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아리로서의 시언 

김 진 영. 

“푸슈킨은 우리 의 모든 것 (nyWKHH - HaWe BCe)"이 란 구호야말로 러 시 아의 

푸슈킨 광증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한 마디가 아닐 수 없다. 1999년 5월 푸슈 

킨 탄생 2백주년 당시 모스크바 시내의 대로에 펄럭이던 그 구호는 함께 걸 

린 다른 수많은 현수막의 다채로운 외침을 일거에 잠재우는 결정적인 표제어 

였다. 그것은 또한 푸슈킨 사후 시대 상황적 요구에 따라 번번이 수정되고 제 

기되어 온 끝없는 상호모순의 표어들과 신화화 노력에 대한 최선의 변론이기 

도 했다1) 아무튼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귀족주의자이고， 12월 당원인 동시에 

제국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동시에 정교주의자일 수 있는 푸슈킨의 그 탄력 

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란 말만람 적절한 것도 다 

시없을 듯싶다. 

그러나 “푸슈킨은 우리익 모든 것”이란 말에 담긴 저 무조건적 포괄성은 

때로 그 최대의 찬사를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감정적 상투어로 전락시키곤 

한다. 어느 한 작가가 러시아라는 대국과 그 문화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는 발 

상에는 현실성의 차원에서나 진정성의 차원에 있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구호는 결국 푸슈킨이란 한 인물을 통해 러시아의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통합하고 합리화시키고자 한 편의주의적 궤변에 지나지 않 

는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 정서의 비논리적인 극단성을 말해주는 

한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푸슈킨 신화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일부에서는 푸슈킨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아무 것도 아니다(nyWKHH - HaWe HW-ITO)"라는 자조적이며 반동적인 

일침마저 외치게 되는 것이다.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러시아 사회가 기려온 푸슈킨 신화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O. C. MypaBbeBa, “Oõpa3 

nyWKHHa: HCTOpH'IeCKHe MeTaMopiþo3b1", JlereHßbI H MU빼 o nyIDKHHe, cnõ. , 1999, CC. 

113-3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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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은 “서정시인이 되기엔 너무도 다면적이며 너무도 객관적 (CJI뻐KOM 

MHorOCTpOHeH, CÆilllKOM OÕbeKTHBeH, t.I TOÕbI ÕbITb JIHPHKOM)" 이 라고 이 반 키 례 예 

브스키는 일찍이 평한 바 있다2) 그것이 동시대인의 평가였고， 낭만주의 사조 

가 지배한 19세기 초반의 단언이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는 푸슈킨에 대한 

평가를 문학 장르에 따라 구분 짓지도 않거니와， 시인의 다면성과 객관성을 

그 어떤 문학적 결함과도 연결짓지 않는다. 그러나 푸슈킨의 다면성은 여전히 

그의 작가적 정체성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또한 푸슈킨 

을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는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이기 

도 하다.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닌， 그 수수께끼와도 같은 푸슈킨의 정체성 

을 살펴보기 위해 시인이 남긴 한 편의 짧은 시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푸슈 

킨을 논하는데 있어 핵심어로 자리잡게 된 ‘모든 것’이란 표현은 바로 이 한 

편의 시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이 시를 푸슈킨 

신화의 근원이라 말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터이다. 

3xo 

PeBeT nH 3Bepb B necy rnyxoM, 
Tpy6HT JlH por, rpeMHT nH rpOM, 
noeT nH ~eBa 3a XOnMOM --

Ha BOIKH깨 3ByK 

CBoA OTKnHK B B03~yxe nycToM 

PO~Hmb T비 B~pyr. 

T~ BHeMnemb rpoxoTy rpOMOB, 

H rnacy 6ypH H SaJlOB , 

H KpHKy CenbCKHX nacTyxoB -

H mnemb OTBeT; 

Te6e :1< HeT OT3bIBa ... TaKOB 

H Tμ， n03T! 

2) H. B. KHpeeBCK때， KpHTHKa H 3CTeTHKa, M., 1979, c. 54. B. C. HenOMH때째， “φeHOMeH 

nymKHHa H HCTopH4eCKHμ :l<pe6뼈 POCC뻐 ， flymKHH H cospeMeHHaß Kyπ'bTypa ， M. , 1996, 

c. 46에서 재인용 



메아리로서의 시민 

메아리 

깊은 숲 속에사 짐승이 울부짖거나， 

뿔피리 울리고， 천둥 칠 때나， 

구릉너머로 처녀가 노래한 때나 • 

그 모든 소리에 

년 불현듯 허공 위로 네 응답을 

만들어낸다， 

넌 천둥의 울린에， 

폭풍파 파도의 꼭소리에， 

시골 목동의 외침에 귀가울이고 • 

화답한다 

허나 네게는 응답이 없으니 ... 그게 

바로 너， 시인이로구나! 

23 

1831 년에 씌어진 이 시는 매우 중요한 두 화두를 담고 있다. 하나는 모든 

소리에 응답하는 메아리에 대한 화두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응답도 얻지 못 

하는 메아리에 대한 그것이다. 시는 두 화두를 통해 메아리의 근본 속성을 드 

러내면서， 그 속성을 시인의 역할과 운명으로 규정짓는다. “모든 소리”를 “불 

현듯 즉 아무런 의식적 선택이나 노력의 과정 없이 되따라 하되， 자신은 영 

원히 홀로인 메아리로서의 시인을 시는 노래하는 것이다. 

‘메아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푸슈킨의 시로서는 그 외에도 초기에 씌어 

진 “ N. Ia. 플류스코바에 게 (K H. 51. nJ1IOCKOBO꺼， 1818)"가 있는 데 , 거 기 서 의 메 아 

리는 민중의 뜻을 전달하는 시적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fl1060Bb H Ta헤Ha51 cBo6otla 

BHymaJ1H ceptluy rHMH npOCTO~， 

H HenOtlKynHbl~ r0 J10C MO~ 

DhlJ1 3XO pyccKoro HapOtla 

사랑과 비벨스런 자유가 

내 가슴에 소박한 찬가블 불러 넣었으니， 

그 무엇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내 목소리는 

라시아 민중의 메아리였다. 

자유를 부르짖던 젊은 시인답게 푸슈킨은 엘리자베타 여왕(알렉산드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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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비)을 칭송한 이 시에서 자신의 입장을 러시아 민중의 그것으로써 합리 

화시켰던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와 민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 

어로서 재현과 반복의 일차적 의미가 담긴 단어 ‘메아리’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1829년의 푸슈킨은 메아리와 관련된 또 다른 시 “각운 (p빼Ma)”을 쓰 

게 되는데， 여기서의 메아리는 이전 시와 달리 순수한 신화적 인물인 에코로 

등장함을 볼 수 있다. 

3xo, 6eCCoHHa~ HHM~a ， CKHTanaCb no 6pery neHe~. 

φe6 ， yBHtIeB ee, CTpaCTHIO K Heii BOCnnhlnan. 

HH빼a nno~ nOHeCna BOCTOprOB BßI06neHHOrO 6ora; 

Mell< rOBOpnHB비x Ha~~， My'la~Cb， OHa pOtlHna 

MHnylO ~O 'l b. Ee npH~n~ CaMa MHeM03HHa. 

Pe3Ba~ ~eBa pocna B xope 60rHHb-aOHH~. 

MaTepH '1yTKylO nO~06Ha ， nocnywHa naM~TH cTporoii. 

My3aM MHna; Ha 3eMne PH~MOii 30BeTC~ OHa. 

잠 못 이루던 요정 에코는 페네이오스 해변을 따라 떠돌고 있었네 

그녀를 본 제우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사랑에 빠진 신의 환희의 열매를 배게 된 요정은 

수다스런 나이아스들 틈에서， 고통 끝에 

예쁜 딸을 낳았다네. 므네모슈네가 키워준 

그 말괄량이 아가씨는 아오니드 여신들의 합창 속에 자라났네. 

엄마의 예민한 귀를 닮고， 정확한 기억에 충실하고， 

뮤즈로부터 사랑 받는 그녀를， 지상에선 리프마라 부른다네 

신들의 사랑을 다룬 이 여밟 행의 짧은 작품에서 푸슈킨은 시와 관련된 선 

화적 인물들을 총동원하여 하나의 장난스런 알레고리를 탄생시킨다. 메아리인 

에코， 수다스런 나이아스(하천의 요정)들， 기억의 여신 모네모슈네， 시를 불러 

오는 바람인 아오니드， 뮤즈， 그리고 각운인 리프마 등， 시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시의 은유 혹은 환유가 되는 것들로， 푸슈킨은 자연의 메아리인 에코와 

시의 메아리인 각운을 모녀 관계로 설정하면서， 한 편의 시가 만들어지는 과 

정을 신화적인 사랑과 탄생 이야기로 비유해낸 것이다. 

이상 1818년과 1829년의 두 시를 배경으로 한 채 씌어진 1831년 시 “메아 

리”는， 비록 동일한 주요 단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앞의 시들과는 분명 또 다 

른 현상，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시 “메아리”는 초기시처럼 흡사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치시도，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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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처럼 신화의 세계에 빗댄 시적 알레고리도 아니다. 물론 세 작품 모두 

어느 모로든 시쓰기와 관련된 요소로서의 메아리를 다루고는 있으나， 각각의 

경우 ‘메아리’라는 기호가 지칭하는 대상과 그 지칭의 차원에 있어서는 현격 

한 차이가 발견된다. 

1829년 시 “각운”의 경우， ‘메아리’는 다름 아닌 요정 에코이다. 기호학적 용 

어를 빌자면， 요정의 아이콘(icon) 'il 것이다. 반면， 다른 두 시의 경우 ‘메아리’ 
는 확실한 사인 (sign)의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단， “내 목소리는 러시아 

민중의 메아리였네"(“N. Ia. 플류스코바에게")라고 쓸 때의 메아리가 민중에 

의한 사고 표현의 메토니미라 한다면3)， “시인인 너는 메아리와도 같다"(“메아 

리")라고 쓸 때의 메아리는 시인의 메타포인 것이 당연하겠다. 

