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자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
막심 고리키의 단편 ｢은둔자｣와 ｢특이함에 대하여｣*

이 강 은**

고리키는 있었는가(Был ли Горький)?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й) 문학과 그의 삶에 덧씌워진 일종의 신화를 벗겨
내고 그 진정한 내면의 고뇌에 주목하고 있는 드미트리 브이코프(Дмитрий
Быков)의 흥미로운 고리키 전기는 위와 같은 질문을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
다. 브이코프는 민중 출신의 고리키라는 초기의 신화1)에서부터 혁명의 부레
베스트니크(буревестник революции)라는 중기 이후의 신화,2) 나아가 사회주
의 리얼리즘의 창시자라는 신화에 이르기까지 고리키에게 부여된 다양한 이
데올로기적 낙인찍기,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1990년 이후의 급격한 평가 절
하 모두 고리키라는 존재와 문학이 러시아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미
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실제적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새
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브이코프는 고리키의 문학이 “주체의 힘과 문화를 결
합하고 인간성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결합하고, 자유로운 의지와 고난을 함
께 감수해내는 새로운 인간 유형(그런 인간 유형이 없이는 인류가 존재할 수
없는)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는 고리키에게서 이런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막심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й)는 ‘최대의 고통’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떠돌이 민중 출신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 출신의 작가라는 신화의 성립에 이 필명 자체가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 고리키의 산문시 ｢바다제비의 노래(Песня о буревестнике)｣에서 유래한 중기 이후
의 별명으로 바닷가에서 가장 높이 올라 폭풍우를 예고하는 바다제비와 고리키 문
학의 혁명성을 비유하고 있다. 이 산문시의 여러 구절들은 혁명 팸플릿 등에 자주
이용됨으로써 고리키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신화적 기표로 작용한다.

인간 유형을 확정된 것으로 찾아내고자 했다면 브이코프의 주장에 따르면 고
리키는 “이런 인간 유형의 신뢰할만한 유형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를 위해 되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될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해준다.”3) 다시 말해 브이코프는 오늘날 러시아 역사의 격변기에 고리
키의 삶과 문학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읽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이 던진 질
문에 대해 “고리키는 있었다(был)”4)고 대답한다.
브이코프의 질문 형식은 21세기의 고리키 연구경향을 가장 적절하게 시사적
으로 압축하고 있다. ‘고리키는 있었는가?’라는 표현은 ‘소년은 있었는가?’라는
클림 삼긴의 생애의 한 모티프에서 따온 것5)으로 바신스키(П. Басинский)의
고리키 전기도 ‘소년은 있었는가’6)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있을 정도로 고리키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알레고리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절은
단순한 수사학적 목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고리
키에 대한 확고한 일원론적 해석틀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평가들을 전복하고
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며, 그리고 그 전복이 고리키의 문학적 창작에 대한 보
다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
하자면 ‘소년은 있었는가?’나 ‘고리키는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고리키 창작세
계에서 이제까지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점들에 대한 주목을 촉구하
며 그에 대한 연구의 깊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리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문제적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고리키 사상의 실제적 면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1910년도를 전후한 ‘건신주의(богостроительство)’ 사상에 대한 새로운 재해
석과 고리키의 1910년대 작품들에 대한 재해석과 주로 관련되는 바, 고리키
를 단순한 사회주의 사상가나 문학가로 해석하기보다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3) Д. Быков(2008), 347.
4) Д. Быков(2008), 348.
5) 클림 삼긴의 생애에서 주인공 클림 삼긴의 어린 시절의 맞수라고 할 수 있는 보
리스가 얼음 구덩이에 익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삼긴은 분명히 소년의 죽음을 목
격하였지만 뒤이어 달려온 누군가가 “아니 소년이 있기는 있었어, 없었던 것 아
냐?(Да был ли мальчик-то, может, мальчика-то и не было?)”라고 말한다. 클림
은 “있었어!(Был!)”하고 대답하려 하지만 의식을 잃고 만다. 이 모티프는 존재에
대한 알리바이를 묻는 모티프로 소설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6) П. Басинский(2005) 참조.

내면을 가진 작가로 파악하는 것이다.7) 두 번째는 1917년 혁명에 대한 고리
키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1917년에서 1918년까지 신생활(Новая жизнь)
지에 기고한 시의에 맞지 않는 생각들(Несвоевременные мысли)을 중심으
로 1920-30년대의 정치활동과 평론들에 나타난(다양한 해석을 뒷받침할 서로
다른 모순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 고리키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하는 것
이 이 두 번째 과제에 속한다.8)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창작방법의 변화와 그 시학적 의미이다.9) 이는 1922-1924년 단편집(Рассказы
1922-1924 годов)에서부터 최후의 대작 클림 삼긴의 생애(Жизнь Клима
Самгина)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방법적 시도
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
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고리키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
기 위해서는 위 세 영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위 세 영역은 별개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주
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고리키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발견은 작품 창작에 반영되기 마련이고, 특히 러시아 혁명과정에서 겪을 수밖
에 없었던 격렬한 내적 변화는 문학 창작의 새로운 모색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 이 글은 고리키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방향과 성과를 바탕으로 바로 세 번
째 과제, 즉 혁명 이후 창작방법의 변화와 그에 연관된 인간과 세계, 혁명에
관한 관점 변화의 일단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혁명 이후 최초로 발표한 본격 예술문학 작품이자 후기 문학 창작의 기반이
7) 이에 대한 집중적인 최근의 연구 결과로 Концепция мира и человека в творчестве
М. Горького(ИМЛИ РАН, 2009)가 있고, Семенова С.(2001), “Мыслительные диапазоны Максима Горького”(в. кн. Русская поэзия и проза 1920-1930-х годов.
Поэтика-Видение мира-Философия) 등이 있다.
8) 최근 출간된 В. Баранов(2001), В. Барахов(2004), П. Басинский(2005), Д. Быков
(2008), В. Петелин(2007), Л. Спиридонова(2004) 등의 대부분의 전기가 이 부분
에 대한 특히 새로운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되어 편찬된 Публицистика М. Горького в контексте истории(ИМЛИ РАН, 2007)은 이 시기의
구체적인 자료와 그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리고 조금 이
전 시기의 Л. Спиридонова(1994)와 И. Вайнберг(1976)도 이와 관련한 주목할 만
한 중요 연구성과이다.
9) 이 부분은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 비해 미진하다. С. Сухих(1992), В. Келдыш(1994), Л. Грановская(2005) 등의 저서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이 시기
작품들에 대한 연구들이 산재해 있다.

