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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흔히 〈청동기사 MellH뼈 BcallHHK>은 『예브게니 오네긴 EBreHHH OHerHH~ 이 

후 뿌쉬낀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이 작품의 해석은 뾰뜨르 

대제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 혹은 집단의 권리와 이에 저항하는 하급 관리 예 

브게니의 개인적 저항이 가져온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레드니 

츠키 (LednickD에 따르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뿌쉬낀의 동시대인들 즉， 그의 

친구들은 이 시를 내용 그대로 단순한 홍수에 대한 시로 이해했었다고 한 

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해석은 대체로 벨린스끼 (5eJIHHCKHH)에게 

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벨린스끼 역시 이 작품을 홍수에 대 

한 시로 언급하지만， 동시에 이 시가 역사적인 새로운 수도 건설의 결과로 고 

통받는 개인의 운명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일정부분 사회 비판적 메시지 

를 끌어낸다 2) 물론 벨린스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브게니를 동정하기보다 

는， 개인적 희생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며 뾰뜨르 대제 개혁을 옹호하는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3) 쿠크(Cooke)의 지적에 따르면 소비에트 혁명 이전 러시아 

*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 강사 

1) Lednicki, Wadaw(1955), FPushkin's Bronze Horseman The Story 01 a Master
piec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2. 

2) lie JlHHCKH꺼， B. r ‘(1981) “CTaTb!l OllHHa;:U.laTa!l H nOC JlellH!I!I", <CO 'lμ'HeHHJI AJ1eKCaHlIpa 

J7yIDKHHa> , B meCTOM TOMe, ?C06paHHe CO 'l.μ'HeHHH B 9 TOuax.[ , MOCKBa: XYllOll<eCTBeHHa!l 

J1HTepaTypa, C. 464 

3) 벨린스끼는 심지어 〈정동기사〉를 호머의 『일리아드』처 럼 뿌쉬낀이 뾰뜨르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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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청동기사〉 해석의 주류는 위에서 언급한 벨린스끼를 따르는 국가적 

개혁에 따른 희생의 불가피성의 역설이나， 독재에 대한 민주적 원칙의 저항과 

비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었다 4) 이러한 해석은 

1825년에 있었던 제까브리스뜨 반란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원로원 광장에 

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뿌쉬낀 역시 이들의 반란에 우호적이었다는 점 

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또한 〈청동기사〉 창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미츠키예비치의 장편 

극시도 뾰뜨르 대제의 독재에 대한 비난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온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5) 더 나아가 1830년 11월에 

있었던 러시아 제국에 대한 폴란드의 반란까지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이해되 

기도 한다 브류소프(B. 5p에C08)에 따르면 폴란드 학자 트레티악(Tretjak)은 

미츠키예비치 (Mickiewicz)의 작품과 <청동기사>를 비교하면서， 두 작품 모두 

유럽의 개인주의가 러시아의 아시아적 이념과 투쟁하는 것을 다루지만， 전자 

는 개인의 승리를， 후자는 개인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준다고 해석한다.6) 덧붙 

여 트레티악은 폴란드 인인 자신은 자유의 수호자로서 독재권력과 투쟁하면 

서도 미치지 않은 채 살아남았지만，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이념에 굴복 

할 수밖에 없어서 광인(狂人)이 되었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운 의견까 

지 내놓는다. 

그러나 트레티악의 해석은 <청동기사>를 편향적으로 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벨린스끼의 정치적 비판에 입각한 이해도 기본적으로는 집단 의지 

대 개인 의지 혹은 역사와 개인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피할 수 없는 갈등으 

적으로 형상화한 영웅 서사시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5eJ1HHCKHH, 같은 책， C 

464. 

4) Cooke, Muller Olga0988J “The Symbolists ’ Reception of Pushkin: Bryusov and Bely 
on “ The Bronze Horseman"" , JThe Context of Aleksanr Sergeevich PushkindJ, ed 
Peter 1. Barta & Ulrich Goebel, New York: Edwin Mellen Press, p. 31 

5) 미츠키예비치의 장편 극시(劇詩) ~제사짤祝(Dziady)~ (l 823)는 러시아 황제의 학정에 

대한 애국적 항전을 환상과 상징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러시아에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1830년 폴란드 반란에 참가하기 위해 폴란드로 향했던 소볼랩스키가 파리 

에서 나온 미츠키예비치의 작품집을 뿌쉬낀에게 선물했고， 뿌쉬낀은 이 작품을 읽 

은 것으로 일려져 있다 Lednicki , 같은 책， p. 8 

6) 5pIOCOB , BaJ1epHH(l929) “MellHblH BcallHHK" , fMofl fl}'IDKHH, CTa Tbκ HCC.지elJOBaHHJl Ha 6.刀10-

lJeHHJldJ, MOCKBa: rOCYllapcTBeHHaJl H311aTe J1bCTBO , 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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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지， 일방적으로 예브게니의 손을 들어 준 독재 비판은 아니었기 때문 

이다. 둘째 비록 전체적으로 특히 2부에 예브게니의 반항이 묘사된 부분에서 

뾰뜨르 대제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서장이나 1부에서 작가가 

뾰뜨르 대제를 서술하는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미츠키예비치나 뜨레 

짝의 일방적인 부정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기 그리고 1830년 폴란드의 반란 

이 창작에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 작품 이외에는 어떤 글에서도 뿌쉬 

낀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암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약하다. 그리고 

메레쥐꼽스끼 (Mepell< KOBCKIl꺼)의 언급에 따르면 뿌쉬낀은 대화 중에 미츠키예비 

치에 대해 “이 폴란드 서정시인은 바이런의 정신적 영향에 눌린 상태에서 

1826년 이후 발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8) 따라서 〈청동기사> 창작시기에 이 

미 뿌쉬낀은 미츠키예비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 

간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메레쥐꼽스끼의 주장대로， 뿌쉬낀은 러시아 문 

학의 개혁자이자 프랑스 문학의 수제자로서， 뾰뜨르 대제의 개혁을 적극적으 

로 환영한 편이다 9) 구체 (Gutsche)는 뾰뜨르 역시 러시아라는 집단의 정해진 

역사적 운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연기했던 것이지， 독 

재자의 과시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시민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은 아니 

라고 지적한다 10) 즉 작품의 주제는 국가의 요구(민족의 이익)와 시민(그 희 

생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지는)의 요구 사이의 갈등상황이지， 어느 한편의 승 

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뿌쉬낀이 〈청동기사>에서 뾰뜨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은， 이 작품이 뾰 

뜨르와 예브게니로 대표되는 집단과 개인의 권리를 다루면서도 훌륭한 조화 

속에 이 둘을 화해시키지 않은 채 갈등을 드러낸다는 미르스끼 (Mirsky)의 해 

석과도 유사하다[1) 또한 뾰뜨르 대제와 예브게니의 요구가 어느 한쪽의 승리 

7) 미츠키예비치의 시 <제사> 3부 일탈 부분에서 작가는 로마가 인간들에 의해 건설 
된 도시이고 베니스가 신들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면， 빼쩨르부르그는 악마， 뾰뜨르 