1818년 초기시와 후기시 “메아리”의 대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엘리자베타 여왕을 찬미한 초기시에서 푸슈킨은 여왕을 천상의 존재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노래하는 자신의 위치는 지상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아부 

성 왕권 찬미의 오해 여지를 애초부터 배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시 

앞부분에서 밝히듯， 시인은 지상의 신을 찬양한 적이 없거니와(Ha JUlpe CKPOM

HOß, 6J1arOpOllHO인/ 3eMHbIX 60rOB ~ He XBaJlHJI) 짜르를 기 쁘게 하고자 한 적 도 

없지 만(51 He pOll<lleH l.lapeH 3a6aBHTb/ CTbIllJIHB얘 MY3010 MOe때)， 여 왕만람은 천상 

의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다(He6eCHoro 

3eMHOH CBHlleTeJlbj BocnJla~‘eHeHHOIO llYWOH/ 51 neJl Ha TpOHe llo6pOlleTeJlb). 

초기의 젊은 푸슈킨은 천상의 편에 서기보다 지상의 편에， 그것도 민중의 

편에 머물고자 했음을 우리는 또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H HenollKynHwA ronoc MO꺼 

Dwn 3XO pyccKoro Hapolla. 

여기서 시인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중의 즉 지상의 소리에 대한 메아리 

이다. 시인의 시점은 현재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고 있으며 (He6eCHoro 3eM-

3) 즉， ‘내 목소리(생각)는 러시아 민중의 목소리(생각)의 일부’라는 말. 푸슈킨 연구자 

키발닉은 1818년 시에 있어 ‘메아리’란 단어가 “사고 표현 (Bwpa*eHlle MHeH깨)"의 환 

유적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1831 년 시 “메아리”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바 었다. c. A. K1l6anbHIlK, 지끽O:f(eCTBeHHaJl IþHJ10CO뼈JI nyDIKHHa , cn6., 1998, c. 104 



26 러시아연구 제 11권 제 1 호 

HOH CBH.lleTeJlb) ,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향한 예언자적 시점과는 

달리， 그의 시는 신의 목소리가 아닌 민중의 목소리를 전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중 대변적 메아리로서의 시인은 가령， 1820년대 중반 이후 씌어지게 

되는 주요 메타포엠뜰에 나타난 예언자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그 시각의 방향 

을 달리 한다. 

BOCCTaHb, npOpOl<, H BH:I<llb H BHeMJlH, 

HCnOJlHHCb BOJle~ MOeO, 

H 06xoll!l MOp꺼 H 3eM끼H ， 

「끼arOJlOM :l<rH cepllua J1~lleO 

일어나라， 예언자여， 그리하여 보고 들으라， 

넌 내 뜻을 행할지니， 

대양파 바다룹 누비 1다. 

인간의 가슴을 내 언아로 뀔지룹지어다 (“예언자"， 1826) 

Ho J1HWb 60:l<eCTBeHHbIμ r JlaroJl 

Do c Jlyxa 4yT l<OrO l< OCHeTC!I, 

Dywa n03Ta BCTpenHeTC!I, 

Ka l< np06YllHBW싸iC !I opeJl 

그러나 신의 언어가 

그의 예민한 귀에 와 닿는 순간， 

시인의 영혼은 파득이기 시작하리라， 

잠에서 깨어난 독수리처럼 (“시인"， 1827)4) 

다시 말하건대， 1818년 시의 푸슈킨은 예언자적 메아리로서의 시인이 아니 

다. 비록 아폴로의 영감으로 노래하기는 하나(11 B.llOXHOBeHH뼈 AnOJlJlOHOM,/ 

EJlH3aBeTy BTaHHe neJl), 시인의 가슴에 찬가를 불러 넣어준 것은 신이 아닌 

“사랑과 자유(J1뼈OBb H TaHHa!l cBo6o.lla)" 의 감정이며， 민중의 뜻을 대변한 그 

4)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시인익 시각은 이미 군중으로 대변되는 지상의 소리를 완전히 

외면한다 대화시 “시인과 군증(n03T H TOJlna, 1828)"윤 보더라도， “만약 그대가 하 

늘이 선택한 자라면 (eCJlH T에 He6ec H36paHHHl<)", 그리고 “신의 전령사(60:l<eCTBeHHbI꺼 

nOCJlaHHHl<)"라면 하늪의 선물(가프침)을 들려달라는 군중의 요청에 시인은 한 마디 

로 거부하면서， 절대고핍의 자기충족적인 시 세계를 선언하는 것이다 (He IlJl꺼 째 

Teìic l<oro BOJlHeHb!l,/ He IlJl!l l< OpbICTκ He IlJl!l 6HTB,/ M비 pO:l<IleH버 띠!I B때110αx이써HO얘Be하Hb!l，/ / 
DJI쩌 3Byl<OB CJI떠all따HX H M’OJlHTB. 삶의 동요나/ 이득이나， 투쟁이 아니라，/ 달콤한 소 

리와 기도 소리，/ 그리고 영감을 위해 우리는 태어난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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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는 결국 플류스코바라는 구체적 인물에게 씌어진 한 편의 서간시로 

남는다. 그리고 이처럼 구체적인 발신자와 수신자를 지닌 때아리는 그저 공중 

에서 떠돌다 사라지는 반향으로서가 아니라， 여론의 전탈과 확장을 보장해주 

는 현실적 매개물로서 기능하게 된다. 발선된 서간시가 수신자로부터의 반응 

(답시)을 예고해 주는 만큼， 푸슈킨의 메아리는 자연 또 다른 응답의 메아리 

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1831년 시 “메아리”의 경우， 시인은 완벽히 홀로인 외로운 존재이다. 

시인의 메아리는 그 어떤 동기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바 없으며， 그 어떤 수선 

자도 염두에 둔 바 없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시인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인은 다만 그것을 귀기울여 듣고 메아리칠 뿐이다. 그 

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대화가 없다. 

주변의 온갖 소리에 화답하건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은 응답을 얻지 못한， 

메아리 같은 존재가 시인이라는 말은 실로 비극적인 선언이다. 시인의 고립과 

고독은 시의 형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어서， 시인인 “너”에 대 

한 시는 결국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시인 “너”에게로 향한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됨을 볼 수 있다. 타자로부터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화로부 

터 제외된 시인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 외에는 다른 어떤 양식의 언어적 

교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는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채 

맴도는 시인의 자기 반복적 메아리만을 들려줄 뿐이다. 

시인에게 응답의 메아리가 없다는 현실은 설제로 시의 각운 패턴에도 그대 

로 나타난다. “메아리” 시가 규칙적인 운율 (4음보 약강격과 2음보 약강격의 

혼합)과 각운(aaabab)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는 하나， 그 불완전성이 유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으니， 그건 바로 제 2연 맨 마지막 행이다. 

Tμ BHeMneWb rpoxoTy rpOMOB, a 

H rnacy 6ypH H BanOB, a 

H KpHKy CenbCKHX nacTyxoB -- a 

H WneWb OTBeT; b 

Te6e :1( HeT OT3b1Ba ... TaKOB a 

H TbI, n03T! b’ 

문제는 마지막 단어 ‘시인’에서 야기된다. 왜냐하면 유독 ‘시인 (n03T )’에게만 

은 완전한 상응 각운이 없기 때문이다. 1, 2연에 걸쳐 정확히 재현되는 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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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서 유일한 이탈을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TBeT - n03T 쌍으로서， ‘시 

인 (n03T)’은 직접적 각운 상응어인 ‘응답(OT-BeT)’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통틀어서도 완전운을 얻지 못한 채 홀로 남아 있게 된다5) 

그러니까 지인에게 메아리가 없다’는 말은 무엇보다 우선 시속에서 자신의 

형식적인 메아리(각운)를 찾지 못한 단어 ‘시인’을 통해 사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달리 말해본다면， ‘메아리 없는 시인’의 운명을 말 그대로 메아 

리쳐주는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메아리야말로 다름 아닌 푸슈킨의 시 “메아 

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상응운을 얻지 못하는 단어 ‘시인’은 곧 자신에 대한 응답을 구하지 

못하는 존재인 ‘메아리’와 비교되는 것인데， 시 제목으로 나오는 ‘메아리(3XO) ’ 

와 ‘시인 (n03T)’만이 동일 모음 3를 공유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서 

로를 메아리쳐주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외로운 메아리와 외로운 시인이 동일시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불우한 님프 에코(메아리)의 운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펼요가 있 

다. 사설 신화는 에코에게 기계적인 반복의 능력 외에 그 무엇도 부여한 바가 

없다6) 에코는 단지 수다스러웠을 뿐이며， 쥬노(헤라)의 미움을 사 벌을 받은 

결과， 남이 한 말의 뒷부분만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된다. 게다가 나르시스에 

대한 짝사랑이 거부당한 후부터는 몽굴 안에 숨어 목소리만을 내보냄으로써， 

메아리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신화 속의 에코는 보다시피 미메시스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 자신의 말은 

잃어버린 채 오직 상대의 말만 되풀이할 뿐인 에코는 대화의 양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이 대화의 부재야말로 에코에게 내려진 천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에코의 말은， 블랑쇼의 표현을 빌자변， 이야기의 전개라 

든가 의미의 확장 따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비(非)대화(nondialogue)"이 

며 7) 주체적 발화의 가능성을 빼앗긴 이차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5) 물론 모음 e 9} 3 가 음운학상 같은 모음으로 취급되는 만큼， OTSeT - n03T의 쌍이 

각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두 모음은 다른 

성 질을 나타내며， 더군다나 선행하는 음가가 전자는 자음 B이고 후자는 모음 o로 

서， 두 단어가 완잔한 각운익 쌍윤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6) 이어서 언급되는 에코의 신화는 오비드가 기술한 선화 이야기에 가초한다.Ovid， 

Metamorphoses , N. Y., 1955, pp. 85-87 참조. 
7) 나르시스의 운명과 언어의 운명을 연결시키면서， 블랑쇼는 나르시스를 사랑하게 

된 에쿄의 언어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a voice without body, a voice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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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의 에코는 또한 불가피한 명멸의 운명을 말해준다. 그의 폼이 결국 

에는 동굴 속으로 사라져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처럼， 애초부터 온전치 못했 

던 그의 목소리 8) 역시 마침내는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해， 반복과 지속을 의 

미하면서도 실은 불멸을 약속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화적 메아리의 숙명 

인 것이다. 