되는 1922-1924년 단편집10)의 아홉 편의 단편 중 ｢은둔자(Отшельник)｣와
｢특이함에 대하여(Рассказ 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м)｣에 등장하는 ‘은둔자’ 형상을
비교 검토하고 그 서사구조를 분석 대비해 볼 것이다.
1922-1924년 단편집은 아홉 편의 단편 각각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
하고 실험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몹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집이 발표되기
이전에 고리키 작품 세계에서 이렇게 실험적이며 ‘소설적’ 가공을 거친 작품
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다. 대체로 직접적 체험에 근거하는 주인공과 생활환
경, 실제 사회적 사실들과의 깊은 연관을 지닌 리얼리즘적 묘사와 상황이 고
리키의 전형적인 작품 창작 방법이었던 것이다.11)
특히 이 작품집의 맨 앞과 맨 뒤에 실린 두 작품 ｢은둔자｣와 ｢특이함에
대하여｣는 특이한 대응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대응구조는 작품집의 전체의
의미와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은둔자｣에서 사벨리이
(Савелий)라는 노인의 형상이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반해 ｢특이함에 대하여｣
에서는 숲속에 혼자 살아가는 한 은둔자 노인이 혁명가 주인공에 의해 살해
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물론 두 은둔자 노인이 동일인은 아니며 작품 속
의 역할도 매우 다르지만 굳이 한 작품집의 시작과 끝을 은둔자의 탄생과 죽
음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작가 자신
도 이런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편집자에게 “｢특이함에 대하여｣가 이 책의 끝
에 와야 합니다. 이건 정말 꼭 그래야 해요. 이 책은 ｢은둔자｣로 시작해서 은
둔자의 살해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 점 분명히 잊어서는 안됩니다!”12)라고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은둔자로 시작해서 은둔자의 살해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다.
만일 작가의 말이 이 작품집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은둔
자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이 작품집 전체의
실험성과 이념적 다면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은둔자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의미의 분석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두
10) Рассказы 1922-1924 годов는 그 속에 포함된 단편의 하나를 제목으로 하여 대답
없는 사랑(문학동네, 2009)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11) 이 작품집 창작의 시대적 분위기와 창작사, 사상적 변화, 그리고 일부 단편(｢푸르른
삶｣, ｢카라모라｣, ｢영웅｣ 등)에 대한 분석은 이강은 1999, 2007a, 2007b, 2008 참조.
12) 1924년 8월 29일 자 П. Крючкова에게 보낸 편지. Летопись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а
А. М. Горького(1959), C. 382.

단편에서 ‘은둔자’라는 소재의 일치 외에 이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과 역할,
주인공과의 관계 등은 매우 대조적이며 일견 거의 무관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에트 시기 고리키 문학 연구에서 가장 공정하면서
도 깊이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이 작품집의 시학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연구자로 볼 수 있는 타게르(Е. Б. Тагер) 마저도, “이 두 은둔자를
비교하는 것은 이 작품집 구상을 해명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두 은둔자는 서로 연관되어 떠올리게 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13)라고
평가했던 것도 당시의 연구수준과 시대적 분위기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만
한 일이다. 이 두 작품을 굳이 비교하여 이해한다면 비교 대상은 당연히 은
둔자 사벨리이와 혁명가 즈이코프(Зыков)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 인물이
각각의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내용과 형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주인공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별로 많지 않
다. 타게르 역시 두 인물을 비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각각의 분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은둔자｣의 은둔자 사벨리이는 ‘위대한 위로자’이다. 그는 그리 종교적이지
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어찌 보면 일상
의 관점에서라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위선적
인 종교인보다 더욱 정직한 측면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인물인 것이다.
성격을 과거에서, 즉 전기(傳記)를 통하여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는
‘전형적 상황 속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일반적인 리얼리즘 방법론에 입
각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온갖 세상 풍파를 겪은 그의 늙은 얼굴은 상처투성
이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지만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세상 온갖
시름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간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해줄 뿐이다.
세상사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면 그는 사람들을 ‘지상에 핀
13) Ε. Тагер(1964), 192.

