자일뿐더러 의사
(擬似) 비평가의 입장을 취하며 의사(擬似) 작가인 아르카지의 수기를 조망
하고 갈무리한다. 그가 문학, 특히 장편소설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질
서(порядок)’이다.
Если бы я был русским романистом и имел талант, то непременно
брал бы героев моих из русского родового дворянства, потому что лишь
в одном этом типе культурных русских людей возможен хоть вид
красивого порядка и красивого впечатления, столь необходимого в рома33) Сараскина(1990), 90-92.
34) 극히 미성년다웠던 ‘이념’은 아르카지 특유의 발뺌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Я кончил. Может быть, иному читателю за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уда ж это девалась моя <идея> и что такое та новая, начинавшаяся для меня
теперь жизнь, о которой я так загадочно возвещаю? Но эта новая жизнь, этот
новый, открывшийся передо мною путь и есть моя же <идея>, та самая, что и
прежде, но уже совершенно в ином виде, так что ее уже и узнать нельзя. Но
в <Записки> мои всё это войти уже не может, потому что это – уже совсем
другое. Старая жизнь отошла совсем, а новая едва начинается.”(13, 451)

не для изящ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читателя.(13, 453)
만약 내가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또 문학적 재능이 있다면, 나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유서 깊은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취할 것인데, 오직 바로 이 문
화적 러시아인의 전형에만, 독자에게 우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설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인상의 모습이 그나마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인상”, 독자에게 미칠 “우아한 영향”, “명예와
의무의 완결된 형식”(13, 453)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인공이 유서 깊
은, 적어도 삼대 이상을 아우르는 귀족 가문 출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
부적인 장르는 역사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
대에는 이미 아름다운 유형이 없고 행여나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기”(13, 454) 때문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
르카지는 반쪽짜리 귀족 신분의 청년이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고 있을뿐더러
역사소설이라는 아름다운 형식은 내버려두고 일부러 고백문학과 기록문학이
뒤섞인 얄궂은 형식을 택한 셈이 된다. 그가 아르카지의 글을 “경멸의 따옴
표”35)에 갇힌 ‘수기(записки)’로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교적 냉혹한 총평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향한 우수에
사로잡힌” 나머지 “추측”과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애송이 작가에 대한 애정
을 표현하기도 한다.
Признаюсь, не желал бы я быть романистом героя из случайного
семейства!
Работа неблагодарная и без красивых форм. Да и типы эти,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 еще дело текущее, а потому и не могут бы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 законченными. Возможны важные ошибки, возможны
преувеличения, недосмотры.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предстояло бы слишком
много угадывать. Но что делать, однако ж, писателю, не желающему
писать лишь в од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роде и одержимому тоской по
текущему? Угадывать и… ошибаться.(13, 455)
솔직히, 우연한 가족 출신의 주인공을 다루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 마
음은 없군요!
보답도 받지 못할 일이지요, 아름다운 형식도 없고요. 게다가 이 유형들
은 어쨌거나 – 아직 흘러가는 일인지라 예술적으로 완결된 것일 수도 없습
35) 김희숙(2003), 23.





니다. 중대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장이며 불찰도 있을 수 있지요. 어쨌
거나 너무나 많은 것을 추측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역사
소설 장르로는 쓰고 싶지 않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수에 사로잡힌 작가
라면요? 추측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요.