푸슈킨의 시 “메아리”는 물론 이와 같은 신화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신화적 알레고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 시속의 메아리는 신화적 

인물이기 이전에 자연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메아리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인간 세계의 목가적 시공간(뿔피리， 언덕 위의 처녀， 목동 등)이자 시인의 세 

계이며， 사용되고 있는 중심 단어 역시 요정 에코를 가리키는 기존의 여성형 

명사(HI!Miþa -3XO)가 아닌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의 제목은 비록 “메아리(3xo )"이건만， 그 제목 아래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반향(OTK재1<)， 화답(OTBeT) ， 응답(OT3blB)처 럼 메 아리 현상을 가리 키 는 남 

성형 동의어들에 불과하다. 그들 단어들은 ‘메아리’에 비해 훨씬 관념적이며 

일상적일 뿐 아니라， ‘메아리’가 무의식적이며 기계적인 반향 현상에 불과한 

데 반해， 모두 주어진 소리에 대한 의식적 대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랑에 빠진 요정이 아닌 시 쓰는 남자에게로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시 “메아리”는 전형적인 여성형 신화의 틀을 탈피해 일상 세계， 더 

나아가서는 관념적 시 세계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시는 사랑하는 (그러나 사 

랑 받지 못하는) 요정 에코의 이야기 대신 화답하는 (그러나 화답 받지 못하 

는) 시인으로서의 메아리를 그리면서， 시인의 비극적 운명을 신화 속 요정의 

demned always to repeat the last word and nothing else - a sort of non 
dialogue: not the language whence the Other would have approached him, but 
only the mimetic , rhyming alliteration of a semblance of language." M. 
Blanchot, The Writing of the Disaster, trans. by A. Smock, Lincoln, 1980, p. 
127. 실제로 나르시스와 에코의 운명은 둘 다 ‘반영’의 이미지를 핵심으로 하여 진 
행된다는 변에서 서로 서로의 복저l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자는 반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반면 후자는 그것이 타인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전자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반면 후자는 타자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그들 물의 운명은 서로의 뒤집혀진 ‘거울 이미지’란 홍미로운 사실을 지적 

하고 싶다. 

8) 에코가 상대방이 하는 말의 끝 부분만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 그러니까 

에코의 목소리는 얘초부터 파편화 되어버린 ‘후렴’의 목소리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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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중복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 “메아리”는 알레고리가 아니다. 그보다 2년 전에 씌어진 시 

“각운”은 분명 메아리를 등장시킨 장난스런 알레고리였고， 그것을 통해 우리 

는 시의 탄생 과정을 한 점 그림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메아리” 시의 경 

우， 만약 그것이 단순한 시적 알레고리이기를 원했다면， 푸슈킨은 “그게 바로 

너， 시인이로-구나!(Ta I<OB H TbI , n03T!)"라는 맨 마지막 문장을 굳이 덧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 자신이 알아맞혔어야 할 바로 그 답을 스스로 노 

출시킴으로써 시는 어느새 신화적 비유의 차원을 벗어나 매우 직설적인 선언 

(manifesto)으로 돌 변 한다. 

“메아리” 시는 성숙한 30년대 푸슈킨의 문학 선언서라 할 수 있다. 1824년 

“시 인 과 서 적 상의 대 화(Pa3rOBOp 1<배rOnpO.llaBua c n03TOM)"를 기 점 으로 발표 

되기 시작한 푸슈킨의 본격적인 시론시(메타포엠)들을 통틀어 살펴볼 때， 가 

장 중요한 공통 분모로 떠오르는 근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시의 절대적 

자율성’과 ‘시인의 고독’에 대한 자기 인식일 터인데9)， 바로 그 두 근본 원칙 

9) 1824년 이후 발표된 푸슈킨의 본격적인 메타포엠으로는 “시인과 서적상의 대화” 

이외에도 1826년의 “예언자(npOpOK)" ， 1827년의 “아리온(ApHOH)"과 “시인 (n03T)" , 1828 
년의 “시인과 군중(n03T H TOJIlla)" , 1830년의 “시인에게 (n03TY)"와 “익명인에게 보 

내는 대답(01'8eT aHoHHMY)", 1831년의 “메아리 (3XO)" ， 1832년의 미완성 서사시 “예 

제프스키 (E3epCKHll)"중 일부분， 1833년의 미완성시 “가을(OceHb)" ， 1836년의 “이집 

트의 밤”에 삽입된 즉흥시 “시인이 간다…(n03T H.lleT -- OTKpMTM Be*때 .. ,)", 그리고 

1836년 의 “ 가 념 비 (71 naM꺼 THHK ce6e B03.llBHr HepyKoTBopH뻐 .. .) " 시 등을 꼽을 수 있 

다. 푸슈킨 시에 나타난 시/시인의 의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편 있지만， 특히 1899 
년 발표된 B. C. COJJOBbeB의 “ 3Ha4eHHe n033HH B CTHXOTBOpeHHJlX nywKHHa", ny'αKHH 

B pyCCKOft φHJJOCOφCKOμ KpHTHKe, M. , 1990, CC. 41-91는 그 이후의 관련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논의의 토대릅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솔로비요프 

는 자신의 논저에서 “예언자” 이후의 시 7편만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 이 

유는 “시적 자의식 (n03TH4eCKoe caMoc03HaHHe)"이란 것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난 

시인의 성숙기 0826년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생겨날 수 있으며， 바로 그런 진정한 

시적 자의식이 있을 때에만 ‘시에 대한 시’， 즉 메타포앵이 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비평가이기 이전에 사상가였던 솔로비요프가 메타포엠의 범주 

를 형식적 장르 분류의 차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대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시적 

자의식의 확립 여부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시 

쓰기의 본질이 다루어진 시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적 체험에서 무므익은 시 철학 

과 그에 관한 작품간의 유기 적 관계였던 것이다. 푸슈킨의 메타포엠에 관한 근래 

의 연구로는 A. M. rypeBH4, “o n03TH4eCKHX .lleKJJapal(HJlX nywKHHa -peaJJHCTa" , φM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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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메아리”는 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푸슈킨이 비유로서 사용하는 메아리의 속성은 어찌 보면 매우 범상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사랑의 문제가 되었든， 목소리의 문제가 되었든， 이야 

기의 초점은 그 방향의 일방성， 그리고 그로써 초래되는 비극성에 자리하는 

데， 만약 푸슈킨에게 비범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이 간 

파하여 시인의 운명에 적용시킨 데 있다 하겠다. 

푸슈킨 시 “메아리”의 바탕에 최소한 두 편의 기저텍스트(nOllTeKCT)가 존재 

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된 바이다10) 기저텍스트 중 하나인 토마스 모어(T. 

Moore)의 15행 시 “메아리(Echo)"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한숨의 메 

아리를 노래한 것으로서， 동일 제목과 운율(약강격)， 그리고 동일한 몇몇 단어 

(answer, horn, to hear) 외에 푸슈킨 시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11) ， 

한편， 또 다른 기저텍스트인 배리 콘월(B， CornwalI)의 시 “해변의 메아리 

(A Sea-shore Echo)"는 푸슈킨 시와 훨씬 더 많은 연관성을 보여준다12) ， 해 

JlOrHtfeCKHe Hi1yKH, No, 4, 1961 , CC , 23-30; 3, B, CJlHHHHa, “TeMa n03Ta B TBop4ec
KO~ 3 BOJllOlll’H nyWKHHa H B HCTOpHKO-J1HTepaTypHoM KOHTeCTe", TBOptfeCK i1J1 HHIlHBH

llyi1π'bHOCT'b nHCi1 TeJlJl H JlHTep i1 TYPHb/H npoaecc, BOJlOrLla, 1987, CC , 3-15; E, M, Ta5o
pHCCKa~ ， “TeMa n033뻐 B nywKHHcKOA J1HpHKe 1826-1836 rOLloB", AHi1JlH3 XYllo:t:eCT

BeHHoro npOH3BelleHHJI, M" 1987, CC , 20-38; 0, C, MypaBbeBa, “HeyHacJleLlOBaHHoe Ha
CJleLlCTBO (nHcaTeJlb H 05weCTBO B KOHllenllHH nYWKHHa)" , nyTH H MHp i1:t:H pyCCKOH 

KY.지'b Typb/， cn6" 1994, CC , 155-190; c, A, KH6aJlbHI’K, XYllo:t:ecTBeHHi1J1 tþHJlOCOtþHJI 

nymKHHi1, cn6" 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B, n raeBCKHA는 일찍 이 OTetfeCTBeHHb/e 3 i1nHCKH, T, 100, 1855, OTLI, II1, c, 61에서 
푸슈킨 시에 나타난 모어(T. Moore) 시 “메아리(Echo) "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H, B, 51KOBJleB는 “nOCJleLlH깨 재TepaTypH뻐 co5eceLlHHK nywKHHa (5apH 
KOPHYOJlb)", nyBlKHH H ero COBpeMeHHHKH, Bbln, 28, 1917, c, 20-25에서 푸슈킨 시의 
실제 기저텍스트플 모어가 아년 콘월(8， Comwal!)의 시 “해변의 메아리 (A Sea
shore Echo)"로 확정지었다. 