꽃’이라거나 매혹적인 다정함을 담아 ‘밀라야’14)하고 부르며 ‘사랑, 오직 그것
뿐인’ 목소리로 위로해준다. ‘나’는 사벨리이의 외적으로 흉측한 모습과 놀라
운 말솜씨, 또 그의 과거사를 들으면서 과연 이 노인이 거짓말쟁이 위선자인
지, 아니면 성자인지 미심쩍어하던 중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에서 마침내
세상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가진 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위로자로서의 사벨리이의 모습은 희곡 밑바닥에서(На дне)의 노인 루카
(Лука)를 연상시킨다. 도시의 빈민 합숙소에 어느 날 찾아온 루카라는 노인
이 죽어가는 안나와 알콜 중독자 배우, 사랑에 빠진 도둑 등 세상에 대한 절
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위로를 불어 넣으며, 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함정”일수도 있고, “믿는다면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
는다. 믿는 것은 바로 존재하는 것”(7, 140)이며, “진실이 인간의 병을 항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7, 156)라고 주장하던 모습을 떠올려보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밑바닥에서의 루카는 자신의 이념에 대립하
는 강력한 주인공 사친(Сати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친은 루카의 위로
를 노예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인간’은 진실
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어나간다고 웅변한다. 그
리고 사친의 인간론은 고리키 자신의 인간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
되곤 한다. 고리키 자신이 평생 단 한번도 “루카 편에 선 적이 없다”15)고 고
백하곤 했지만 밑바닥에서는 공연 과정에서 매혹적인 루카의 모습이 부각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은둔자｣에서 사벨리이는 적대적 대립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벨리이에게 흥미를 느껴 자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
누면서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나’(직업이 작가이다)는 사벨리이의 말을 처
음에는 약간의 호기심과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결국 사벨리이에 대한 긍
정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평생 루카 편에 서지 않았다던 작가 고리키의 말
은 여기서 어떻게 된 것인가. 게다가 루카의 과거는 모호하게 제시되지만 사
벨리이의 과거는 성자의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에
몸을 맡기고 살았으며 심지어 너무나 예쁜 자기 딸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재
판을 받기까지 한 이력이 있다. 추악한 과거 이력을 지닌 이런 자가 생의 마
지막에 한적한 시골 숲속에 은둔하면서 혹세무민하며 성자인양 살아가는 모
14) М. Горький(1968-1976), Т. 17, С. 254-255.(앞으로 이 전집에서의 인용은 본문
속에 (권수, 쪽수)로 표기함)
15) 1913년 И. И. Лебединов에게 보낸 편지(7, 622).

습은 고리키에게 그야말로 “영혼의 익숙한 안락을 뒤흔들고 싶지 않은, 머리
가 좋고 달변가인 아주 해로운 위로자들”16)로서 루카보다 더욱 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은둔자｣가 “인간적 결점의 가장 추악한 전형”17)이라
거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헛된 구호일 뿐이고 거짓된 설교이며 무사 안일
한 삶의 형식”18)일 뿐이라는 신경질적인 비판이 나온 것도 당시 시대 상황에
서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화자는 사벨리이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풍자
적인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이 주인공은 ‘화자-나’의 눈에 의해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빛나는 영감의 빛으로 조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독자의 입장에서까지 화자의 그와 같은 조망이 무조건 성공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반윤리적인 이력이 부분적으로 이 은둔자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벨리이의 형상이 매우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간관을 보여주는 것으
로 판단한다면 고리키가 그동안 표방해왔던 인간, 혹은 작품의 이념적 주인공
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쉽게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
게만 이해한다면 이 은둔자에 대한 명백한 대비를 보여주는 ｢특이함에 대하
여｣의 은둔자 살해와 결코 어울리기 힘들거나 그 의미적 연관을 풀어내기가
곤란하다.
｢특이함에 대하여｣의 주인공은 은둔자는 아니다. 오랫동안 혁명 활동에 참
가했다가 병에 걸려 어떤 마을에 위탁되어 요양하던 주인공 즈이코프가 병에
서 회복되어 보니 마을은 반혁명적 분위기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 반혁명적
분위기는 분명 어떤 은둔자의 영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주 올바르
고 지혜로운 분”으로 “절대 속이는 법이 없는”(17, 554) 사람이라고 존경해마
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에 가담했다 돌아온 마을 젊은이들은 그를 ‘아주
해로운 늙은이’(17, 554), 혁명을 폄훼하는 반혁명 선동분자라고 말한다.
화자인 ‘즈이코프-나’는 젊은이들의 이런 평가를 듣고 노인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간다. 노인은 숲 속의 작은 언덕에 집을 짓고 조그만 채소밭을 가
꾸며 벌통과 개 한 마리를 전 재산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악의
를 품고 찾아간 ‘나’에게 그 노인 주변의 모든 것이 참 좋아 보인다.
16) М. Горький(1949-1955), C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 26, С. 425.
17) В. Вешнев(1927), 45.
18) О. Семеновский(1962), 293.

그 망할 놈의 늙은이 주변은 다 안온하고 좋았어요. 통나무집 너머는 향
기가 배어나오는 나무숲이었고, 집 앞쪽 아래는 계곡이었는데 작은 강물이
태양빛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지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교묘하게도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군, 마법사야.’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욕을 하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바보가 된 기분으로
돌아왔죠. 가면서 돌아보았더니 작은 언덕에서 모닥불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정말로 해로운 짐승이야, 저 늙은이는!’(17, 556)