대제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고 말한다. Briggs, A. D. P.(1983) /"Alexander Pushkin 
A Critical StudYJ , Totowa: Barnes & Noble Books , p. 119 

8) Mepe )j(KOBCK때， n. (l906) FBetfHble cnYTHHKH(flYUJKHH)J , C neTep6ypr: 11311aHHe M B nH

pO )j(KOBa , C. 75 

9) Mepe)j( KOBCK싸1 ， 같은 책， c. 8 

10) Gutsche, ]. George(l986) "Pushkin's the Bronze Horseman" , FMoral Apostasy 
in Russian LiteratureJ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Dekalb,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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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될 수도 서로 화해할 수도 없는， 양자 모두 정당한 주장들이기에 이들 

의 갈등이 더욱 비극적이고， 둘 사이에 위치한 뿌쉬낀의 도덕적 중립이， 위대 

한 성취에 따른 사소한 희생 등으로 이야기되던 진부한 주제를 벗어나， 새로 

운 진실의 전체적 모습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열리치(Erlich) 

의 견해와도 합치된다 12) 

본 논문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두 핵인 뾰뜨르와 예브게니의 조화나 화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일반적인 정치적 해석에서 벗 

어난， 이 둘 사이의 종교적 대립으로 파악하는 상정주의자들의 견해를 개괄하 

고， 그 종교적 상징들의 구체적 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는 종교 상정에 

따른 해석이 정치적 이해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들을 상당부분 새롭게 제시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들의 일면적 논지에 일치되지 않는 반증들 

을 찾아봄으로써， 대립적인 두 원칙으로 제시된 뾰뜨르와 예브게니가 결국은 

외적인 대비 구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조망하 

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창조적 원칙의 대비를 통해， 

이들의 화해 가능성과 함께 작가의 궁극적 전언을 추론해보려 한다 

2. 본론 

2. 1. 대립하는 종교적 원칙들， 두 주인곰 

뾰뜨르와 예브게니의 대립을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독특한 시각에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상징주의자 메레쥐꼽스끼이다. 벨린스끼 이후 도브롤 

류보프， 체르늬셉스끼， 삐사레프 등으로 대표되는 혁명적 민주주의 계열의 비 

평과 그들의 뿌쉬낀 이해를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조잡한 실용주의라고 비 

판한다 13) 그는 상징주의자들의 특징적인 종교적 이해 속에서 뾰뜨르와 예브 

게니의 대결을， 일반적인 위대한 국가적 영웅과 비천한 하급 관리의 대립이 

11) 미르스끼， D. S.(1988) ，러λ/아 운학샤 !jJ, 이항재 옮김， 화다， 108쪽 

12) Erlich , Victor(l976) “Puskin ’ s Moral Realism as a Stuctural Problem", 'Alexander 
Puskin: A Symposium on the 175th Anniversarγ of His Birth jJ, ed. Kodjak, 

Andrej and Taranovsky, Kiril , New York University Press, p. 175 

13) Mepell<KOBCKH꺼， 같은 책 ,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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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종교적으로 역전된 대비로 제시한다. 뾰뜨르 대제를 영웅주의 속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교사상의 대표자로， 그리고 예브게니를 하느님 속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신비주의 사상의 실현자로 이해하는 것이다.14) 

그는 이름 없는 하급관리의 모습에서 낮은 데로 임해서 선을 위해 자신을 낮 

추고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찾아내고， 뾰뜨르 대제 

에게서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이기적 자기 실현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한 

다. 이에 대해 브류소프는 메레쥐꼽스끼가 내린 예브게니의 저항적 모습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이교도적(우상숭배) 이념에 대한 ‘기독교적 반란’으로 정의 

하고 있다 15) 

2. 1.-1 이교 우상 뾰뜨르 대(對) 기독 사상의 실천자 예브게니 

레드니츠키가 지적하듯， 브류소프나 메레쥐꼽스끼의 〈청통기사> 해석 역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해석자들의 종교와 사상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 뿌쉬낀의 뾰뜨르 대제 묘 

사가 이교적 요소틀을 지니논 것은 사실이다 먼저 뾰뜨르가 등장하는 다른 

장시 <뿔따바 nOJlTaBa)를 보면， 전투에 나서는 그는 전쟁의 신 아레스 또는 

제우스처 럼 묘사된다 16) 

OH npeKpaCeH, 

OH BeCb, KaK 60Jl(IUI rp03a 그는 뇌 우의 신 처 럼 화려 하다‘ 

때eT ‘ EMy KOH~ nOaBOa~T. 걸어가는 그에게 말을 대령하니 

PeTHB H CMHpeH BepH뻐 KOHb 날째고 충직한 준마는 

n04y~ pOKOBO~ OrOHb, 숙명의 불길을 감지하고 부르르 떨며 

llPOJl(HT. rna3aMH KOCO BOaHT 곁 눈으로 흘껏 보더 니 

H M4HTC~ B npaxe 60eBOM, 등에 탄 강대한 기사를 자랑하며 

rOpa~Cb Mory뻐M CeaOKOM 전투의 초연 속으로 달려간다. 

(T. 4. CC. 213-214)17) 

14) MepeJl(KOBCK때， 같은 책， c. 72. 

15) 5pIOCOB, 같은 책 , c. 65 

16) Kahn은 뾰뜨르가 슬라브 신화에서 천둥， 홍수， 창조， 그리고 파괴를 담당하는 빼 
룬(PepYH)의 이미지를 지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Andrew, Kahn(998) FPushkin's 
까Je Bronze HorsemanJ ,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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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레쥐꼽스끼는 러시아 영웅과 그리스 신의 묘사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이 

무의식적이지만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18) 전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 

는 기사의 모습도， 기독교 이전의 위대한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과 케사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교사상인 헬레니즘의 영웅 묘사를 따른다고 볼 수 있 

다 19) 또한 뾰뜨르는 기독교 이전 고대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전쟁 영웅인 

보가뜨리 (60raTblpb)의 근대적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때) 한편 뿌쉬낀 후기 

작품들에 특정적인 살아 움직이는 동상이나 생명이 깃든 그림 등의 주제가， 

이교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움직이는 성상화(HKOHa) 등과 연결되듯이， 이 작 

품에서 움직이는 ‘청동기사’도 마찬가지다찌 이교와의 연관성에서 가장 결정 

적인 것은 뿌쉬낀이 ‘청동기사’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름 아닌 ‘우상(HCTYKaH) ’ 