11) 모어 의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How sweet the answer, makes/ To music at 
night.l When, roused by lute or hom, she wakes/ And far away, 0’er lawns 
and lakes/ Goes answering light./ / Yet Love hath echoes truer far.l And far 
more sweet.l Than e ’er beneath the moonlight ’s star.l Of hom or lute, or soft 
guitar.l The songs repeat./ / This when the sigh, in youth sincere.l And only 
then, -/ The sigh that ’s breath' d for one to hear.l Is by that one, that only 
dear.l Breathed back again l 

12) 푸슈킨 시와 콘윌 시의 연관성 (intertextuality)에 대해서는 H, B, 51KOBJleB의 “nOCJl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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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위치한 화자가 자연의 메아리를 들으며 에코의 운명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 콘월 시의 주된 내용인데， 그중 푸슈킨 텍스트와 관련이 깊은 부분을 옮 

겨보면 다음과 같다. 

Large answers when the thunders speak 

Are blown from every bay and creek , 

And when the fire • tongue tempests speak 

The bright seas cry, 
And when the seas their answer seek 

'1'he shores reply 

But Echo from the rock and stone 

And seas eam back no second tone; 

And Silence pale, who hears alone 

Her voice divine, 

Absorbs it, like the sponge that ’ s thrown 

On glorious wine' 

Nymph Echo, - elder than the world, 

Who wast from out deep chaos hurl ’d , 

When beauty first her flag unfurl ’d , 

And the bright sun 

Laugh ‘d on her, and the blue waves curl ’d, 

And voices run 

Like spirits on the new-bom air, 

Lone Nymph , whom poets thought so fair, 

And great Pan wooed from his green lair, 

How love will flee! 

'1'hou answeredst all; but none now care 

'1'0 answer thee' 

None-none: Old age has sear’d thy brow; 

HII꺼 JlIITepaTypH뼈 coGeCe;'lH찌( nyWKIIHa (liaplI KOPHYOJlb)" 외 에 도， U. Schweier, “ Das 

‘Echo der intertextualität ’, Wiener SlawÎstischer Almanach, Bd. 24, 1989, pp. 

5-17와 C. A‘ KIIGaJlbHIIK , XYßo*ecTBeHHaß φIH.llOCOtþHß nY8/KHHa , c. 103-105를 참조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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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wer, no shrine, no gold as thou: 
So fame, the harlot. leaves thee now, 

A frail , false friend! 
And thus, like al! things here below, 

Thy fortunes end !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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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에코의 슬픈 운명은 다름 아닌 응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모든 소리 

의 생명은 그 소리의 반복이나 그에 대한 응답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창백한 침묵”만을 청자로 둔 에코(And Silence pale, who hears 

alone/ Her voice divine)의 목소리는 당연히 침묵의 무(無) 속에 사라질 수밖 

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에코는 영원치 못하다. 

콘월의 시는 요정 에코가 만들어내는 메아리의 대답 없음(Thou answeredst 

all; but none now care/ To answer thee!)을 애도하는 것으로 시 작하지 만， 

그 끝은 인간사의 유한성에 대한 한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비록 메아리를 

주요 소재로 등장시키고는 있으나，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마지막 문장이 선언하듯， 메아리 자체의 운명이라기보다 차라리 그것에 

비유된 이 세상 모든 것의 운명인 것이다 

And thus , like all things here below, 

Thy fortunes end! 

13) 인용된 시의 암부분에서는 해변가에 울려 퍼지는 자연의 소리와 그에 대한 화자의 
감홍이 묘사된다(I stand upon the wild sea-shore -11 see the screaming eagle 
soar -/ 1 hear the hungry billows roar.l And all around/ The hollow answer
ing caves out-pour/ Their stores of sound./ / The wild, which moaneth on the 
waves.l Delights me, and the surge that raves.l Loud-talking of a thousand 
graves -/ A watery theme'/ But oh' those voices from the caves/ Speak like 
a dream!// They seem long hoarded, - cavern-hung, -/ First uttered ere the 
world was young .l Talking some strange eternal tongue/ Old as the skies!/ 
Their worlds unto all earth are flung :j Yet who replies?//). 푸슈 킨 이 생 전 에 소 

장하고 읽 었 던 원 문 시 집 은 The Poetical Works 01 Milman, Bowles, Wilson and 
Barry Cornwall. Paris , 1829이다 푸슈킨은 출간 바로 직후부터 이 시집을 애독했 

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메아리” 외에도， “113 Barry Cornwall"(1830)과 “o 6eJ1-

HOCTb! 3 aTSep따Jl J! HaKOHeu ..... (835)를 콘월의 작품으로부터 발훼， 부분 번역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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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월의 시가 떼아리의 운명에서 유한성이란 인류 보편적 개념을 끌어낸 것 

에 반해， 푸슈킨의 “메아리”는 그 초점을 시인의 운멍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두 시를 최초로 비교한 야코블레프는 

푸슈킨이 영국 시인으로부터 기본적인 테마를 빌어온 후， 그것을 다시금 독자 

적으로 재창조하였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사실 푸슈킨이 차용한 것은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과 형식 (4음보 약강격과 2음보 약강격의 혼합)이지， 결 

코 테마라고는 할 수가 없다. 

푸슈킨의 시 “메아리”는 확연한 시적 매니페스토로서， 거기에는 고독한 시 

인의 운멍에 대한 자기연민과 시의 절대적 자율성에 대한 도도한 신념이 동 

시에 배어 있다. “네게는 응답이 없으니， 그게 바로 너 시인이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이원적 어조로 읽게 되는 것이며， 과거의 연구 

자들 또한 그 두 방향에서 시를 읽어왔다. 

가령， 토마셰브스키는 시의 유용성과 목적성에 대한 반론으로 “메아리”를 

해석했는가 하면， 포미죠프는 시의 테마로 “예술의 자유”를 들었고， 구례비치 

나 타보리스카야같은 연구자들은 “시인의 비극적 고독”을 언급하기도 했다14) ， 

시 의 사물성 (npe.llMeTHOC Tb ), 혹은 현상성 (~eHOMeHOnOrHqHOCTb)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주의적 고려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 시인의 시라고 평가한 

경우도 있다15) 

그런데 “메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메타포엠을 통해서도 푸슈킨은 

일관된 시론을 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인과 서적상의 대화” 이후 메타포 

엠에 나타난 시인은 언제나 홀로일 따름이며， 그것이 “소란스런 세상”이든， 

“차가운 군중”이든， 혹은 한 명의 “멍청이”가 되었든， 시인은 자연을 제외한 

그 모든 외부와의 타협을 거부한 채， 자기만의 단절된 세계로 몰엽하고자 했 

다. 그리고 어쩌면 그와 같은 철저한 자기 소외플 확인하며 위로하기 위해 

“너는 짜르이니， 홀로 있으라(ThI uapb: :l<HBH OllHH)"와도 같은 과감한 명령을 

했던 것이며， 일견 “페아리”를 연상시키는 다음의 선언을 내놓기도 했던 것이 

다. 

14) 5 , TOMameBC I<!써， πyUJKHH， M, 끼" 1961 , II, c , 389; C, A, φOMII'I8 B ， fl033HJf flYUJKHHd , JJ" 

1986, c , 198; rypeBH'1, “o n03TH'1 eC I< HX lle l< JIapaUHJl X nymI<HHa-peaJIHCTa", C, 28; 
Ta6opHCC l< aJl, “TeMa n033써 8 nym l<HHc l<oil JIHpHl< e 1826-1836 rOlloB" , C, 37 참조. 

15) C, JJ, φpaH I<， JTIOIJbl 0 flyωKHHe， cn6" 1998, c , 79; KH6aJIbHHI<, XYlJo:KeCTBeHHdJf φMπ0-

COrþHJf 끼ψKμHd， c , 105-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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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TeM, qTO BeTpy H opny 

H CepllllY lleBbI HeT 3aKOHa. 

rOPIlHCb: TaKOB H TbI, n03T , 

H Jln~ Te6~ ycnoBHA HeT. 

바람과 독수리와 

처녀의 가슴에 법칙이란 없다 

그러니 도도하라. 시인인 네가 바로 그러하니， 

네게 조건이란 없다. (“예제르스키"， 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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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의 작품 세계라는 커다란 컨텍스트에 비추어볼 때 “메아리”는 한 편 

의 재치있는 축소화(miniature)에 지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또 성숙한 푸슈 

킨이 쓴 메타포엠의 컨텍스트에 겹쳐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그 전과 후를 

통틀어 지속되는 기본 원칙의 압축적 반복(즉， 말 그대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문학사를 통해 이어진 저 모든 푸슈킨 

논의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메아리”는 결코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작품이 아 

니다. 

푸슈킨을 논함에 있어 ‘메아리로서의 시인’이란 명제는 실로 거대하며， 그만 

큼 역설적인 화두가 아닐 수 없다. 푸슈킨 자신은 진정한 대화자를 찾지 못한 

외로운 시인을 자처했고 그리하여 메아리 없는 “메아리”를 노래했던 것이지 

만， 정작 ‘메아리’라는 개념은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 등에 의해 푸슈킨 문학 

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려졌을 뿐 아니라， 그리하여 푸슈킨 시에 

대한 일종의 아이러니컬한 반증으로서 지속적인 메아리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푸슈킨 이후의 작가， 비평가들이 주목한 건 외로운 메아리로서의 시 

인이 아니다. 그들이 시의 핵심으로 읽고자 했던 것은 “네게는 응답이 없다 

(Teõe )(( HeT oT3 bIBa)" 란 대목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에 넌 응답을 만들어낸 

rt(Ha BC~KHH 3ByK CBO꺼 OTK JlHK ... pO.llHIlIb TbI B.llpyr)"는 대목이 었고， 그들이 다 

루고자 했던 푸슈킨의 모습은 응답 받지 못한 메아리가 아니라， 응답하는， 즉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서의 그것이었다. 