결국 즈이코프는 분명히 은둔자의 사주를 받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마을을
떠나도록 종용을 받고 은둔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밤에 몰래 은둔자
를 찾아간다. 방안에서 노인과 마주한 ‘나’는 기분이 꺼림칙해서 다리가 후들
거렸지만 그 노인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겁나지 않소. 나는
괜찮소. 사람들이 불쌍하지.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위로가 없을 테니⋯⋯”
(17, 557)라고 말한다. 그런 그에게 ‘나’는 “당신의 위로는 사기야. 하느님에
게 기도하겠소?”(17, 557)라고 묻고 노인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돌로 노인을 내리쳐 살해한다.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자는 ‘화자-나’의 이성적 판단에 따르면 철저히
‘해로운 짐승’이다. 반혁명 진영의 선전 선동을 극복하고 혁명 정부가 제대로
농촌에서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 제거되어야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런 ‘내’가 노인을 만났을 때, ‘내’게 그의 주변은 다 안온하고 좋았다. 집 너
머는 향기가 배어나오는 나무숲이고, 집 앞쪽 아래는 작은 강물이 태양빛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계곡이었다. 이것은 ‘나’의 이성적 판단과는 다소 다른 어
조를 띠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를 관찰하고 돌아가며 뒤돌아보았을 때 ‘모닥
불이 반짝이고 있다’는 표현도 결코 무의미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죽임에 직면하여 노인이 사람들이 안됐다고 걱정하는 모습이나 노인을
‘굳건한 늙은이(твёрдый старик)’(17, 557)라고 회상하는 부분에서 은둔자에
대한 ‘화자-나’의 판단에 맞서는 최소한의 가치적 반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은둔자 형상의 긍정적 반정립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 하긴 ‘화자나’의 이성적 판단 역시 ‘해로운 짐승’이라는 일면적 신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대체로 ｢특이함에 대하여｣에서 은둔자에 대한 장면은 작품의 말미의
일부분에 돌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자｣와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자 형상은 어떻게 대비되어야 하는 것일까. 왜 이
작품집은 은둔자로 시작하여 은둔자의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일까.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은둔자 노인은 거듭 말하거니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숲
속에 은거해 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외적 일치 외에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며 ｢은둔자｣의 긍정적 위로자와 ｢특이함에 대하여｣의
부정적 위로자 형상이라고 분리하여 이해한다면 문제는 간단해질 것이다. 그리
고 이 작품집은 긍정적 위로자의 탄생에서 부정적 위로자에 대한 폭로로 끝나
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 비밀스러운 대비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서사적 분석과 이
해가 필요하다. 즉 이 두 인물의 서사적 기능과 두 인물에 대한 ‘화자-나’의 거
리와 태도, 그리하여 결국 작가의 두 인물에 대한 가치적 태도 등을 분석하여
비교하여야만 두 인물의 올바른 대응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은둔자｣는 은둔자 노인 사벨리이를 중심으로 모든 서사가 이루어져 있다.
외적으로는 화자인 ‘나’가 우연히 그를 만나 몇 번 찾아가 그의 삶의 이력을
전해 듣고 그가 주변 마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광경을 놀랍게 바라보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사벨리이의 과거사를 들어가면서 흥미롭게 이야기
에 귀를 기울일 뿐 특별히 가치평가를 덧붙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주 비윤리
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자신의 감정을 부가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서
사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초반부의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사벨
리이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변
모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거의 신의 영혼에 대한 엑스터시에 가까울
정도의 찬미로 나타난다.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은 화자인
‘나’의 눈에 “세상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는 보물을 지닌 성자”(17, 260)처럼
여겨진다. 이런 대목에서 화자의 어조는 작가의 어조와 다를 바 없고 조금의
반어적 의미도 품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그를 ‘달변에 사기꾼인 해로
운 위로자’로 드러내고자 하는 숨은 의도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벨리이는 화자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살아있는 내면
의 사상과 지향을 지니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인물이다. 밤이 깊어지
며 추워지자 ‘화자-나’는 모닥불을 피우자고 하지만 사벨리이는 모닥불을 피
우면 ‘살아있는 온갖 작은 것들(всякие живые мелочи)’(17, 243)이 달려들어
타죽는다고 걱정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쉬지
않고 손을 내저어 ‘온갖 작은 것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한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하듯이 “저녁의 따스한 대기 속에 풀내음과 바람의 숨결, 살랑대는 나뭇
잎 소리, 그리고 돌 사이를 흐르는 조용한 계곡 물소리와 쉼 없이 이어지며
다정하게 섞이고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춘다면 밤은 그렇게 충만하지도, 그렇
게 아름답지도, 그렇게 정겹지도 않으리라”(17, 238)는 표현처럼 자연의 숨결
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사벨리이의 모습은 타게르의
표현처럼 “살아 숨쉬는, 떨리는 자연의 세계와 동질적으로 하나로 섞여들고
있다.”19) 그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혼자 터득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
간주의적 이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신은 인간과 삶에 대한 믿음 그 자체
였던 것이다. 신이란 물에 녹아 있는 설탕처럼 우리의 삶에 녹아 있어 전 세
계에 고루 존재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순수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인간 속에서 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사벨리이의 종교관이다. 이
러한 종교관에 따르면 악마라는 것도 무조건 절대 악이 아니다. 악마란 성경
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과도 같은 것이어서 때가 되면 악마도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20)
이처럼 ｢은둔자｣의 사벨리이는 자기 나름의 생생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념인21)이다. 화자인 나의 시선과 나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
19) Е. Тагер(1964), 193.
20) 이러한 종교관은 고리키의 건신주의의 핵심적 논리였다. 고리키는 한때 보그다노
프와 루나차르스키 등과 더불어 건신주의에 경도된 바 있었고 레닌을 비롯한 볼세
비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이 입장을 포기하지만 사실 고리키는 “건신주의적 입
장에서 평생 벗어난 바가 없었다”(Семенова 2001:253)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건신
주의는 고리키 정신세계의 매우 특징적인 경향이었다.
21) 바흐친이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과 아주 가까운 주변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말”(Бахтин 1979:89)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런
주인공을 ‘이념인(идеолог)’이라고 지칭했던 점을 상기하면 사벨리이는 거의 완전
하게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이념인이다. 그는 오직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언어로만
존재한다. 그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나 신체적 조건, 삶의 이력과 무관하게 그의

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내면을
작품 속에 펼쳐놓고 있는 것이다. 작가(화자의 태도로부터 분명하게 유추될
수 있는)는 비판이나 풍자의 거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자유롭게 스스로 자
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자들까지 완전하
게 화자의 시선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그의 반인륜적인 과거며 사람들을 대하
는 과장된 행동과 언어가 독자들이 ‘화자-나’의 공감처럼 그렇게 완전한 공감
을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자는 사벨리이와는 현저히 다르게
대상화되어 있다. 그는 작품에서 이름도 표기되지 않고 그저 은둔자, 늙은이
라고 표현될 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를 자신의 입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은둔자에 대해서는 오직 서로 엇갈리는 외적인 평가
가 있을 뿐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분’이지만 ‘새로운
사랑’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해로운 짐승’이다. 한 젊은이는 그가 혁명에
불만을 품고 혁명가들을 제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도적이나 무신론자
라고 비방하고 다닌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여기고
있고 즈이코프가 그를 찾아가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고(분명 은둔자
노인의 말을 듣고) 즈이코프에게 마을에서 떠나라고 요구한다. 은둔자 노인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만(마을 사람들과 동네 청년들) 서로 엇갈린 평가가 주어
진다. 심지어 ‘나’에게도 그는 ‘해로운 짐승’이면서 ‘그의 것은 모두 안온하고
좋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은둔자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작가의 말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 즈이코프와 대화를 통해 은둔자의 마지막 말이라도 주어졌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앞서 ｢은둔자｣의 사벨리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인공에 맞
서 자기 존재를 내부로부터 드러내는 몇 마디 말쯤은 아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는가.