이 라는 것 이 다 이 점 에 서 칸(Kahn)은 ‘청 동의 말(6pOH30B뼈 KOHb)’을 지 칭 하 

는 형용사로 ‘MellHblH’대신에 ‘6pOH30BbIH’를 쓴 것이 출애급기에 등장하는 ‘금송 

아지 (30JIOTOH TeJIëHOK)’에 대한 우상 숭배를 암시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 

다 22) 

메레쥐꼽스끼가 무기력한 하급관리이자 시인인 예브게니를 ‘청동기사’에 대 

한 도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답다고 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예브 

게니에게서도 그리스도의 교의가 반영된 묘사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 

다. 작가가 예브게니를 부르는 “가없은， 가없은 나의 예브게니 (6e1lH뼈， 6ellH뻐 

17) nywKHH , A. C.(1977) FA. C. nyωKHH nOJlHOe co6paHHe CO 'lHeHH.μ B 10 TOMaXJ , T. 4. JJe 
HHHrpall: HayKa , cc. 213-214. 이후에 권과 쪽수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18) Mepe*KoBcKHH , 같은 책， c. 67 

19) 베테아(Bethea)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통치자를 말 위에 앉히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마차를 선호한 것에 비해 그리스나 로마인들은 승마에 큰 의 

미를 두었다고 주장한다. 상징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변 중 하나는 야생 

마 부세팔루스를 잘 다루면서 마차를 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에게 거둔 기마 

술이다 또한 고대 로마 시대에도 위대한 기마병으로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 

해 황제의 기마상이 건축되었다 David, M. Bethea(1993! “The Couvade of Peter 

the Great, A Psychoanalytic Aspect of The Bronze Horseman " , I'Puskin TodaYJ , 

ed. David M. Bethea, lndiana University Press, p. 100. 

20) Mepe*KOBCKI씨， 같은 책， c. 65 

21) Lednicki, 같은 책， p. 17. 

22) Andrew, 같은 책 ,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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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꺼 EBreHHH)"에 서 ‘ 6enHbl꺼’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 령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희 의 것 이 요(5J1a)j(eHHbl H뻐He nYXOM , 뼈o HX eCTb UapCTBO He-

6eCHoe)"에서의 ‘HHIIl때’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베테아는 예 

브게니에 게 이 형용사가 쓰인 것이， 재산과 약혼녀를 잃고 걸인이 된 물질적 

가난이 아닌， 정신과 영혼을 잃은 정신적 결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23) 예브 

게니는 다시 “가없은 미치광이 (5e3YMeu 6enHbl꺼)"라고 불리는데， 이때 ‘이성 (YM) 

이 결여된 (6e3) 자(eu)’라는 의미는 단순히 미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 

독교적 의미에서 이성적 거만함이 없는， 소박하고 겸손한 진실된 영혼의 소유 

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6enHbl다’는 ‘청동기사’를 칭하는 “거 

만한 우상(ropne지HBblH HCTYKaH)" 의 ‘rOpneJlHBbl꺼’와 대 칭 을 이 루는 것 이 다. 

여기에 예브게니를 감싸는 또 다른 기독교 상징으로 그의 시신이 어부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장에 등장하는 핀란드 어부와 수미상 

관을 이루는 이 어부는， 예수의 12사도 중 상당수가 어부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물고기가 초기 기독교의 상징물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가 어부 형제 베드로와 시몬에게 “나를 따라 오 

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1따Te 3a MHOIO , H 51 cneJlalO 

Bac J10BuaMH qeJlOBeKOB.)"고 말한 것을 볼 때， 어부에 게 발견된(낚인) 예브게 

니의 시신은 그 육체가 아닌 영혼이 구원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작가가 『예브게니 오네긴(EBreHI깨 OHerHH)~ 에 이어 다시금 붙여 준 주인 

공 ‘예브게니’의 이름도 희랍어로 ‘복음(福音)’이라는 뜻으로 기독교적이다.24) 

2. 1. 2. 구약의 창조주 뾰뜨르 대(對) 개인적 욕망의 희생자 예브게니 

메레쥐꼽스끼나 브류소프가 뾰뜨르를 헬레니즘적 이교사상의 대표자로， 예 

브게니를 헤브라이즘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사상의 실천자로 이해한 것은 

흥미롭고 어느 정도 맞지만， 그만큼 틀린 부분도 많다. 상징주의 이론가들의 

해석처럼， 뿌쉬낀의 작품세계에는 기독교적 신비주의의 모티브가 존재하지만， 

그들같은 일면적 이해보다 실제 작품의 구조는 더 크고 복잡하다 실제로 이 

23) Bethea, 갇은 글， p. 75 

24) rOp4aKoB , reHpHx(1998) “o MellHOM BcallH싸<e A C. nyUl KHHa", FRussian Literatured1, 
Vo l. 39. No. 3.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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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우상처럼 제시된 뾰뜨르 대제지만， 1부에서는 구약의 하느님 같은 긍정적 

인 창조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예브게니에게서도 역시 기독교적 겸손이나 자 

비와는 거리가 있는， 물질적 욕망과 자기몰두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헬레니 

즘적 원칙과 헤브라이즘적 원칙은 대립하는 두 주인공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뾰뜨르 대제는 구약의 하느님처럼 서장에서 큰 강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다. 그리고 도시가 서게 될 것이라고 명하자， 늪지에서 도시가 일어선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물에서 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 

고 칸의 지적처럼 뾰뜨르 이전의 네바 강변은 안개， 어둠， 그리고 소음이 가 

득하던 카오스(B TyMaHe CnpjlTaHHOrO COJJHua,lKpyroM 띠YMeJJ.(T. 4. c. 274，))였지 

만， 뾰뜨르의 창조와 함께 이 곳은 빛 (ÔJJeCK ， 3apjl , CBeTJJhlA, CHjlHHe , nJJaMjI)이 

가득한 도시로 변모한다.엉) 그리하여 뾰뜨르는 “기적의 창조자(TBopeu 4YllO

TBOpH뼈)"로， 그렇게 생겨난 빼쩨르부르그는 “뾰뜨르의 창조물(neTpa TBopeHbe)" 

로 불린다. 

한편 뾰뜨르 대제는 2부에서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자(llep*aBeu nOJJYMHpa)" 

라고도 불린다 레드니츠키는 빼쩨르부르그가 북구의 ‘팔미라(Palmyra)’로 인 

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Palmyra’와 ‘nOJJ-MHpa’가 지니는 음성적 유사성 

에 주목한다 26) 팔미라는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사막의 오아시스에 세운 인공 

도시로 대상(隊商)틀의 교역 중심지였으며，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빼쩨르부 

르그가 이상으로 삼았던 전설의 도시였다. 따라서 뾰뜨르를 ‘팔미라의 지배자 

(llep*aBeu rrOJJYMHpa( T. 4. c. 286.))’로 칭 한 것 은 솔로몬 왕에 대 한 암시 가 된 

다. 