시 인 자신은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 바로 그 대목에 후대의 

작가， 비평가들이 관심을 집중한 까닭으로， 우선 그 시대의 논쟁이 ‘모든 것을 

메아리치는’ 시인 푸슈킨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을 들 수 있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메아리만큼 모호한， 그리고 불안정한 정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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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전의 근원적 소리에 자신 

의 탄생을 의존하는 만큼， 정체의 이차성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결코 자유로 

울 수가 없다. 메아리는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소리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보장받는 대신， 그 고유성은 

애초부터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메아리로서의 시인’이란 비유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 

것은 모든 소리， 모든 생각， 모든 존재를 재표현한다는， 다시 말해 미메시스적 

수단으로서의 문학 기능을 말해주지만， 그와 함께 과연 시인 자신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그 목소리란 것이 다만 하나의 가볍고 텅 빈 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갚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메아리치는 시인으로서의 푸슈킨에 대한 후대의 이중적 평가는 바로 이와 

같은 메아리의 양면적 속성에 기초한다. 모든 것을 메아리친다는 것은 시적 

목소리의 다양성과 수용력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결국 자신의 목소리는 결 

여된 채 남의 것만 뒤따라 한다는， 다시 말해 시인의 모방성에 대한 지적으로 

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 ‘메아리로서의 푸슈킨’이란 명제는 양날을 지년 칼 

처럼 그의 문학적 미덕과 결함을 한꺼번에 대변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프랑크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메아리로서의 푸슈킨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상식적인 러시아 독자라면 . 푸슈킨을 다음의 프랑스 속담에 연결시키기 

십상열 터이다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모든 것을 주는 자는 구체 
적인 그 무엇도 주지 않는 자와 같아서， 그 영훈의 세계는 모호하고 막연할 

따름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냉담하게， 그리고 아무런 사적 동감 없이 

화답할 뿐인 반향으로서의 시인에 푸슈킨 자신이 비유했던 바로 그 메아리 

처럼， 그는 냉담하기만 하다16) 

“상식적인 독자라면” 의문을 제기하기 십상인 이 정체성의 문제야말로 푸 

16) “CpetlHμ애 pyCCKI써 니HTaTeJJb ... CKJJOHeH npHJJaraTb K nyWKHHy IþpaHl.(y3cKylO norOBOp

Ky: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KTO tlaeT Bce, TOT, KaK 6ymo, He tlaeT HH4ero 

onpetleJJeHHoro. Ero tlyxoBHhlH MHp CTaHoBHTC~ paCnJJhlB4aThlM H HeonpetleJJeHH씌M ， OH 

Ka*eTC~ 6e3pa3JJH4HhlM, KaK 3X。’ KOTOpOMy caM nyWKHH ynOtl06JJ~eT n03Ta, KaK 6e3-

pa3JJH4Hhl꺼， HHtlHBHtlyaJJbHO He olþopMJJeHHbJH C04yBcTBeHHbIl! OTKJJHK Ha Bce cymecTBylO 

mee." C. π φpaHK ， 3TH].찌 o nyUJKHHe, C.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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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킨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온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찍이 고골은 러 

시아 문단의 흐름을 개관한 자신의 글(“B 4eM, HaKOHeU, cymecTBo pyccKofi 

n033째， H B 4eM e51 oc06eHHocTb" , 1847)에서 푸슈킨 문학의 본질을 메아리에 

비유함과 동시에， 그 개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무엇이 그의 시의 소재였던가? 모든 것이 소재가 되었으되，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소재가 된 적은 없다 ....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자연의 그 모든 
것을 때아리치듯， 그는 인간 내부의 모든 것 - 그의 숭고하고 위대한 성향 

에서부터 그의 약점과 그를 괴롭히는 하찮은 사물의 가장 미약한 숨결에 이 

르기까지 을 때아리쳤다17). (인용자 강조) 

인용문 중 강조된 부분이 말해주듯， 푸슈킨 문학의 특성은 단순히 ‘메아리 

쳤다’라는 사실에 만 있는 것 이 아니 라 ‘모든 것’을 메아리 쳤다라는 데 있다18) 

그와 같은 대상의 무차별성은 푸슈킨의 문학이 포괄적이었다는 점을 단순 시 

사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그 무엇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즉 푸 

슈킨의 절대적 독자성을 반대급부로 증명해주기 위한 역설의 논리라 할 수 

있다. 

고골에 따르면， 시인 푸슈킨의 관심은 신이 만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비쳐 

보여주는 데 있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슈킨 

이란 시인의 존재는 어떤 한정된 상황이나 조건에 국한되는 일 없이，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적 대상에만 편집하는 바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했던 

것인데， 그와 같은 철저한 객관성과 독자성이야말로 시인의 참된 자질일 따름 

이며， 따라서 푸슈킨이 만들어 낸 “낭랑한 메아리 (3BOHKoe 3XO)"는 그의 문학적 

결함이 아니라 절대 가치에 대한 증거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17) “ 4TO * 6Mno npe~MeTOM ero n033HH? Bce CTano eë npe~MeTOM， H HH~TO B oc06eH

HOCTH. ". Ha Bce , ~TO HH eCTb BO BHyTpeHHeM ~enOBeKe ， Ha~HHa51 OT ero BMCOKOß H 

Ben싸(Oß ~epTM ~O Maneßwero B3~oxa ero cna60CTH H HH~TO*HOß npHMeTM, ero CMY

THBweß, OH OTknHICHync5I TaK *e, KaK OTKJlHkHyJlC2 Ha Bce, ~TO HH eCTb B npHpo

~e BH~HMOß H BHeWHe꺼 roronb ， “B ~eM ， HaKOHeu, CY lI\eCTBO pyCCKOß n033HH ’ H B ~eM 

e51 oc06eHHocTb" , Co6paHHe COlfHHeHHη 8 8-H TOMaX, 1.1., 1984, T. VII, c. 352. 
18) 실제로 고골은 인용문이 포함된 약 한 페이지 정도의 부분에서 “모든 것" (혹은 

“모든 곳")이라는 표현을 무려 10 차례 이상 사용함으로써 푸슈킨 문학이 보여준 
반향의 포괄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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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이 이 세상에 주어진 이유는 시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그 어 

떤 시대나 환경의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개별 

적 성향 조건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시인이란 과연 어 

떤 사람인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니었다. 훗날 

만약 어떤 고매한 영혼의 해부학자가 시인이란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을 때 

아랴치되 오로지 자기 자선에게만은 메아라를 갖지 못한 그 섬세한 피조 

물의 존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해부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바로 푸슈 

킨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오 

직 푸슈킨만이 그 독자적 존재， 공중에 울려 퍼진 모든 소리의 반영인 그 

낭랑한 때아리를 자신 안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19) ‘ (인용자 강조) 

자선이 속한 민족이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만 고뇌하기에는 푸슈킨이란 

시인이 너무도 큰， 절대적 존재였다는 것이 고골의 견해이며， 그러한 생각은 

푸슈킨에게 쏟아졌던 당대의 현실주의적 비판(즉， 러시아인으로서의 현실 비 

판적 문제 의식이 결여되었다는)으로부터 시인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메아리치되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은 메아리를 갖지 

못한” 시인이라고 고골은 말한다. 물론 푸슈킨의 시에서 그대로 따온 말인데， 

시인 자신이 의도했다고 여겨지는 바와는 달리， 고골은 그것을 펙 긍정적인 

어조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시인의 운명적 고독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구절을， 고골은 오히려 비범성의 한 척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러시아의 모든 시인들 - 제르자빈， 츄코프스키， 바츄슈코프 - 은 

정체성을 가졌다. 그런데 오직 푸슈킨에게만은 그것이 없다. 그의 작품을 통 

해 ~2에 대해 포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어디 한번 인간 

19) “nymKHH llaH ÕμJJ MHpy Ha TO , tfTOÕbI lloKa3aTb COÕOIO, tfTO TaKOe CaM n03T , H HHtferO 

ÕOJJb띠e ， - tfTO TaKOe n03T, B3꺼T바 He nOll BJJH~HHeM KaKOrO-HHÕYllb BpeMeHH HJJH 

。ÕCTO~TeJJbCTB H He nOll yCJJOBbeM TaK :I<e COÕCTBeHHOrO , JJHtfHOrO XapaKTepa, KaK 

tfeJJOBeKa , HO B He3aBHCHMOCTH OT BCerO; tfTOÕW eCJJH 3aXOtfeT nOTOM KaKOA-HHÕYllb 

BbIcmH때 aHaTOMHK llymeBHwA pa3b~Tb H OÕb~CHHTb ceõe, tfTO TaKOe B CYmeCTBe CBoëM 

n03T, 3TO tfyTKoe c0311aHHe , Ha BCe OTK JlHKa lO.eeC" 8 WHpe H ce6e OllHOWy He 

H‘ e lO.ee OTKJlHKa , TO tfTOÕbI OH YllOBJJeTBOpeH ÕbI끼， yBHlleB 3TO B nym l< HHe. OllHOMy 

nymKHHy OnpelleJJeHO ÕblJJO nOKa3aTb B ceõe 3TO He3aBHCHMOe CYmeCTBO, 3TO JBOH

Koe 3XO , OTKJlHKa lOaeeC" Ha BC"KHA oTlIe JlbHYA JByK , rropo*lIaeWY빼 8 BOJayxe." 

rOrOJJb , CC, T. VII, c. 353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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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의 개성을 붙잡고자 해 보라1 대선 손에 잡히는 건 모툰 것을 때아리 

치되 자기 자선에게만은 메아리를 찾지 못한 저 놀라운 형상뿐이리니 20)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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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그물에 결 리 지 않는 바람과 같이 "21) 그 참 모습(JUP-IHOCTb)을 어 느 무 

엇으로도 가늠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바로 푸슈킨이라면， 그에게 

메아리가 없다는 사실은， 마치 선이 자신의 그림자를 가질 수 없듯， 너무도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고골이 거듭 강조한 메아리의 비유는 그렇듯 푸슈킨에 

게 일종의 반신적(↑ ij뼈的) 위상을 부여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고골은 이렇게도 말한다. 