형상은 이 작품 속에서 오직 자신과 세계에 대한 언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이 사회적 역사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바흐친 역시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념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존재가 바로 언
어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사회적 조건이나 신체적 조건, 삶
의 이력’이 언어를 통한 ‘이념’으로 형상화된다는 문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자가 외부적 평가에 머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점,
｢은둔자｣의 사벨리이에 비해 작품 내 양적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점은 아주
대조적이다. 반면 ‘화자-나’의 지위는 정 반대다. ｢은둔자｣의 화자인 ‘나’(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작품의 이념과 서사적 시점을 사벨리이라는 노인
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서사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문다(물론 후반부
에서 주인공과 화자, 작가의 이념적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는 가치평
가적이고 파토스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반면 ｢특이함에 대하여｣는 이중적 화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문
학하는 사람’인 ‘화자-나’는 네바강변의 대저택에서 ‘회색 군용 외투를 꼭 끼
게 입은’ 마흔 살 가량의 한 사내를 만나고 그에 대한 외부묘사를 냉담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화자-나’는 소설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사라져 다시 나
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이야기에 개입하거나 평가하는 역할도 드러내지 않는
다. 소설은 주인공 즈이코프의 회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 즈이코프
가 새로운 화자의 기능을 맡는다.
화자 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이함에 대하여｣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주인공
즈이코프의 생애에 관한 것이 된다. 즉 한 혁명가가 혁명의 이념을 받아들이
게 된 동기와 혁명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
들과의 관계와 사건들이 이 작품의 보다 중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작품
에서는 은둔자의 내적 성격과 이념보다 그 은둔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살해
하는 즈이코프의 내면과 행동 동기가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
다. 이것은 분명 ｢은둔자｣와 구조적으로 대비적이다. ｢은둔자｣가 은둔자 사
벨리이의 이야기라면 ｢특이함에 대하여｣는 은둔자를 살해한 즈이코프의 이야
기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이함에 대하여｣에서 은둔자의 성격과 그의 살
해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즈이코프의 성격과 삶을 조망하
는 수밖에 없다.
즈이코프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정확한 지명도 모를 정도로 일자무
식한 민중 출신으로 고아로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며 남의 집 일
을 도와주거나 날품팔이를 하거나 마부나 경비원 등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
으며 목숨을 부지한다(마치 작가 자신의 떠돌이 부랑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

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의 삶은 러일전쟁과 1905년 혁명, 1차 세계대전,
1917년 혁명, 적군과 반군의 갈등과 살육,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시민전쟁 등
등 러시아 역사의 급격한 소용돌이를 가로지른다. 그 과정에서 즈이코프는
우연히 볼셰비키 빨치산 부대에 합류하게 되고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 후
그는 병에 걸려 어떤 마을에 위탁되어 겨울을 보내게 되고 앞서 설명한 바
처럼 위험한 반혁명 선동가인 은둔자 노인을 살해하고 도망친다. 이 모든 이
야기는 오직 즈이코프의 회상에 의해 독자에게 전해진다. 그의 삶은 당대 민
중 출신들이 고난의 삶 속에서 혁명과 반혁명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사상적 입장, 특히 볼셰비키 사상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역
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 이념적으로도 권장 받
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런 외적 서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즈이코프의 삶을 이끌어
간 그의 머릿속 생각의 발전이다. 즈이코프가 나름대로 최초로 터득한 세
상의 이치,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우연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죄수들의
대화 속에서 들은 ‘삶의 단순화(упрощение жизни)’ 사상이다.
Простота нужна. Все люди запутались в пустяках, оттого друг друга
и давят. Упрощение жизни надо делать.
단순함이 필요해.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일들 속에 뒤엉켜 있어. 그래
서 서로를 숨막히게 만들지.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17, 527)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인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재난은 사
람들이 모두 특별해지고 남과 달라지려고 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귀족주의나 관료주의, 명령이나 폭압 등 어떻게든 특이하게 남과 구
별되고자 하는 욕망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생기면 적대감과 광기가 발생한
다. 그래서 노인은 “영혼을 북돋워야 해.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야. 그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Душу окрылить надо. Главное – свобода души, без
этого нет человека!)”(17, 528)라고 단언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 행세를
하던 즈이코프는 이런 말이 꼭 자신이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것처
럼 진정한 진실이라고 느낀다. 이리하여 즈이코프의 ‘이데올로기적 삶’이 새
롭게 시작된다.
즈이코프의 이데올로기적 삶의 주요 모티프는 삶의 단순화, 특별한 것에