또한 뾰뜨르의 기마상도 헬레니즘을 상징하는 특정 중으로 설명되었지만 

이것 역시 기독교 선화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용을 퇴치한 것으로 알려진 

성 게오르기우스의 기마상은， 실제 뒷발로 물뱀을 짓누르는 팔코네의 ‘청동기 

마상’과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베테아는 러시아에서 말을 탄 채 용을 

무찌르는 성 게오르기의 형상이， 군대 훈장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러시아 국가 

의 수호성인으로 인식되었다고 지적한다.낌) 그리고 기독교 도상에서도 예수 

25) Andrew, 같 은 책 , p. 41 

26) Lednicki , 같은 책， p. 46‘ 

27) Bethea, 같은 글，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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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는 대천사 미카엘과 27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백마를 탄 모습으로 등 

장하는 데， 이 경우 승마자는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정복자의 상징이 아닌， 

기독교를 승인하고 법을 세운 콘스탄티누스 같은 법치자， 인민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뾰뜨르 대제 역시 정복 

자이자 폭군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입법자이자 신의 대리인으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위의 기독교 상징을 획득한다.갱) 베테아는 뾰뜨르의 이같 

이 서로 대립되는 종교적 이미지가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29) 논쟁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뾰뜨르 대 

제에게， 기독 사상에서 이야기되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지도자 

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브게니도 ‘심령이 가난한 자’이자 ‘시인’으로 이야기되지만， 그에게 긍정적 

의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기독교적 희생이나 자비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물질적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물질적으로만 가 

난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 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브게니가 소 

유하고 싶어했던 빠라샤와의 작은 행복은， 뾰뜨르 대제의 역사적이고 사회적 

인 거대 계획에 비하면 일견 소박한 소시민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시인이며 시인처럼 상상한다고 묘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공상은 서정 

적이고 낭만적이기보다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산문적이다. 

EBreHH~ TyT B3aOXHyn Cepae4H。 예브게니는 여기서 김은 한숨을 내쉬고 

H pa3Me4TanCíI, I< a I< n03T: 시인처럼 공상에 잠겼다. 

)f(eHHTbCíI? Hy ... 3a맨M li<e HeT? 결혼한다? 음 , 못할 것도 없지? 
OHO H Tíl li<enO , I<OHe4HO, 불론 힘 들 거 야. 

Ho 4TO li<, OH MOnOa H 3aOpOB, 하지만 그는 젊고 건강하니 

TpyaHTbcíI aeHb H H。뾰 rOTOB , 밤낮으로 일할 수 있어. 

OH I<Oe- I< aI< ce6e yCTpOHT 그는 어 떻 게 든 아늑하고 

npHIOT CMHpeHH없 μ npOCTOH 소박한 안식처라도 마련하고 

H B HeM napa띠y ycnO I< OHT. 거 기 에 빠라샤를 데 려 온다. 

28) Lednicki에 따르면 ‘청동기마상’을 세운 팔코넷 역시 뾰뜨르 대제를 평화주의자와 

볍치주의자로 이상화시킨 기념상을 의도해서 로마의 현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의 기념상을 인용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짜르의 쭉 뻗은 손은 바로 수호자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Lednicki , 같은 책， p. 33 

29) Bethea, 같은 글，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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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lllleT, ÕμTb MO)j(eT , rOIl -llpyroμ 혹시 한두 해 지 나면 

MeCTe4KO nO Jly4y 좀 나은 자리를 얻을 지도 몰라 

(T. 4. c. 278) 

작가는 ‘나의 예브게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과 애정을 드러내지만， 위에 

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엔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작가가 렌스끼의 시에 보내 

는 시선 같은 아이러니가 들어있다. 사실 이 부분에는 초고에서 생략된 부분 

들이 있는데， 역시나 주인공 예브게니의 시적 감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 

인 것이다. 

KpOBaTb, IlBa CTyJla; 띠ell rop띠OK 침대， 의자 두 개， 양배추가 든 냄비 

na caM õOJlbmoll; 4ero MHe õOJle? 그리고 주인이 되는 것， 

내게 뭐가 더 필요한가? 

(T. 4. c. 403,) 

이 런 묘사는， 고르차꼬프(rOptlaKOB)가 지 적하듯， 예브게니와 똑같은 종교적 

뒤앙스의 이름을 지닌 오네긴이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인 것과 유사하다.30) 예 

브게니의 희망에서는 또 다른 뿌쉬낀 주인공의 유사한 반영을 찾을 수 있다. 

역시 세속적인 열정의 희생자이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출세의 욕망으로 부 

유했던 『스페이드의 여왕(n싸<OBa.$l !laMa)~ 의 주인공 게르만이다- 고르차꼬프의 

지적처럼 게르만이 ‘자립 (He3aBHCHMOCTb)과 안정 (nOK얘)’을 구하기 위해 리자 

베따를 원했지만， 필승의 카드를 구하자 그녀를 버리고， 게임에서 실패한 후 

미쳐버리듯， 예브게니도 ‘자립 (He3aBHCHMOCTb)과 명예 (tleCTb)’를 구하기 위해， 

빠라샤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홍수로 그녀의 집이 사라지자 그녀를 잊어버리 

고 직장과 거처도 잃은 채 미쳐버린다 31) 종교적 상징으로 예브게니를 이해했 

30) 고르차꼬프는 예므게니와 오네긴이 원하는 것들이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생략된 예브게니의 여행 중에도 유사한 묘사가 등장한다 

rOp4aKOB, 같은 글， p. 30‘ 

Moll HlleaJl Tenepb -- X03 .$1애 Ka 

MOH )j(eJlaHH .$I -- nOK。이 

na mell rop띠OK ， Ila caM 60Jlb띠。μ 

내 이상은 이저l 안주인 

내 희망은 - 안정 

양배추 수프가 든 냄비， 그리고 주인 되는 것 

(T. 5. c. 174.) 

31) rOp4aKOB , 같은 글， p. 38 실제로 예브게니는 마치 빠라샤의 부재보다는 집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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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메레쥐꼽스끼와 브류소프가 주인공을 가난한 영혼의 희생자로 본 것과 달 

리， 실제 작품 표면에서 그는 바로 자신의 물질적 욕망 때문에 파멸한다. 희 

생과 자비를 실천한 영웅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늙은 

집시가 알레꼬에게 ‘너는 그저 자신만의 자유를 원하고， 네 목소리는 우리에 

게 두려 움을 줄 뿐이 다(Tbl ,llJUI ce6~ JlHWb XO\{eWb BOJlH; Y*aCeH HaM TBOA 6y,lleT 

r JlaC:(T. 4. c. 168，)’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브게니도 자신만의 자유와 감정 

만을 원했을 뿐이며， 외부와 격리된 채 자신이 만든 공포 속에서 자멸한다 

결국 예수와 같은 희생의 종교적 상징이라기에는， 예브게니도 이름뿐인 시인 

이라는 명칭처럼， 실제 내용과는 다른 일종의 아이러니에 가깝다 

개인적 열정에 스스로 희생되는 예브게니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 

우스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빠라샤를 찾아 나서는 예브게니는 지옥에 있는 에 

우리디체를 찾아 나서는 오르페우스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오르페우스가 ‘가 

수’였듯이 예브게니도 어떻든 ‘시인’이다. 우선 그에게 네바 강의 범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없애는 계기가 된다. 