온갖 민족과 온갖 시대의 시인들을 읽음으로써 그[푸슈킨]에게는 그것과 

똑같은 때아리가 탄생하였다”‘ 그라고 그의 때아라는 그 얼마냐 충실했 

던가， 그의 귀는 그 얼마나 섬세했던가! 지역과 시대와 민족의 그 향내， 그 

빛깔을 들으라. 스페인의 그는 스페인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과 함께 있는 

그는 그리스인이며， 카프카즈의 그는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산사람이지 않은 

가 22) (인용자 강조)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푸슈킨의 시적 수용력이나 정체성이 아닌 

창작 원칙의 차원이다. 푸슈킨은 모든 것을 메아리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즉 “충실하게” 메아리쳤으며， 그리하여， 가령， 그가 『석상 손님』에서 

재현해낸 여인의 유약함은 실제보다도 더 명료하고， 스페인의 풍취는 실제보 

다도 더 잘 느껴지는 정도라고 고골은 평가한다23) 그러니까 여기서의 메아리 

20) “ Bce HalliH pyccKHe n03TbI: Dep:l<aBHH , lKyKOBCKHlí, 5aTIOlliKOB Yllep:l<aJIH CBOIO JIH 'IHOCTb. 

Y OIlHOrO nylliKHHa eë HeT. 4TO CXBaTHllI b H3 ero CO'lHHeHH애 o HëM CaMOM? nOIlH yJIOBH 

ero XapaKTep KaK '1eJIOBeKa l HaMeCTO ero npellCTaHeT TOT :l<e '1YIlHbI꺼 06pa3 , Ha BCe 

OTXJIHXaOIl，H암ClI H ollHOWy ce6e TOJIbXO He HaXOllll lI,HII' OTXJlHXa." rOrOJIb, CC, T. 

VII, c. 354. 
21) 불교 경전 「숫타니파아타』 중 제 1 장(따 1'10) 3경(일영 “무소의 뿔")에 나오는 구절. 

22) “나TeHHe n03TOB Bcex HapOIlOB H BeKOB nopa:l<llaJIO B HëM [nYlliKHHe] TOT ze OTXJlHX . 

. H kak BepeH ero OTkJlHk, KaK '1yTKO ero yxo l C.nhIlliHllib 3anax, I.lBeT 3eMJIH, Bpe

MeHH, HapOlla. B I↑cnaHI깨 OH HcnaHe l.l, C rpeKOM - rpeK , Ha KaBKa3e - BOJIbHbI때 

rope l.l, B nOJIHOM CMbICJIe 3Toro c lIoBa." roro lIb , CC, T. VII, c. 356. 
23) rorO lIb, CC, T. VII, c. 356: “ .. e Il(e 꺼p'le c lIa60CTb *eH뻐HbI H e Il(e ClIbllliHelí caMa Hc

naHH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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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본질적인 미메시스 기능으로 향하는， 다시 말해 단순한 사실적 모방 능 

력을 일컨는 비유어가 되는 셈이다. 

정리해보건대， 고골이 그토록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인 메아리라는 말은 시 

인 푸슈킨의 정체에 대한 은유이자 푸슈킨 문학의 성격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푸슈킨 자신이 언제나 지향했듯，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존재성을 가리키면서 아울러 냉엄한 문학 원칙으로서의 사실 

주의를 일걷는 핵심어라 할 수 있다. 

메아리는 이후 전개되어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푸슈킨론에서도 여전히 중 

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당대의 러시아 문학이 현실로부터 괴리되 

어 있음을 비판한 도브로류보프의 공리주의 문학 비평에 맞서기 위해 도스토 

예프스키는 보다 보편적이며 범인류적인 문학의 가치를 피력하는데， 그와 같 

은 논지를 위해 사용하는 수사가 바로 메아리의 비유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 

로 꼽는 것이 바로 푸슈킨 문학인 것이다24)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 메아리는 개인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집단 의식적 현상이다. 그것은 푸슈킨과 같은 한 뛰어난 작가의 문학에만 국 

한된 성질이 아니라 더 나아가 러시아 민족성(혹은 혼)을 대표하는 특성이며， 

피터 대제의 개혁 이후 나타난 다양한 생활상의 경험과 “전인생성에의 본능 

(HHCTHHKT BCe*H3HeHHOCTH)"2S)이 낳은 러시아 특유의 역사적 생성불이라 하겠 

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관은 그의 역사관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24) 도브로류보프의 “lJepTι1 t\JUI XapaKTepHCTHKH npOCTOHapOllb5I"와 “CTHXOTBOpeHH5I HBaHa 

HHKHTHHa"에 맞서 씌어진 도스토예프스키의 평론 “r-H --6oB H Bonpoc 05 HCKYC

cTBe" (I 861J를 참조할 것 l\ocToeBCK째， ncc B 30- TH TOMax, 1972-1988, T. XVIII, C. 

70-103 
25) “ BCJIellCTBHe neTp08cKOìl pe4JopMbI, 8CJIellCT8He Hamero yCHJIeHHOrO nepe:l<H8aHl찌 811pyr 

MHorHX pa3Ho05pa3HMx :l<H3Heìl, 8CJIellCT8He HHCTHHKTa 8Ce:l<H3HeHHOCTH, H T80p4eCT-

80 Hame 1l0JI:l<HO 5MJIO np05I 8HTbC5I y HaC TaK XapaKTepHO, TaK OC05eHHO, KaK HH 8 

KaKOM HapOlle." (lIoCToe8cKHìl, T. XVIII, c. 99) ‘ 8Ce:l<H3HeHHOCTb’는 물론 ‘8Ce4eCJIO 

8e4HOCTb’나 ‘05me4eJI08e4HOCTb’처럼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신조어로서， 그가 이후 

선포하게 되는 범슬라브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제공해준다. ‘모든 삶을 내포하 

는’， ‘모든 삶의 모습을 포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여기 

서는 ‘8Ce4eJI08e4HOCTb’가 ‘전인류성’으로 번역되고 있음에 의거하여 ‘전인생성’이란 

부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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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러시아 문학이 갖는 불가피한 반향성의 근원을 역사적 배경에서 찾 

는다. 개혁으로 인한 급작스런 서구화와 그로 인해 한꺼번에 밀려든 이질적 

문화 요소들은 러시아 사회로 하여금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포용하고 홉수 

할 수밖에 없는 역사 현실에 처하도록 했고， 그 결과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 

러시아 특유의 다면적 절충주의 (eclecticism) è}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토 

대 위로 어쩔 수 없이 형성되어온 것이 “역사적이며 인류보펀적인 저 모든 

것과 그 모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메아리 (OTJ<J1싸( Ha BCe HCTOpHqeC J<Oe H 06-

UleqeJlOBeqeC J<oe H BooõUle Ha BCe 3TH pa3HOOÕpa3Hble TeMbI)"26)로서 의 러 시 아 

민족성이요 러시아 문학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향성(메아리성)은 러시아의 운명이다. 

러시아 역사가 그렇고 러시아 문화가 그렇듯， 러시아 민족성은 모든 ‘타자의 

것’의 수용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반향인 만큼， 러시아가 만들어내는 메아리 

는 단연 “전인류적 메아리 (BCeqeJlOBeqeC J< 1째 OT J<J1HJ<) "27)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모든 것들을 메아리치는” 푸슈킨의 반향성 또한 

시인 개인의 현상이기 이전에 러시아 전체의 현상이자， 그에 대한 시적 메아 

리 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유럽의 가장 위대한 시인틀 중에서 인류 보편의 모든 것들을 우리 시문학 

의 대변자인 푸슈킨만람 가깝게， 그리고 완전하게 메아리쳐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푸슈킨을 위대한 국가 시인이라 

고 부르는 것이며(미래에는 말 그대로 국민시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바 

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를 역사의 현 순간 러시아 혼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그 본능과 요구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는， 최소 

한 역사적이며 인류 보편적인 욕구의 차원에 있어서， 전 러시아인을 대표하 

는 현대적 인물형이다28) 인용자 강조) 

26) nOCToeBCKI깨 ， noζ T. XVIII, c. 99. 
27) nOCToeBcKHA, ncc, T. XVIII, c. 99. 
28) “OTKJJHKHeTClI 깨 KTO-HH5y~b H3 eBponeAcKHX caM~ BeJJHKHX n03TOB Ha Bcê oõ~e

qeJJOBeqeCKOe TaK pO~CTBeHHO ， B TaKoA nOJJHOTe, KaK OTKJJHKHyJJClI npe~CTaBHTeJJb 

HaweA n033HH -- nYWKHH? n03TOMY-TO OTqaCTH 뻐 H Ha3WBaeM nywKHHa BeJJHqaAwHM 

HaUHOHaJJbHWM n03TOM (a B õy~y~eM H HapO~HμM， B õyKBaJJbHOM CMWCJJe CJJOBa), nOTO

MY HMeHHO Ha3μBaeM ， qTO OH eCTb nOJJHeAwee B비pa*eHHe HanpaBJJeHH~ ， HHCTHHKTOB H 

nOTpeÕHOCTeA pycCKoro ~yxa B ~aHHW애 HCTOpHqeCKHA MOMeHT. 8ellb 3TO OT'IaCTH 

COBpeweHHwA THn Bcero pyccKoro qeJJOBeKa, no KpaAHeA Mepe B HCTOpHqeCKO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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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을 러시아 국민시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가령 푸슈킨 문학이 위대해서라거나 러시아 사회의 백 

과 사전이어서가 아니고， 다만 그것이 러시아 사회가 갖는 성질의 가장 정확 

한 체현이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메아리가 갖는 수용과 반향의 현상 

을 러시아 사회의 역사적 밥전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은 낭만주의적 특성 

으로， 혹은 사실주의적 원칙으로， 또 혹은 치명적 결함으로까지 여겨져 온 푸 

슈킨의 변화무쌍한 작품 세계플 그 발전 과정의 표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 푸슈킨은 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현상이요， 이데 

올로기이다. 물론 그에 앞서 고골은 이미 푸슈킨을 하나의 현상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푸슈킨은 러시아 혼의 한 놀라운， 아마도 유일한 현상이다 

(nyWKHH eCTb RBJJeHHe 배e3Bb[ljaì'!HOe H, MO:l<eT 6b!Tb, ellHHcTBeHHoe RBJJeHHe pyc

CKoro llyxa)"패)라고 고란이 선언했을 때， 거기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것과 

도 같은 이념적 역사관이 미처 자리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말하는 “러시아 

혼”은 “러시아의 자연파 심성과 언어와 성격”을 담은 민족성의 총체를 표면적 

으로 일컨는 것이었을- 뿐:lO)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역사적 발전 방향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비록 고골이 “2백년 후에나 나타나게 될” 러시아 

인의 모델로 푸슈킨블 그려보았다고는 하나 그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 

는 전인류적 표상에 대한 예언은 분명 아니었다. 