나아가 그는 현재의 이 원고가 “미래의 예술 작품, 미래의 그림을 위한 재
료”가 될 것이고 “혼돈과 우연(хаотичность и случайност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몇 그럴 듯한 부분(некоторые верные черты)”
은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13, 455) 위로와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니콜라이를 작가의 서사적 분신으로, 그의 편지를 작가의 말로 읽고 싶
은 유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법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이는 이중,
어쩌면 삼중의 해독을 요한다.36) 실상 “유서 깊은 귀족 가문”(13, 455)의 후
예이자 ‘아름다운 소설’(이른바 ‘웰 메이드 소설’)의 대가인 톨스토이를 향한
도스토예프스키의 감정은 물론 문학적인 대결 이상(혹은 그 이하?)의 의미를
가졌을 법하다.37) 어떻든 논의를 문학적 차원에만 한정할 때 두 작가 사이에
는 ‘대화’가 아니라 ‘잡계급’ 작가의 ‘귀족’ 작가를 향한 일방통행만 있었으
며 그나마도 부실했다. 가령 안나 카레니나(8부와 레빈의 사상)에 대한 도
스토예프스키의 평(25, 193-223)은 사상적 측면에 집중됐을 뿐더러 무엇보다
도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려는 의도가 더 두드러진다. 그에 반해 미성년은
그 자체로 톨스토이의 문학에 던지는 도전장(즉 ‘질서와 체계’에 맞서는 ‘무
질서와 혼돈’, ‘우연’)이며,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니콜라이의 시각 속에
톨스토이의(엄밀히 말해 도스토예프스키가 해석한 톨스토이의) 문학관을 노
골적으로 반영하여 ‘서투른 작가’와 ‘서투른 비평가’의 대결을 선보이되 이로
써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고 한 편의 소설을 마감한다.38)
36) 이른바 ‘톨스토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Кирпотин(1980:279-281), Catteau(1989:299),
Мочульский(1995:469-471, 484-487), Knapp(1996:169), Frank(2002:194-195), 이상룡
(2001:148-151) 참조.
37) 죄와 벌(1866)과 전쟁과 평화(1869)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으며 백치(1868),
악령(1872), 미성년(1876)이 출간되는 동안 안나 카레니나(1877)가 쓰인다.
톨스토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1880)
을 쓰고, 그가 사망한 이후 톨스토이가 부활(1899)을 내놓는다. 비단 19세기 러시
아문단이 아니라 훗날 러시아문학사, 아니 세계문학사에서 겨루게 될 이 두 거장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38) 김희숙(2003), 21-26.

이 과정에서 그의 작가로서의 노련한 자질이 발휘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미성년의 태생적인 모순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모출스키가 지적했듯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성년에서 “비형식적인 것(бесформенность)을 예술적 형식으로 묘사할 것, 카오스의 그림을 예술의 틀에
담아낼 것”39)이라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과제를 설정했다. 말하자면 작가의
서사 전략 역시 인물의 경우처럼 패배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 경우에도 문제
는 리얼리즘을 향한 강박적 추구인데, 소피야의 초상화를 둘러싼 베르실로프
의 말이 인상적이다.
– Заметь, (…) фотографические снимки чрезвычайно редко выходят
похожими, и это понятно: сам оригинал, то есть каждый из нас,
чрезвычайно редко бывает похож на себя. В редкие только мгнов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е лицо выражает главную черту свою, свою самую характерную
мысль. Художник изучает лицо и угадывает эту главную мысль лица, хотя
бы в тот момент, в который он списывает, и не было ее вовсе в лице.
Фотография же застает человека как есть, и весьма возможно, что Наполеон,
в иную минуту, вышел бы глупым, а Бисмарк – нежным.(13, 370)
– 그러게, […] 사진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건 이
해할만 한 일이야. 원상, 즉 우리 각각이 자기 자신과 비슷한 경우가 굉장
히 드무니까. 오직 드문 순간에만 인간의 얼굴은 자신의 주된 특성을, 자신
의 가장 특징적인 사상을 표현하지. 예술가는 얼굴을 연구하며 그 얼굴의
주된 사상을 짐작하는 거야, 비록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 얼굴에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지라도. 반면 사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그렇기 때문
에 어떤 순간에는 나폴레옹도 멍청하게 나올 수가 있고 비스마르크도 상냥
하게 나올 수 있지.

베르실로프의 말 속에서 그림과 사진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며 물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얘기된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도스토예프스
키의 서사 전략은 사진(임의적인 순간의 포착)을 통해 그림의 소명(영원성-본
질의 표현)을 다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미성년은 이 아슬아슬한 작업의 결
과물인데, 니콜라이의 편지는 어떤 문예학적 수사로 치장할지라도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진 거대한 ‘원고(рукопись)’ 더미를 ‘소설(роман)’로
바꿔놓기 위한 최후의, 또 유일한 수단이었을 터이다.
39) Мочульский(1995), 471.