대한 적대감, 보편적 균등화론이다. 이것은 물론 철학적 체계를 가진 것은 아
니다. 다만 사회주의 이론에서 파편적으로 쪼개져 나온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굴절된 형태로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된 개념들이다. 사회주의 운동이 제
기한 평등과 계급타파 등의 슬로건이 당시 무지한 농민들의 정신세계에 다양
하게 굴절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그 중 한 개념에 우연히 접하게 된 즈
이코프가 그것을 자신의 일상의 경험과 연관하여 독특하게 변주해감으로써
자신의 이념의 성곽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즈이코프의 사상적 훈련
과 발전과정은 정통의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이라기보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이기주의적 열망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독학
자의 처세술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토대가 박약한 이념을 지닌 그는
세상에서 때로는 아주 현명한 자로, 때로는 영웅적인 자로 받아들여진다. 결
국 그의 사상은 다소 과격한 형태로 신념화된다.
큰 물건, 즉 책장이나 상자, 침대 같은 것은 부수거나 깨지 말고 작은 것,
쓸데없는 사소한 것들은 다 부숴버려야 해! 온갖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슬
픔이 있는 거야.(17, 553)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세상의 사소한 장식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로, 다시 말해 침대나 책장과 같은 생활의 필수품은 그대로 두되 아주
사소하고 불필요한 것들, 장신구나 장식품들은 부수고 깨버려야 한다는 기괴
한 논리로 변형된다. “인간의 자유가 하찮은 것들과 같은 잘못된 그물에 걸려
숨이 막히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답은 간단하죠. 그물을 자르고 찢는 것! 그
것뿐이죠”라고 즈이코프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가들은
삶의 진정한 단순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정당 역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지고자 하는 목적 하나를 가지
고 있을 뿐이고 그것은 어떤 논리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지배와 폭력을 행하
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무정부주의적 견해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논리로
무장해가지만 즈이코프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연히 볼셰비키 진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한 은둔자를 살해하고 마는 것이다.
즈이코프의 이런 단순한 개념에 저항하고 반론을 펴는 주인공으로는 그를
치료해주고 보호자처럼 보살펴주며 세상일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있는 의사를 꼽을 수 있다. 의사는 즈이코프의 단순한 이념을 완화시키려고

책도 권하고 많은 대화도 함께 나누지만 즈이코프는 의사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으나 궁극적으로 의사를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 즈이코프의 눈에 지
식인 의사는 하찮은 것들에 너무 많이 매어 있고 간단한 세상의 진리를 온갖
허황된 말들로 거미집처럼 둘러치려는 사람이다. 의사는 세상을 단순화시키려
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더욱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려는
사람인 것이다.
즈이코프의 눈에 의사는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매여 있고 지나치게 조심
스럽지만 무엇에 대해서든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의
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내전의 와중에서도 일신의 위험
을 돌보지 않고 성실하게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다만 그는 즈이코프처
럼 하나의 사상에 단순하게 얽매인 사람이 아니다. 어느 편이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그런 사실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는 틈만 나면 놀
리듯이 즈이코프를 넌지시 비판하며 “하찮은 일들도 그 뿌리가 깊어서 뽑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아주 유용한 흙까지 못 쓰게 만들 수 있
다”(17, 531)고 말한다.
즈이코프의 말로 옮겨 전해지는 의사의 충고는 냉철하면서도 이성적인 현실
판단을 강조하고 인간 세계의 변화에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행동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늘 의사는 즈이코프에게 “어때, 이제 특
이한 걸 많이 좀 제거해버렸나?”(17, 543),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
지?”(17, 543), “이봐, 드디어 자네가 말하는 삶의 단순화가 왔구먼!”(17, 544),
“배워서 익힌다 그거 아냐, 응? 거기엔 삶의 단순화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 안 그래?”(17, 545) 하고 가벼운 농담조로 단순화 철학을 자극한다. 적
군과 백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던 그는 부상당한 채 적군의 포로가 되어 즈
이코프의 관할 하에 놓이지만 결국 살해당하고 만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즈
이코프에게 “삶의 단순화는 이루었나?”(17, 551), “어이, 자네는 나를 단순화해
야 하지 않나?”(17, 552)라고 말하며 즈이코프의 생각에 무언가 자극을 주고자
한다.
의사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즈이코프와 비교되거나 대립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타티야나였다. 그녀는 몸을 팔며 살아가다가 술 취한 사내들에게 맞아
서 병원에 실려 왔는데 의사가 그녀를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간호보조 일을
하도록 주선해주었다. 아마도 그녀는 감사와 신뢰의 대가로 의사를 존경하며
사랑을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런 관계에(즈이코프에겐 몹시 의심스러운) 있던 타티야나는 즈이코프의 구애
를 받아들이지만 결국 의사와 헤어지고 즈이코프와도 헤어져 독자적인 길을
간다. 그런 타티야나는 즈이코프의 단순화 철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왠
지 주저하고 망설이며 바보 행세를 하듯 살아가는 그를 비판한다. 타티야나는
즈이코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혁명 이념을 받아들여 감옥에도 두 번이나 다
녀온 열성 당원이 된다. 보다 단호하게 행동하는 타티야나에게 즈이코프의 망
설임과 주저함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지나지 않
는다. 그런 비판에 대해 즈이코프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특성이 존재하며 그
특성은 개성적이며 특별한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분명 즈이코프에 대한 타
티야나의 비판은 의사에 대한 즈이코프의 비판을 떠오르게 한다. 즈이코프가
의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동, 즉 ‘그물을 찢는 것
뿐’이 필요하며 ‘특별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오
히려 타티야나가 동일한 논리로 즈이코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타티야나
의 이런 비판에 대한 즈이코프의 응수는 또한 의사의 응수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피부를 가지고 있고 피부 속에 제 나름의 온기와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사소한 일의 뿌리를 뽑을 때에도 몹시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유용한 흙까지 뽑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논리의 반복
이 아닌가.
즈이코프의 삶의 단순화 철학은 의사와 타티야나의 삶과 논리와 대조되며
타자의 시선으로 대상화, 객관화 된다. 그런데 그 대상화, 객관화 속에 분명
즈이코프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평가가 내재해 있다. 아무리 무지몽매한 민중
출신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혁명에 가담해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단
순하고 개별적이라는 것은 혁명 직후인 1920년대 초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판단해도 전혀 무리
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는 은둔자를 살해하게 되는 즈이코프의 이념
적 토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개인적 호감을 결코 느끼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야기가 철저히 즈이코프의 시선에서, 그의 구어적 전달로 진행되고 있는
데, 다시 말해 일인칭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일인칭 화자에 대해 공
감하지 않도록 하기란 그리 쉬운 서사방법은 아니다. 고리키가 이 일인칭 화
자를 ‘나’가 만나서 관찰하는 짧은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를테면 액자 속에
가두어 주인공을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 도입부에서 독자들이 접하는 즈이코프는 “안락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기가 서린 방에 회색 군용 외투를 꼭 끼워 입은 한 사내”(17, 522)이
고 “수없이 기만당한 사람의 정신적 삐딱함과 존재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느껴지는 시선”(17, 522)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
에 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는 등 다소 종잡
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외투의 목 단추를 풀었다 다시 잠갔다
하면서 자신의 피부에 달라붙은 어떤 무거운 것을 홱 벗어 내던지고 싶은 것
같았다.”(17, 523) 이런 즈이코프의 모습은 작가의 눈에 비친 것이면서 독자
들에게 향후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도입부의 주인공은 결코 노 혁명가의 긍정적이거나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즈이코프의 이념과 생애에 대해 다소 냉정하거나 객관적인 거
리를 확보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다시 우리가 돌아갈 문제는 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그렇다고 철저하게 부정적이거나 풍자 대상은 아닌, 주인공
즈이코프에 의한 은둔자 살해에 관한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주인공이 행한
살인이라면 나름대로 공감과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다
소 부정적이거나 냉정한 주인공이 저지른 살인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로 이어지기 힘들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평가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도 당연하다. 주인공 즈이코프의 눈에 ‘특히 위험한 짐승’이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안온하고 좋은’ 은둔자의 살해는 결코 긍정적이거나 불가피
한 것으로 읽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은둔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앞서 살
펴보았듯이 은둔자 자신의 자기변호가 주어지지 않고(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말
부재), 작가의 은둔자에 대한 공감은 너무 제한적이다(묘사의 부족과 대상화를
통한 거리).
은둔자를 살해한 추억을 마지못해 더듬고 나서 즈이코프는 마지막으로 자
신의 결의를 되새기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자, 이제 이따위 모든 악마의 구조물은 파괴되고 무너져버렸으니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를 기다려야만 하겠죠. 모두들 단순함