고골이 메아리의 비유릅 통해 푸슈킨의 작품 세계를 정의하면서 시인 개인 

의 특수성과 비범성에 천착했던 데 반해， 도스토예프스키는 푸슈킨을 전 러시 

아 사회와 러시아 문학의 이념적 응축물로 보았다는 데에 두 작가의 논지는 

차이를 보인다. 고골의 푸슈킨이 모든 것을 반향하는 원심적 메아리로서의 시 

인이었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푸슈킨은 반향된 모든 것을 결집시키는， 다분 

히 구심적인 메아리로서의 시인이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변별력을 갖는다 

푸슈킨이라는 한 시인과 러시아 사회 전체의 운명을 동일시하려 한 도스토 

。6~e~eJJOBe~eCKOM CTpeMJJeHHμ ero." llocToeBcK뼈， ncc, T. XVIII, c. 99. 
29) rOrOJJb , “HeCKOJJbKO CJJOB 0 nymKHHe" , CC, T. VII, c. 58. 
30) 고골의 다음 딸을 참조할 것 “B HeM pycCKaJl npHpO t1a , pyccKaJl t1yma, pyCCKH꺼 Jl 3h!K, 

pyCCKHA xapaKTep OTpa3H.까lC b B TaKolí :l<e ~HCTOTe ， B TaKolí O~H~eHHoA KpaCOTe, B 

KaK。μ 。Tpa:l<aeTCJI JJaH t1lllaiþT Ha BbmyKJJO꺼 nOBepXHOCTH onTH~eCKoro CTeKJJa." CC, T 

VII, c. 58. 



때아리로서의 시인 43 

예프스키의 원심적 의지에는 무리가 있음이 사실이나31)， 그것은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푸슈킨은 우리의 모든 것 (nymKHH - Hame BCe)" 

이란 구호를 당당히 외칠 수 있게 만든 푸슈킨 신화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푸슈킨 문학의 보편성과 범인류성을 주장한 도스토예 

프스키의 논지야말로 다만 반복할 뿐인 메아리의 개념적 한계를 넘어 창조하 

고 지속하는 메아리， 즉 ‘불멸의 예술’로서의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 

다. 

그[푸슈킨]는 세상의 모든 문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그는 그들 하나 

하나를 너무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시속에 반영시키면서， 마 

치 그 자신이 바로 영국인 스페인인 무슬람 또는 고대인이라도 되는 양 남 

의 고유한 정신과 감춰진 비밀까지도 자신의 시로 옮겨오는 것이다- 모방꾼 

이로군， 자신의 고유한 생각은 없군， 이렇게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모방이 아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주인이다. 그렇게 모방하는 것은 창 

조를 의미한다. 모방이 아니라 지속을 의미한다32). 

도스토예프스키가 만들어낸 메아리론은 푸슈킨이란 한 시인의 존재를 등에 

업은 러시아 사회 전체의 운명과 사명을 변호하고 있다. 이후 20세기 들어 나 

타나게 되는 츠베타예바의 논지 역시 모방이 아닌 창조로서의 메아리를 역설 

한다는 점에 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것과 유사성을 띄겠으나， 이 경우 변호 

31)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데올로기적 논지가 지년 독단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관점의 

오류에 대해서는 거듭 지적되어 왔다. 가령 투르게네프는 “영리하고 수려하면서도 

간교하다 할 정도로 교묘한 그의 연설은 순전히 허구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허구 

란 러시아인의 자존심을 극도로 만족시켜 줌이 사실이다”라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연 설 직 후에 작성 한 자신 의 펀 지 에 서 썼 다.(11 ， TypreHeB, ncc B 3O-TH TOMaX: nHCbMa, 
T , XII-2, c , 272.) 또한 프랑크， 베를린 등도 도스토예프스키의 푸슈킨론이 지년 근 
본적 허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C, φpaHI<， 3TIODhI 0 nyJJJKHHe, C, 85; Berlin, The 

Hedgehog and the Fox, N. Y., 1953, p, 2 
32) “ OH yCB얘BaeT Bce RHTepaTypw 써pa， OH nOHHMaeT BC JlI<)'IO H3 HHX 1I0 Toro, '1TO OT

pall<aeT e1! B CBoe에 n033HH, HO Ta I<, '1TO caMblll lIYX, caMwe CO l<poBeHHellmHe TaHHW 

'1y ll<HX oc05eHHOCTell nepexoll꺼T B ero n033HIO, Ka l< 5w OH caM 5WR aHrRH'IaHHH, HC

naHeu, MYcy.nbMaHHH H.nH rpall<lIaHHH lIpeBHOro MHpa , nOllpall<aTeRb, CJ<all<yT HaM, OT

CyTcTBHe c05CTBeHHoII MblC .nH, Ho Bellb TaK He nOllpall<alOT, OH JlB.nJleTCJI Be31le en 

maître; TaI< nOllpall<aTb, 3Ha'lHT TBOpHTb caMOMY, He nOllpall<aTb, a npOIlORll<aTb," 

llOCTOeBC l< 1깨， “<<CBHCTO I<>> H <<PycC I<HlI BecTHHK>>", noζ T. XIX, c.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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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한층 더 보편적인 차원， 즉 예술 그 자체의 운명이라 하겠다. 

츠베타예바에게 있어 시의 본질은 ‘반사성 (pe!þJleKC)’에 있다. 시인은 메아리 

이며， 시인은， 푸슈킨이 말했듯， ‘모든 것’을 메아리친다고 그녀는 말한다. 도 

스토예프스키가 메아리치는 시인 푸슈킨에게서 러시아익 운명을 보았듯， 그녀 

는 “메아리” 시를 쓴 푸슈킨에게서 반사하는 시인의 절대적 예증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츠베타예바의 일견 궤변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시인은 곧 응답이다 

단순 반사의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괴테 식의 화답)에 이르기까지 시 

인은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영적-예술적 거울이다. ‘무엇을 비추는가라는 질 

문은 단지 두뇌의 용량에 관계된 문제일는지 모른다 ‘모든 것’이라고 푸슈킨 

은 말했다. 그건 천재의 응답이었다. 

그것은 가해진 일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공기의 흔들림(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응답이다 아직 가해지지 않은 일격에 대한 웅답， 그러니 

까 응답이 아니라 응답 이전의 응답이다. 그것은 결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언제나 현상에 대한 응답이다 현상 자체가 곧 질문인 때문이다 시 

인의 일은 그 자신으로써 자신에게 일격을 가하며 그 자신으로써 자신에게 

질문한다 그것은 현상(아직 나타나지 않은， 오직 응답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으로서의 응답에 대한 주문이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시인의 손은 현상을 창조한다(창조하고야만다) 공중 

에 매달린 그 손은 미완성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잔 시인의 손이지만， 그 

것은 여전히 창조의 손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존재를 명하는 것이다. (나를 

부른 자 누구인가?- 침묵 - 나플 불러낸 그것을 창조해야 하는， 즉， 그 이 

름을 불러야 하는 자는 나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메아리치는” 방법이다.J굉) 

33) “n03T eCTb OTBeT. OT HH3WeH CTeneHH npoCTOrO pe빼eKca ~O BwcweR - reTeBCKOr。

。TBeTCTBOBaHI’~ - n03T eCTb onpe~eneHHWH H HeH3MeHHWR ~yweBHo-xy~O*eCTBeHHW꺼 

peiþneKC: Ha '1 TO - y*e BOnpOC - MO*eT ÕWTb, npOCTO OÕbeMa M03ra. nyWKHH CKa-

3an: Ha BCe. OTBeT reHH~. ... OTSeT He Ha y~ap， a Ha KOneÕaHHe B0311yxa - Bew.H 

e w.e He ~BHHyBwe깨C~. OTBeT Ha ~o-y~ap. H He OTBeT, a llo-OTBeT. Bcer~a Ha ~Bne

HHe, HHKOrlla Ha BOnpOC. CaMO ~BneHHe H eCTb BOnpOC. Bew.b n03Ta caMoy~apJl eT -

COÕ。꺼， CaMOBOnpO띠aeT - COÕOκ npHKa3 K oTBeTy CaMOrO JlBneHHJI - e w.e He Jl BneH

Horo H Jl BneHHOrO TOnbKO '1 epe3 OTBeT .... PyKa n03T a - nycTb nOBHCna B B03~Xe! 

- Jl BneHHe C0311aeT(1l0-C0311aeT). 3Ta pyKa, nOBHCWaJl B B03~yxe ， H eCTb n03TOBO 

HeCOBepweHHoe, nOnHOe OT'Ia꺼 HHJI ， HO BCe *e TBOp'leCKOe, BCe *e ’ ÕYllb. (KTO Me

HJI 3Ban? - MOn'laHHe. - 51 1l0n*eH TOrO, KTO MeHJI 3Ban, C03~aTb ， TO eCTb Ha3BaTb. 