ßOTKH no~ MOKpoR neneHoR. 젖은 천이 덮인 행상인의 판자 

06nOMI이l XH뻐H ， 6peBHκ KpOBnH , 무너진 오두막의 널뻔지와 지붕 

rpo6a c pa3M~Toro Kna~6뻐a 파헤쳐진 묘지에서 나온 관들이 

nn~ByT no ynHuaM' 거 리 거 리 떠 다닌다| 

(T. 4. c. 279.) 

홍수로 물과 땅의 경계가 흩어지고 역전되어， 광장은 호수가 되고 거리는 

강이 되며， 궁전은 섬이 된다. 여기에 생사의 경계가 무너져 죽음과 고요의 

장소인 묘지가 생기를 띄고 관들이 살아나 헤엄쳐 다닌다. 이어 생명을 지닌 

것은 죽음에 이르고， 시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초자연적 현상이 얼어난다. 위 

의 장변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혼재를 드러내는 주요한 상징으로 중의적인 단 

어들을 지적할 수 있다. ‘neJleHa’는 중립적으로는 ‘천’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기저귀’， ‘포대기’， 그리고 ‘수의’라는 뜻까지 지닌다 32) ‘JlOTOK ’ 역시 ‘판자’이면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과 자럽의 소멸이 안타깝다는 듯이， 집에서 나와 대피 

했을 수도 있는 빠라샤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녀의 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녀를 더 이상 찾지도 않는다. 

32) ‘c nenéH’이라는 숙어에서는 ‘어려서부터’라는 뜻을 지니게 되면서 ‘아이들의 포대 

기나 기저귀’로 해석된다. 또 ‘neneHaTb’라는 동사형 역시 ‘기저귀를 채우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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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관’ 혹은 ‘요람’이라는 뜻으로도 확장된다. 따라서 뒷부분의 떠다니 

는 판과 연결해서 보면 이 단어들은 죽음(수의와 관)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생명으로 이해한다면 모세나 오디푸스 출생설화에서처럼 ‘포대기에 싸인 요 

람’같은 탄생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청동기사> 서장에서 빼쩨르 

부르그는 모스끄바에 대해 과부 황태후 앞에 선 새 황후로 비유되고， 황후의 

왕자출산은 러시아의 승리와 네바 강의 해빙과 같은 것으로 언급되었다. 따라 

서 네바 강이 홍수로 부풀어 오르고 울부짖는 것을， 비록 파괴와 죽음의 상처 

를 잉태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출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베테 

아는 네바 강파 뾰뜨르 대제 사이의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뾰뜨르 대제가 자 

신의 머리에서 빼쩨르부르그를 만들어냈듯이， 홍수를 자연의 상징적인 분만으 

로 설명한다 33) 이 경우 뾰뜨르의 빼쩨르부트그 생산과 네바 강이 분만한 거 

대한 물은， 그로 인해 예브게니와 빠라샤처 럼 많은 사람들의 출산 가능성을 

약탈하고， 그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죽음을 잉태한 삶이라는 아이 

러니한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역전된 후， 예브게니는 스틱스(Styx) 강을 

금화를 받고 건네주는 뱃사공 카론이 젓는 나풋배를 타듯， 사나운 물결을 헤 

치고 강 건너편에 이른다. 브릭스(Briggs)가 지적했듯이 그가 발견하는 것은 

빠라샤와 아이를 닿는 행복을 꿈꾸던 생명의 공간이 아닌， 시체와 폐허， 그리 

고 공포가 가득한 지옥 풍경이다.34) 지옥에서 에우리디체를 찾은 오르페우스 

가 자신의 노래로 아내에게 생명을 되찾아주지만 부주의와 조급함으로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듯， 예브게니 역시 그 지옥 같은 폐허 속에서 혹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지도 모를 빠라샤를 찾는 침착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결혼을 꿈꾸 

며 개인적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는 조급함과 공포 속에서 시력과 지 

각을 잃는 것이다. 더구나 오르페우스가 노래로 감동을 자아냈던 것과 달리， 

예브게니는 시인으로 소개되었지만， 자신의 노래는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불쌍한 시인답게 무의미한 서류를 쓰던 하급관리인 채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포대기로 싸다’라는 뜻이 된다 한편 ‘rpOÕOBble neJlem!’의 경우는 ‘수의’가 된다. 

33) 제우스가 머리에서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분만했듯이 뾰뜨르 대제도 이성적 기획 
에 따라 빼쩨르부르그를 창조했는데 역시나 전투용 군사도시였다 Bethea, 같은 
글. p. 81 

34) Briggs. 같은 책，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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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칭적 유사 구조 속의 두 주인공 

지금까지 예브게니와 뾰뜨르의 관계를 개인 대 전체라는 대립 양상으로 보 

는 일반적인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견해에서 벗어나 기독교 대 헬레 

니즘 이교사상의 대립으로 두 주인공을 종교적 관점에서 대비시키는 해석을 

개괄해보았다. 또한 이교 우상으로 이해된 뾰뜨르 대제의 기독교 상징과 그리 

스도적 희생으로 제시된 예브게니의 세속적 열망과 그리스 신화적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상정주의자틀의 일면적인 종교적 이해가 지닌 문제점도 함 

께 살펴보았다. 이 과정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뿌쉬낀이 〈청동기사> 

에서 제시한 종교적 상징들(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혹은 기독사상과 이교사 

상)이 두 인물에게 결코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다 뾰뜨르에게서 

그리스 신화와 성서의 상징이 함께 등장하고， 예브게니에게도 그리스도적 희 

생과 세속적 욕망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뿌쉬낀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 

화와 기독교나 신비주의를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작품에서 포괄적으로 제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뿌쉬낀은 종교적 전언을 위해 두 인물에게 종교적 

인 대립 원칙을 부여하고 작품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미적 실현 

을 위해 종교적 상징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두 주인공은 역사적 정치적 원칙이나 종교적 사상적 원칙의 두 극단으로 

보이지만， 작품 내에서는 잘 맞물려 움직이는 톱니들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더라도 예브게니와 뾰뜨르는 서로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앞서 지적했듯이 뾰뜨르 대제가 역사적 현실에서의 창조자라면， 예 