속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혹한
특별함은 저 멀리로 쓸어내 버려야겠죠⋯⋯. 특이한 것, 그것은 우리를 파
멸시키려고 악마가 고안해낸 것입니다.(17, 558)

이 마지막 말은 과연 작가와 주인공의 일치된 진실일까. ‘악마의 구조물’과
‘잔혹한 특별함(жесто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특이한 것(необыкновенное)’이 동의
어라면 ‘삶의 단순화’와 ‘지혜’, ‘새로운 질서’ 등은 그 대립물이다. 특이한 것
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삶을 단순화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즈이코프
식의 사회주의 혁명 이해법이 올바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22)
이는 사회주의 사상이 충분히 올바르게 수용되지 않고 무지한 민중의 의식
속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것은 옳은 것
이든 잘못된 것이든 주인공 자신의 충분한 진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됨으
로써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민중의 실제 정신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인물들이 많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즉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혁명에 참여했던 민
중들이 많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작
품 전체를 할애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그런 주인공에
의한 은둔자의 살해는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즈이코프와 사벨리이는 내적으로 서로 대립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을 보여주
고 있다. 사벨리이가 제 나이와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인형’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는 등 불필요한 ‘특별한 것들’에 매료되고 ‘살아있는 온갖 작은
것들(всякие живые мелочи)’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간다면 즈이코프는 삶을
단순화하고 ‘책장이나 트렁크, 침대’ 같은 ‘큰 것(крупная вещь)’(17, 553)은
지키고 사소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
립에 착안하여 은둔자 사벨리이와 혁명가 즈이코프의 사상적 대립을 적대적
으로 설정하고, 즈이코프가 ｢특이함에 대하여｣에서 은둔자 노인을 살해하는
22) 1950년대라면 고리키에 대한 소련 사회의 신화화된 비평 속에서도 즈이코프라는
사회주의 혁명가의 논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판코프는 ‘평범한 것의
평범하지 않음(необыкновенность обыкновенного)’이라고 이 단편의 이념을 정당
화하면서도 이 단편 속에 민중대중의 혁명에의 참여와 성장에 대해 고리키의 의심
이 담겨 있다고 불만을 표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의 평등 개념이 민중대중의 의식
속에, 특히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인공의 의식 속에 ‘삶의 단순화 철학’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한다(Панков 1955:68-69).

것은 은둔자 사벨리이를 살해한 것과 이념적으로 동질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록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자 노
인의 형상적 제약성을 무시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즈이코프에 대한 철저
한 부정적 평가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
품 자체의 서사적 분석은 그런 결론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은둔자｣의 주인공 은둔자 사벨리이와 ｢특이함에 대하여｣의 주인공 혁명가
즈이코프, 그리고 ｢은둔자｣에서의 은둔자의 탄생과 ｢특이함에 대하여｣의 은둔
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확연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여러 도식을 대응시켜도
그 도식에 어긋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은둔자의 탄생과 죽음 자체에서 직접적인 연관이나 대비를 찾기보다 조금 다
른 각도에서, 즉 독자의 입장에서 두 작품에서 긍정적인 형상(궁극적으로 작가
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수렴되는)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전환하여 살펴보자.
｢은둔자｣의 사벨리이는 결과적으로 ‘나’와 동질적으로 승화되어 ‘나의 눈’
에 거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형상화된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역사를 읽어온 독
자의 눈에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동일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인이면서
도 여전히 여자에 대한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야 솔직하고 자연스러
운 사벨리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아내를
폭행 치사하는 과거, 소녀에 대한 사랑 등은 반인륜적일 정도의 거부감을 동
반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사벨리이는 ‘화자
-나’의 무한한 동일시에 기초하여 매우 긍정적인 주인공으로 형상화되고 있으
면서 동시에 부정적 면모(이렇게 본다면 고리키가 ‘해로운 달변가’로 칭한 부
정적 위로자의 모습도 결코 없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제시됨으
로써 독자들은 최소한 ‘화자-나’ 만큼의 절대적 동일시에 이르기 힘들다. 그
런 만큼 독자는 ‘화자-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특이함에 대하여｣의 즈이코프의 부정적 성격을 위에서 지적한 바 있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
서는 민중의 불가피한 과정적 오류로서 결코 즈이코프 형상 전체를 부정한다
는 것도 편파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화자-나’는 즈이코프를 액자
속에 넣어서 일정한 가치평가적 경계를 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 철저히 즈
이코프 자신의 말로만 서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충실하게 자신을 드
러낼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즈이코프에게 부정적 분
위기가 배경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코 그를 역겨울 정도의 혁명가, 무지몽매