미성년은 주제와 사상의 차원이든 형식 미학의 차원이든 악령과 카
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사이에 위치한 과도기적 작품이며, 작가가 애초 이
소설의 제목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무질서(беспорядок)’의 형식으로 형상화된
테마들이 다음 작품에서 비로소 그 나름의 조화와 필연의 형식을 찾는다.40)
가령 미성년은 부자간의 심리적 갈등에서 출발했으되 그것을 제대로 발전
시키지 못했으며 이 주요 테마와 ‘아이들’의 테마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
한 반면,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는 어느 ‘우연한 가족’의 부자간의 갈등
을 친부살해라는 극단적인 정황으로 몰고 가되 정치적 차원(혁명)과 형이상
학적 차원(‘반역’, 혹은 니힐리즘과 무신론)을 두루 아우른다. ‘아이들’의 테
마, 즉 진짜 미성년과 청소년의 ‘탈선’에 관한 구상 역시 일류샤, 콜랴 크라
소트킨, 스무로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실현되고 여기에 알료샤가 개입됨으
로써(그리스도와 사도들) 그 나름으로 미래적인 전망까지 제시된다. 이 점에
서 미성년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를 위한 습작, 그야말로 ‘재료’(материал)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미성년 노트에는 각기 다른 성향의 삼형제
에 대한 구상이 표현되어 있고 리자베타 스메르쟈쉬야의 이름이 수차례에 걸
쳐 언급되기도 한다.41)
백치와 악령에서 정점을 찍은 예의 그 ‘소설-비극’에서 물러난 도스토
예프스키는 미성년을 통해 어쩌면 정말로 톨스토이 유의 소설, 즉 소설-서
사시 양식의 가족 로맨스 및 역사 소설을 써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 없음은 작가가 더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럴 수 없음’이 곧 ‘그럴 필
요 없음’으로 이어졌을 법하다. 그 인식이 ‘미성년’의 가면 덕분에 상당히 거
칠게 표현된 아르카지의 각종 문학(혹은 반(反)문학) 선언에 반영된바, 도스토
예프스키가 미성년에서 이른바 ‘출혈 없는 출혈’을 감수하고서(미성년에
는 자살한 크라프트와 올가를 빼면 비극적 죽음이 없다) 포착하고자 한 것은
40) 악령과의 비교분석은 Мочульский(1995:466-467, 473, 480), Мелетинский(2001:
143)에서 상세하게 행해졌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Чирков(1967:
203), Knapp(1996:170-171), Frank(2002:171, 196)에서 강조되었다.
41) “Итак, один брат – атеист. Отчаяние. / Другой – весь фанатик. / Третий – будущее поколение, живая сила, новые люди.”(16, 16) “ЛИЗАВЕТА СМЕРДЯЩАЯ.”
(16권 137, 140, 141, 143, 394 등.)

바로 성장의 한 순간, 즉 ‘우수(тоск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흘러가는
것(текущее)’의 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 점에서 이십대의 도스토예프스키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감금된 상태에서 쓴 ｢꼬마 영웅｣과 비슷한 면이
있다. 아르카지가 말한 가장 산문적’이면서 가장 환상적인 페테르부르크의 아
침, 그 ‘환몽(грезы)’의 시공간(13, 112-115)이야말로 젊음-청춘의 은유일 터이
다. 키르포친은 이 작품이 죄와 벌, 백치, 악령 등과 같은 ‘좌절의 소
설(романы крушения)’에서 ‘희망의 소설(романы надежды)’로 나아가는 이정
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42)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적어도 작
가의 구상이 아니라 현재 완성된 텍스트만 놓고 보자면, ‘희망의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떻든 ‘젊음’의 기운(“Юность чиста уж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 юность.”(13, 453))은 그의 다른 장편소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미
성년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42) Кирпотин(1980),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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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исповеди и Достоевский
–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Подросток»
Ким Ен Кен
Статья

является

попыткой

к

исследованию

романа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дросток в аспекте повествования исповеди. В качестве введения дается
краткий обзор повести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она здесь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манифест исповед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творчестве Достоевского.
Второй параграф посвящен анализу «Подростка». В достоевсковедении
роман справедливо считался неудачей,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е достой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для имени писателя. Сначал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авторский
замысел, выраженный в рукописах к «Подростку»: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страсть
автора к рассказу ‘от Я’. Вопрос возникает: почему автор выбрал себе
трудный путь, определяя ‘подростка’ как героя(даже ‘великого грешника’)
и при этом передавая ему право на авторство. Надо иметь в виду то,
что этот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й метод исходит из творческого замысла и
амбиции автора. Наш интерес сосредоточивае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самой
стратегии повествования автора.
Потом анализируется стратегия героя Аркадия, т. н. ‘фигура умолчания’
(апофасис), которая в некотором смысле предназначена на неудачу. Вместе
с тем проводится рассмотрение его ‘идеи’(‘стать Ротшильдом’): поскольку
она тесно связывается с Версилов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щается также на его образ. Параграф кончается анализом письма Николая,
где псевдо-критик на основе свое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воззрения определяет
‘записки’ псевдо-писателя как ‘материал’ для будущего романа.
В конце статьи отмечено значение «Подростка» в романном пути
Достоевск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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