브게니 역시 비록 이름 뿐인 시인이긴 하지만， 역시 예술과 가상 세계에서의 

창조자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일치된다 구체의 지적처럼 국가의 역사적 운 

명을 책임진 개인적 계획만을 생각했던 뾰뜨르 대제가 민중의 개별적인 소시 

민적 행복과 운명에는 무심했듯이， 예브게니 역시 자신의 소박한 미래와 행복 

만을 생각했을 뿐， 사회적 역사적인 변화에는 아무런 전망도 보여주지 않는 

다 35)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서로에게 비극을 가져온 셈이다，36) 그리고 이들 

35) Gutsche, 같은 책， p. 23 

36) 고르차꼬프는 이 부분이 뿌쉬낀 후기 작품에 드러난 역사적 인식의 변화라고 지적 
한다. 즉 예브게니는 역사의 외부에서 개인적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에 비극을 맞이 

한 것이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저 역사의 혁명적 흐름에 참여 

하게 해서만은 안되고 이틀에게 역사적 전망을 교육시켜야한다고 본 것이다.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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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은 차원이 다르고 서로에게 대럽적이기는 하지만， 각각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련을 겪고 실패에 이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예브게니의 

소박한 꿈은 뾰뜨르 대제의 도시 건설이 원인이 된 홍수로 깨어지고 청동기 

사에게 쫓기는 악몽이 되고 만다. 뾰뜨르 대제의 위대한 구상도 자연의 보복 

으로 끔찍한 현실로 바뀌고， 청동 우상이 되어 잠든 그의 영원한 꿈은 예브게 

니로 인해 방해받는다. 버튼(Burton)은 이들의 생각과 꿈이 실제 텍스트 상으 

로도 유사하다는 점 까지 지 적 한다 37) 

<nëTp) <EBreH~때〉 

Ha 6epery nycT에HHblX BOJlH yll<acHbIX llyM 

CTO꺼JI OH llyM BeJlHKHX nOJlH. 5e3MOJlBHO nOJlOH OH CKHTaJlC~. 

Ii BllaJlb rJl~lle Jl. Ero Tep3aJl KaKOil-TO COH 

(T. 4. c. 274.) (T. 4. c. 284.) 

Ii llyMaJl OH: TaK OH Me4TaJl. Ii rpycTHo 6blJl。

OTCeJlb rp03HTb MbI 6YlleM 띠BellY. EMy B Ty H04b, H OH lI<eJlaJl 

(T. 4. c. 274.) (T. 4. c. 278.) 

이들은 각각 1부에서 생명을 지닌 예브게니가 대리석 사자상의 등에 앉아 

마술에 걸려 붙어버린 듯 굳어버리는 비활물화를 겪는 반면， 2부에서는 정동 

으로 된 말 위에 앉은 뾰뜨르 대제의 동상이 살아 움직이는 활물화를 겪는 

다 38) 과정은 반대되지만 이 둘은 서로의 이상(꿈)과 생명(죽음)에 밀접하게 

얽힌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된다. 

병치 구조와 관련， 브류소프는 <청동기사>가 자연의 반란과 인간(예브게 

니)의 반란이라는 두 개의 반란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39) 그리고 이 두 반 

란， 즉 거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건설된 도시에 대한 자연의 보복과 잇따른 

자연의 습격을 야기한 도시 건설자에 대한 예브게니의 반란 모두 아무 일 없 

이상 없이 개인적 자유와 행복만을 꿈꾸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만의 공포 

와 절망 속에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뾰뜨르 대제， 제까브리스뜨， 예브게니， 알레 

꼬 등의 비각의 원인은 모두 여기서 찾을 수 있다. rOp4aKoB, 같은 달， p. 51 

37) Burton, Dora(1982) “ The Theme of Peter as Verbal Echo in Mednyj Vcadnik" , 

FSEEJ.o, Vol. 26. No. 1., 1982, pp .. 21-22. 

38) Andrew, 같은 책 , p. 62. 

39) 5pIOCOB, 같은 글， c. 76 



〈청동기사〉 주인공들의 대립 양상 연구 143 

었다는 듯 무위로 그친다는 점에서 역시 공통적이다.때) 

한편 레드니츠키는 뾰뜨르와 예브게니의 공통점으로 창조력의 상실을 든 

다 41) 앞서 가난한 관리이자 시인인 예브게니는 역사적 전망에서 정치적인 변 

혁(생산)의 능력은 물론 시적인 창조력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는 개 

혁과 창조라는 사명과 의무를 상실한 이름 뿐인 몰락한 지식인인 것이다 작 

가는 1부에서 예브게니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np03BaHb~ HaM ero He HY*HO 그의 성씨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XOT~ B 싸lHyBlliH BpeMeHa 비 록 지 난 시 절 에 

OHO, ÔblTb MO*eT, H ÔJJHCTaJJO 그것이 아마도 까람진의 펜 아래에서 

H non nepOM KapaM3HHa 찬란히 빛났거나 

(T. 4. c. 277.) 

이는 예브게니의 가문이 까람진의 러시아 역사에 대한 기록에 등장했었음 

을 암시하는데， 타이머 (Theimer)는 이에 대해 뿌쉬낀과 예브게니 모두 옛 귀 

족(60~PI1H) 출신 이 라고 지 적 한다 42) 시 <나의 가문(Mo~ pOnOCJJaBHa~)>을 참조 

해 보면 뿌쉬낀은 비록 하급관리에 홀대받는 시인으로 평민 (Me삐aHllH)이나 마 

찬가지 지 만， 과거 에 그의 조상은 로마노프를 왕으로 추대 했던 귀 족이 었다고 

주장한다 43) 그런데 바로 이 러시아의 자생적 귀족계급을 억압하고 해체했던 

이가 바로 뾰뜨르 대제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뿌쉬낀이 〈나의 가문〉에 

서 가문의 문장(rep6) 이 새겨진 족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베테 

아에 따르면 예브게니가 올라탔던 한 발을 든 사자는， 뾰뜨르 대제 이전 류릭 

40) 5pIOCOB, 같은 글， c. 81 

41) Lednicki, 같은 책， p. 54. 

42) Theimer, Catharine(1988l “The Poet, History, and the Supematural: A Note on 

Puskin ’ s “The Poet" and The Bronze Horseman", rThe Supernatural in Slavic and 
Baltic Literature ,ß, Ohio: Slavica, p. 39. 

43) 뿌쉬낀은 〈나의 가문〉에서 “나는 옛 귀족의 후손(5o~p CTapHHH비X ~ nOToMoK)"이지 

만 지금의 “나는 평민으로 태어났다(~ pOnHJJC~ Mell\aHHH)"고 언급하며， 한 때는 대 

접반았던 가문으로 로마노프를 선출한 귀족회의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한다 

Korna POMaHOBblX Ha UapCTBO 

3BaJJ B rpaMOTe CBoe꺼 Hapon, 
M에 K OHOH pyKy npHJJO*HJJH, 

민중이 로마노프 일가를 

왕위에 추대하자 결의했을 때 

우리도 그 결의에 관여했으니 

(T. 3. c.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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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까지도 러시아의 문장에 등장했던 상징물이었다 44) 대리석으로 굳어버린 

옛 러시아의 전통 위에서 얼어붙은 옛 러시아 귀족의 후예라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문화적 창조력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논 것이다. 