하고 어리석은 잔혹한 혁명의 상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즈이코프에게는 신념과 자긍심이 아니라 회한과
반성의 정조가 어려 있다는 점도 그에 대해 독자의 부분적인 공감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로맹 롤랑은 ｢은둔자｣와 이 시기 몇몇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주 매혹적인
작품이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과잉으로 힘이 넘쳐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
다고 말하면서 작품의 주인공들의 영혼의 복잡함이 서구인으로서는 몹시 이
해하기 힘들다고 불평한다. 급기야 로맹 롤랑은 이 작품의 인물들의 영혼의
화학적 분석을 해본다며 생생한 생명력과 지적 능력, 호기심, 도덕성, 도덕적
원칙 등의 함량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23) 롤랑의 화학분석이 얼마나 성공
적이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롤랑이 수치로 분석해보아야 할 만큼 이 작품
의 인물들의 내면이 복잡다단하고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고리키는 1922-1924 단편집에 대해 ‘자신의 내면의 수염을 자르는 새로
운 형식과 어조를 찾아가는 과정’24)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적어도 이 두 작품
을 통해 획득된 다른 어조와 다른 형식이란 다름 아닌 ‘존재하면서도 존재하
지 않는 작가’의 시학과 ‘인간 탐구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전자는 작가가 자신을 작품 속에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이후의 서사전개과
정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주인공에게 서사의 시야를 넘겨버리고 평가적 입장
은 거의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함이다. 이런 노력은 주인공의 언어에 있
어서도 철저히 주인공 자신의 언어가 되도록, 즉 작가의 개입을 통한 평가적
언어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후자의 방법이다.
사벨리이와 즈이코프는 이제까지의 ‘프로메테우스적인 열망’25)에 사로잡힌 고
리키의 인간관으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물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찍이 고
23) Горький и Роллан(1996), 108-109.
24) 이 점에 관해서는 이강은(1999), 150 참조.
25) С. Семенова(2001), 250.

리키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들이고 새로운 인간관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주로 소련 문학연구에서 주목하는 일원론적인 고
리키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우 새롭게 주목
받을 수 있는 주인공, 혹은 기존 주인공의 다른 측면들을 더욱 극대화하는 인
물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작품을 통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결론적으로 확인해보자.
우선 혁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발생의 정당성
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하다. 다만 혁명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이념적 오류에
대한 반성의 시각은 즈이코프 형상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어떠한가. 사벨리이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해로운 달변
가’로서의 위로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위대한 위로자’에 보다 경도되어 있다.
그러나 사벨리이의 몰윤리성 속에 ‘위대한 위로자’ 형상은 그 비현실성과 수동
성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인물의 형상화 방법에 있어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만 존재한다는 점도 새로운 인간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복잡한 내면이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적 조
건, 사회적 상황에 의한 리얼리즘적 전형화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독백과 자기의 말에 의해서였다. ‘화자-나’가 분명히 곁에
임석하고 있지만 거의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주인공의 말을 듣고 전해줄 뿐
이다. 이것은 기존의 형상화 방법에 비해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형식이다.
이 작품집에서 ‘은둔자의 탄생과 죽음’은 위와 같은 변화된 의식을 가장 미
묘하고 복잡하게, 또 미확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은둔자에 대해서도, 은둔자
에 감탄하는 ‘화자-나’에 대해서도, 은둔자를 살해한 혁명가 즈이코프에 대해
서도, 살해된 은둔자에 대해서도 이전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정신적 신념과 지향을 가진 형상을 보기 힘들다. 그들은 오히려 미세
하게 분화하며 새로운 길로 흘러가고 미끄러져만 간다. 고리키가 주목하는 인
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혹은 고뇌가 서성이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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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отив ‘рождение и смерть отшельника’
в рассказах «Отшельник» и «Рассказ 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м»
М. Горького
Ли, Кан-Ын
Произведение М. Горького «Рассказы 1922-1924 годов» состоит из девяти рассказов, в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аются послереволюционные взгляды
писателя на человека и мир в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форм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различных уник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ассказы
«Отшельник» и

«Рассказ 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м», находящиеся в начале и в

конце цикла, играют вводную и заключающую рол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 идейного проектов творчества, суть которых пока
совершенно не изучена и остаётся загадкой.
Прекрасный образ ‘великого утешителя’ воплощается в сам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м рассказе «Отшельник», а в «Рассказе 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м» убит
революционером Зыковом отшельник-старик, который живёт далеко от
села и агитирует против революции. Значит, мы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рождение и смерть отшельника, хотя два отшельника являются не
одинаковыми персонажами. Сопоставление этих образов отшельников даё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ять новые взгляды М. Горького на человека и мир,
подвергающиеся строгому изменению после переживания жестокой революции. Для анализа и сравнения двух образов отшельника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ую дистанцию между ‘Автором-Я’ и
героями, рассказчиками биографии.
Это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иводит нас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в новых рассказах
у М. Горького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нет ‘твёдро завершённых характеров’,
утверждающих возможность осознания правды о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и мире,

и что писатель показывает новый тон и новую форму понимания
человека и ми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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