TaKOBO n03TOBO ((OT03BaTbCJI))). M. UBeTaeBa, “HCKyCCTBO npH CBeTe COBeCTH",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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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베타예바의 ‘메아리’가 반복적 미메시스의 차원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 

다. 그가 말하는 시적 메아리는 무엇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 무엇을 향한 

부름인 바， 소리가 있기에 메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메아리가 

있기에 소리는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위대한 시인(가령， 푸슈 

킨)을 ‘번역가’로 명명하는 대신 그 뒤를 따르는 작가들에게 ‘시인’이란 명칭을 

부여했듯이， 그리하여 창작파 번역간의 위계질서를 기묘하게 뒤집었듯이 34)， 

츠베타예바 특유의 역설적이며 전복적인 논리는 소리의 발생과 그 전달 과정 

에 있어서도 우리의 순차적 통념을 명쾌히 뒤집는다. 

츠베타예바는 메아리의 운명에 주술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낭 

만적 은유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시인의 존재를 ‘응답’이란 한 마 

디로 칭할 때， 그건 주어진 외적 현상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시적 응답이자 존재에의 명령을 말한다. 그건 이미 발화된 말에 

대한 반복의 후렴구가 아니라， 앞으로 발화될 말에 대한 “응답 이전의 응답 

(llO -OTBeT )", 곧 예언인 것이다 

츠베타예바의 메아리가 무언가를 반복한다면， 그건 “존재하라”고 명하는 창 

조자의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츠베타예바의 메아리가 그 무 

언가를 향한 응답이라면， 그것은 가장 절대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다름 아년 

시인 자신의 내부로부터 싹트는 창조적 부름에 대한 응답에 다름 아니며， 그 

리하여 메아리-시인은 말하는 것이다. 

나를 부른 자 누구인가? 一 침묵 一 나를 불러낸 그것을 창조해야 하는， 

즉，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는 나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메아리치는” 방 

볍이다. 

“나를 부른 자 누구인가?"라고 츠베타예바의 시 인은 묻고 있다. 원래 푸슈 

킨의 질문은， 츠베타예바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게 응답할 자 누구인가?"였 

다. 푸슈킨은 분명 만들어진 시의 결과에 대해 물었던 것이나， 츠베타예바는 

모든 만들어지는 시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그것을 역전시킨다. 그 질문에 

6paHHaJl np03a B lIByx TOMaX, N. Y., 1979, T. 1, c. 397. 
34) “MHe TBepn~T -- ny띠KHH HenepeB。따M. KaK Mo*eT ÕMTb HenepeBonHM y*e nepeBen

mHß, nepenO*HBmHß Ha CBOß (oõme앤nOBe맨CKI써) ~3WK He CKa3aHHoe H HecKa3aHHoe? 

Ho nepeBO매Tb TaKOBO nepeBOn'lHKa nomeH -- n03T." UBeTaeBa, Moff nymKHH, M., 1981, 

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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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답으로는 오직 “침묵(MOJJQaHHe) "만이 있을 뿐인데， 시인의 질문이 침묵 

으로 휩싸이고 마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아 

닐 수 없다. 

츠베타예바가 말하는 침묵이 동시대나 지상의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시인의 메아리는 영원불변한 단 하나의 질문 - “나를 부른 자 누 

구인가?" 만을 영원히 반복할 따름이며， 그것은 구체적 현상과는 전혀 무 

관한， 절대성의 선언이다. 그 절대적 질문의 에아리에는 원천적으로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이야말로 다른 누구에게 던져진 것이 아 

닌， 다만 시인 내부 속의 자문(自問)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외형적으로 

만 질문의 형식을 가장했을 뿐， 실은 시인 자신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창조 

의 의지요 창조의 시작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공간은 애초부터 침묵이다. “나를 부른 자 누구인가7"라는 시인의 

근원적 메아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는 시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을 말해 

주는 순간이 다름 아닌 이 침묵의 순간인 것이다. 시인이 최초의 이름을 부름 

으로써 마침내 그 원천적인 침묵의 포위를 무너뜨렸을 때， 바로 거기서 시는 

탄생한다. 한 마디로 말해， 시는 시인이 시인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그 근원적 

‘질문-메아리’의 ‘응답-메아리’인 것이다. 

만약 시인이 메아리친다면， 그것은 자연적 현상도 아니고 역사적 운명도 아 

닌， 오직 시인만이 알 수 있는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영적-예술적 부름에 대 

한 메아리 (onpeLleJJeHHhIH H HeH3MeHHhIH LlYlIIeBHO-XYLlOll<eCTBeHHblH pelþJJe l< c)"일 

따름이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메아리치는 방법”이며， 그 최상의 증거는 당연 

히 ‘모든 것’을 메아리친다고 말한 천재 시인 푸슈킨임을 츠베타예바는 자신 

의 시론에서 역설해 보이고 있다. 

츠베타예바의 메아리론은 푸슈킨 시의 원래 메시지를 과장하는 것일지도 

모르며， ‘메아리’와 관련된 모든 신화 세계나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일지 

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메아리론은 ‘메아리로서의 푸슈킨’이란 l:l]유적 개념 

에 관한 한， 그야말로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시인 

의 메아리는 츠베타예바에게 있어 시원(폐原)의 소리를 의미하며， ‘메아리로서 

의 시인’이란 명제에 있어 그 시원은 다름 아닌 푸슈킨，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의 시 “메아리”임을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기 때문이다. 

츠베타예바는 푸슈킨을 일컬어 “말해지지 않은， 그리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자신의(범인류의) 언어로 옮겨놓은 자(Y:l<e nepeBeLlllI때， nepeJJO)j(HBlIIH꺼 Ha C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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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w.eQeJlOBeQeCKHß) .lI 3b1K He CKa3aHHOe H HeCKa3aHHOe)"35)라 했다. “메아리”에 

있어 이 말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메아리”에서 시작되었다. 푸슈킨은 한 편의 시를 통해 ‘모든 것’ 

에 웅답하는 메아리와 시인을 비유했던 것이고， 이후 푸슈킨 평자들은 그 메 

아리의 비유에 기초하여 ‘모든 것’에 화답하는 푸슈킨의 정체를， 그리고 ‘모든 

것’을 메아리쳐야 하는 절대적 시인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하나의 소리 

가 메아리를 통해 점차 확산되고 번져가듯이， ‘메아리로서의 시인’이란 명제는 

그 의미의 반경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던 것이며， 마침내는 푸슈킨 개인이나 러 

시아 사회만이 아닌， 시인 일반의 운명을 말하는 비유로서 자리잡기에 이르렀 

다. 

비록 푸슈킨은 응답 받지 못하는 메아리의 비극을 시인의 비극으로 받아들 

였지만， 실제로 그는， 다른 모든 위대한 시인들이 그런 것처럼， 끝없는 응답의 

메아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 있어 1831년 시 “메아리”는 

응답 있는 메아리가 된 가장 확실한 예증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푸슈킨의 

“메아리”는 웅답 받는 메아리요 대화 있는 메아리이고， 바로 그 자신 속에 ‘모 

든 것’의 근원 또한 배태하고 있는 “응답 이전의 응답(llO-OTBeT )"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비극적일 수 없는， 행복한 메아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푸슈킨의 시는 단순한 시적 선언서의 차원을 넘어 또 하나 

의 ‘메아리’ 신화를 창조해낸다. 러시아 문학이， 그리고 오늘의 러시아가 자신 

의 존재 이유를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푸슈킨의 “메아리”처럼 근원 

과 지속과 불멸을 한꺼번에 약속해주는 신화였을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때， 

“푸슈킨은 우리의 모든 것”이란 한 마디는 분명 단순한 상투적 구호만이 아 

니다. 

35) UBeTaeBa, MOH rTyU/KHH, 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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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et as an Echo 

Kim, Jean Young 

The study has two objectives: first , to c10sely read Pushkin ’ s 1831 poem 

“Echo"; second , to overview the import of Pushkin ’ s role as an “ echo" 

within the history of Russian literary thoughts. 

Pushkin wrote two other poems that deal with the word “ echo" , but it 

is the 1831 poem which delves deeply into the tragic fate of a poet as a 

quintessentially lonely being who responds to all, but receives no answer 

for himself in return. The poem, although it is based on the famous 

mythological narrative of the nymph Echo, does not relate her fate; nor 

does it pretend to be a poetic allegory. 

Even though Pushkin ’s poem has an unmistakable intertextual link to 

Comwall ’s “A Sea-shore echo" , a brief comparison of the two poems 

reveals the distinctive voice of the Russian version, rather than its 

indebtedness to the English subtext. Pushkin ’s “Echo" is none other than 

a manifesto of poetic principles, which the mature poet so desperately felt 

and repeatedly pronounced through his numerous metapoems. 

Despite the fact that Pushkin deplored the poet-echo ’s absolute 

loneliness, the actual fate of the poem “Echo", not to speak of the fate of 

the poet himself, proved to be contradictory. Writers-commentators such 

as Gogol ’, Dostoevsky and Tsvetaeva defined Pushkin ’ s all-encompassing 

genius in the metaphor of the “poet as an echo" who “responds t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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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aw Pushkin ’s echo-like receptiveness as a sign of his genuine 

merit, not as a fatal defect, as some tried to criticized 

For Gogol it was the ultimate character of Pushkin’s identity as a 

realistic poet; for Dostoevsky it was the missionary fate of Russia ’s “all 

mankind-ness" which Pushkin embodied with all of his being; for Tsvetaeva 

it was the absolute prerequisite for the primary poet such as Pushkin. 

The poem itself might be a miniature, but its “echo" has been rather 

enormous. We come to admit it, when we read the poem in the large con

text of Russian literature, which so stubbornly relies its raison d' être on 

the figure of Pushkin. Pushkin said that there is no echo to the poet, but 

the poem certainly raised its own echoes, and came to function as a “pre

echo(nO-OTBeT)" which makes things really ex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