이 점은 뾰뜨르의 개혁과 빼쩨르부르그의 문화적 생산력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뾰뜨르 대제시기의 유럽화 정책에 따른 개혁과 창조적 가능성도 백년이 

흐른 후에는， 그가 청동의 우상으로 경직된 것처럼， 보수 반동의 정체된 전제 

정치로 변질되었다. 새로운 수도로 생산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빼쩨르부르그 

도 저항적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과 1825년의 제까브리스뜨 반란의 무력진압 

등으로 역사적으로 선에게 버림받은 도시로 상징적 몰락을 겪게 된다. 옛 수 

도 모스끄바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도시로 다시 러시아에 대 

한 상징성을 회복한 것에 비해， 빼쩨레부르그는 계속되는 전쟁， 착취， 타락 등 

을 통해 부정적으로 쇠퇴한 것이다. 작가 뿌쉬낀 역시 뾰뜨르의 후손인 니꼴 

라이 황제에게 모든 작품은 물론 편지까지 검열 당하는 입장이었기에， 빼쩨르 

부르그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운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45) 레드니츠키는 

후기 시 <신이여 나를 미치지 않게 하소서 (He Jlaη MHe õor COHTH C YMa)>와 

예브게니의 광기를 연결시키며 러시아 제국의 광기가 죽기 전 뿌쉬낀에게 얼 

마나 가혹했는가를 짐작케 한다고 말한다 46) 

2.3. 예술적 원칙으로 본 두 주인공: 헛된 창조자와 진정한 시인 

<청동기사>의 두 인물이 모두 창조자로서의 실패와 그에 따른 반란과 창 

조력 고갈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과연 

두 대조적 원칙들의 화해되지 않은 갈등과 좌절이 주제인 것인가? 물론 <집 

시>， <모짜르뜨와 살리에리>， <보리스 고두노프〉와 같은 뿌쉬낀의 다른 작 

품에서도 대립적인 두 인물이나 원칙들이 서로에게 비극을 안겨주는 모습은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창조적 원칙과 관련해서 <청동기사>에는 두 사람 이 

외에 또 다른 창조자가 등장한다， 하늘의 총애를 받는 시인 (n03T ， JlIOÕHMblH He • 

44) Bethea, 같은 글， p. 11 1. 

45) 뿌쉬낀은 결혼 후 빼쩨르부르그에서 스미르노바와의 대화 중에 외국으로 가고 싶 
으며 어떤 유형 시기보다 더 그 욕구가 강렬하고 죽을 것만 같은 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Mepe:l<KOBCKHii, 같은 책， c. 14 

46) Lednicki , 같은 책 ,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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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caMH(T. 4. c. 284.) 흐보스또프 백작이다. 그는 네바 강변의 재난을 불멸의 시 

(6eCCMepTHblfi C깨x)로 노래한다. 그러나 이는 조소에 가까운 수식일 뿐， 그는 

뿌쉬낀 시대의 3류 시인이었다 물론 예브게니가 시인이지만 작품도 창작행위 

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비해， 흐보스또프는 작품의 실제는 알 수 없지만， 네 

바 강 홍수에 대해 시를 창작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자연 재해의 광기 

어린 현실 앞에서 예브게니가 미쳐버린 것에 비하면， 백작의 노래가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의 진실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예브게니의 시적 상상 

력은 시 텍스트의 구체적 실현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시적 창조의 극적인 

순간에는 강렬한 빛을 발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이념적인 고전적 조형물(청 

동기마상)이 낭만주의의 그로테스크한 괴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예브게 

니가 작품 창작에는 실패한 시인이었지만 궁정 역사가 같은 관습적인 시인보 

다는 가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예술가였던 것이다. 

바로 이 예술적 차원에서 뾰뜨르 대제와 예브게니는 그들의 유사한 모습에 

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를 지닌다. 서장에서 작가적 아이러니가 담긴 장엄한 

송가(O.lla)를 배경으로 뾰뜨르는 위대한 창조자로 등장했지만， 백년이 흐른 뒤 

그는 다른 예술가(팔코너])의 창작물이 되고， 또 다른 예술가(예브게니)의 상상 

솜에서는 괴물로 변질된다. 반면에 같은 창조자이자 시인인 예브게니는 자신 

의 모든 것을 잃고 정신적 절망에 빠진 창작 불능의 상태에서， 광기와 공상 

속에서 스스로 예술 작품이 되고 자신을 텍스트로 해서 자신의 비극을 완성 

시킨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술작품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리고 타이머의 지적처럼 작가가 예브게니를 나의 예브게니라고 부른 친 

밀감이나 시인으로 부른 이유는 다른 시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47) 뿌쉬낀 

의 시 <시인no:n>(827)에서 그려낸 시인의 모습처럼， 예브게니 역시 무심히 

부질없는 세상사에 빠진 채 리라는 침묵하고 영혼은 잠에 취해 있는 듯한 비 

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의 음성으로 깨어난 후 그는 군중의 우상에 머리 

를 숙이지 않고 소리와 혼돈으로 가득한 채 달렸다 예브게니도 그런 시인의 

창조적 순간을 같이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시가 되었다. 실제로 네바 

강이 뱉어 낸 그의 시신은， 제까브리스뜨 반란 시 즉결 처형되어 강물에 던졌 

47) 타이머의 지적대로 〈청동기사〉와 〈시인>은 유사한 부분을 많이 지닌다. 각각 가 
장 가난한 자이고 가장 비천한 자라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세상으로부터 낯설어 

지는 부분에서 그리고 텍스트 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Theimer, 같은 글，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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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란가담자들의 시신이 이듬해 봄 강변에서 발견된 역사적 상황과 연결되 

어， 극적인 삶의 예술적 승화가 되기도 한다쩌) 

뾰뜨르 대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했지만， 그런 아담이 볼 수 있는 첫 

세상이라는 것은 오직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수많 

은 시체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뾰뜨르의 창조물 빼쩨르부르그는 스스로 악 

의 상징이 되었을 뿐더러，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창조자 자신도 괴물로 바꾸 

어버렸다. 그는 위대한 창조자였지만， 자연과 신의 섭리에 대한 도전의 죄과 

로 다른 인간의 창조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악몽이 되고 만다 반면에 예브 

게니는 예술창작이 단순한 진실과 진리의 묘사나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한 미학적 변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심한 묘사로 이루어진 기계적 작품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재료로 해서 스스로 비극적 창조물이 된 창조적 변형을 실현한 것이 

다. 청동기사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경화된 창작물의 사체라고 한다면， 예브게 

니는 무생물(청동기마상)에 삶을 불어넣은 창조적 생명력이었다 그의 시체에 

서는 영혼의 평화로운 해탈이 느껴진다. 그리고 작가 뿌쉬낀은 두 주인공틀을 

각각 삶의 텍스트와 예술의 텍스트 사이에서 경계이동과 창조적 번역을 이루 

어낸 진정한 창조자로 위치하게 된다 

3. 결론 

타이머는 뿌쉬낀이 장시 〈뿔따바>에서도 화려한 역사적 조명을 받은 뾰뜨 

르를 노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뿔따바>에서 우끄라이나의 눈먼 음유시 

인은 다름 아닌 마제빠를 비롯한 패배자들과 불운한 마리야의 운명을 노래했 

다 49) 하지만 뾰뜨르를 찬양한 다른 궁정작가들의 작품은 잊혀졌고， 역사의 

패배자들을 노래한 뿌쉬낀의 예술은 기억되고 살아남았다.<가브릴리아다 ra
BJlHJJHa.lla)에서도 기독교 세계의 승리자 하느님은 어눌한 말솜씨로 동정녀 마 

리야를 사로잡는 데 실패하지만， 오히려 사탄은 자신이 궁정 역사가(np때BOpHhIH 

HCTOpHK)도 예언자(npopOK)도 아니라고 선언한 후， 공식적 성경에 대해 예술적 

48) Gutsche, 같은 책， p. 39. 

49) Theimer, 같은 글， p. 34 



〈청동기사〉 주인공들의 대립 양상 연구 147 

반란에 가까운 창조적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마리야의 마음까지 빼앗는 것으 

로 나타난다.50) <정동기사>에서도 뾰뜨르의 이상이 좌절되고， 예브게니도 희 

생되지만， 이들을 노래한 작가의 작품은 성공적인 것이 되었다. 바로 작가 뿌 

쉬낀이 궁정 역사가처럼 노래하지도 않고， 예언자처럼 진부한 전언을 강조하 

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 창조자들의 비극을 예술로 완성시킨 자는 

바로 또 다른 창조자 뿌쉬낀인 셈이다.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의 일탈이나 현 

실과 허구를 오가는 메타적 유희와 개입은 빼쩨르부르그 중편 (nOBeCTb)라는 

장르 규정답게 『예브게니 오네긴』이나 다른 장시들에 비해 거의 보이지 않지 

만51) ， 작가 뿌쉬낀이야말로 작품 외부에서 반란과 좌절， 죽음과 광기로 점철 

된 두 인물의 대결을 극적인 순간과 결말을 지닌 비극으로 만들어 낸 창조자 

이자 승리자인 것이다. 

50) 실제로 뿌쉬낀은 니꼴라이 황제 밑에서 시종보 직위의 궁정 역사가로 일했던 적이 
있다 그의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는 무척 치욕스러워했었다고 한다 Mepe
l!<I< OBC I<때， 같은 책， c. 14 

50 물론 장르 규정상 「까프까즈의 포로』도 장시 n03Ma가 아년 중편 nOBeCTb에 속한 
다. 그러나 칸의 지적처럼 〈청동기사〉야말로 시와 소설에 대한 장르 규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drew, 같은 책， p. 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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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O .. e 

npOTHBonORO*HOCTb Ne~ ~B~ repO~NH B <Me~ON BCa~HKe> 

63 K, l(JcYH - XH 

<MeIlHbI꺼 BCaIlHHI<) Jl BJUleTOI nOCJJellHHM “3 BeJJHI< HX npOH3BelleHH꺼 nyIllI<HHa. 

06W-lH0 rOBOp꺼T ， ~TO TeMa 3TOH n03M~-Be~HaJl npoTHBOnOJJO~HOCTb IlByX repOeB , 

IlByX Ha~aJJ -- nëTpa BeJJHI<OrO H EBreHI쩌. KOJJOMeHC I<HH ~HHOBHH I< EBreH씨 npell

CTaBJJJl eT c060꺼 Ha~aJJO HHIlHBHllyaJJbHOCTH , a nëTp I< OJJJJe I< THBHy~ HCTOpH~eC I<y~ 

BOJJ~. Ho OIlHa H3 06eHX CTOpOH He Mo~eT npeTeHIlOBaTb Ha CBO~ npaBoTy, no

CI< OJJb I< y HX npeTeH3HH 0，마lH a I<OBO cnpaBellJJHBble. npH 3TOM 3TO npoH3BelleHHe 

MO~HO TOJJ I<OBaTb He TOJJb I< O C nOJJHTH~eC I< O니 TO~ I< H 3peHHJI , HO H C peJJHrH03HOH

CHMBOJJH~eC I< OH. 

TaI<, CHMBOJJHCT Mepe~I<OBC I<HH HaIllëJJ B 06pa3e neTpa HaH60JJee nOJJHOe BOnJJO

삐eHHe repOH3Ma 1l0XpHCTHaHC I<OrO Jl 3bI~eCTBa ， a B EBreHμH HOBμH MHCTHL\H3M I< a I< 

。Tpe~eHHe OT CBoero ‘g ’. OIlHa I<O B H306pa~eH짜I neTpa Ha6JJ~llaeTCJI xpHCTHaH

C I< H꺼 XapaI< Tep H XapaI< Tep EBreHHJI He cB060lleH OT nOIllJJOCTH H Jl 3bI~eCTBa. 

nyIllI< HH HCnOJJb30BaJJ peJJHrH03Hble Ha~aJJa He IlJJJI npoTHBOnOJJOCTaBJJeHH 쩌 IlByX 

repoeB, a IlJJJI I<OMn03HL\HH npOH3BelleHHJI. 

B 3a I<JJ~~eH싸! llaHHaJl CTaTbJl yTBep~llaeT ~TO ， 06a repoJl 06JJalla~T Ba~HbIM 

CB。낀CTBOM B I< a~eCTBe TBOpL\ a. OHH Jl BJJJI~TCJI CXOIlHbIMH no 3TOMy npH3Ha I< y re

pO JlMκ nëTp 6bIJJ BeJJHI이1M TBOpL\ eM, HO nOTepJlJJ ~H3HeTBOp~eC I<y~ CHJJy, H CTaJJ 

XYllo~eCTBeHHbIM TBOpeHHeM. EBreHH꺼 To~e n03T(TBOpeL\, HO He TBOpJl UU써) CTaJJ 

To~e JJHTepaTypHbIM JJHL\OM. Ho y Hero COXpaHJl eTCJI TBOp~eC I< aJl CHJJa. A HMeHH。

B 3TOM COCTOHT pa3HHL\a Me~IlY IlByMJI repO J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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