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흐찜과 ‘서정적 수지’
이장욱

1.

바흐팬과 장르: 시학과 산문학

바흐씬 (M. 5aXT IiH) 의

이

이론 체계는 에머슨 (C. Emerson) 과 모슨 (G. Morson)

이름 붙였듯이 ‘산문학’ (prosaics) 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1) 이 ‘산문학’이라

는 명명은， 무엇보다도 ‘시학’ (poetics) 이라는 명칭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주의

적 방법론의 반대항으로서의 입지를 명료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시
와 산문이라는 대비적 장르 가운데 근대 소설에 대해 배타적인 가치를 부여
하는 바흐씬의 입지를 간결히 설명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바호씬의 미학은 소
설 장르에서 최고도로 발현될 가능성을 얻는다. 그래서 바흐젠에게 시어는 소
설

언어의

대화적

가능성을 설명하기

「소설 속의 말 (CJlOBO

B

B 60 Jl bWHHCTBe 1103TH 1.!e CKHX
CKa3a JlH,

BHyTpeH lIlI

。 Ha

BXO마lT

He

B

위한 반대항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pOMaHe)J 에서 그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j(

aHpOB (B y3KOM CMblC Jl e CJl OBa) , KaK Mbl y )j( e

llHa Jl OrH 1{ HOCTb CJl OBa
<3CTeTH1{ eCKI써

110raWaeTC lI

B 1103TH 1{ eCKOM CJl OBe.

CTaHOBHTC 쩌

。 llHHM

H3

XYllO )j( eCTBeHHO

06beKT)
B pOMaHe

CYmeCTBeHHe 뻐 WHX

He

HC110 Jl b3yeTc 쩌，

l1 pOH3BelleHH lI,
)j(

e BHyTpeHH lIlI

MOMeHTOB

OHa

yC JlOBH。

llHaJlOrl써 HOCTb

l1 p03aH 1{ eCKOrO

CTH Jl ll

H

11011BepraeTClI 311eCb C l1 eUH~H 1{ eCK 。μ xYllO )j( eCTBeHHOη o6pa6oTKe

이미

우리가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시

장르(말의 좁은 의미에서)에서， 말

의 내적 대화성은 예술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품의 ‘미학적 대상’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시적인 말 속에서 조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이

내적

대화성은 산문적 문체의

가장 본칠적인 계기 중의 하나가

되고 여기서 특수한 예술적 정련을 받는다 2)

*

연세대학교 연구원

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

2)

S. Morson

&

C.

Emerson (1 990)

Mikhail Bakh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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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씬이

「소설 속의

위해서는 몇 가지

말」에서

시에

전제가 펼요하다

대해

보였던

하나는， 이미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이 글 안에

명시되어

있듯

이， 바흐젠이 말하는 ‘시적인 말’이나 ‘시어’가 ‘좁은 의미의 시 장르’에 쓰이는
말， 즉 ‘순수한 서정시’의

언어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의 시어는 ‘좁은 의미의 시어’라는 추상화된 설정에서 어느 정도는 일탈
된 상태이며， 그 일탈과 오염에 의해 시어는 언어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대화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전제는 이 첫 번째 전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흐젠이 자신의 미학
적

맥락에

적절한 분석

텍스트를 제공했던 소설에

대해 배타적인 애정을 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장르 구분에 대한 바흐씬의 엄격함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40 년대

이후 바흐씬은 시와 소설의

구분윤 통한

‘소설성’의 정립이라는 초기의 미학적 과제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이 구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식 과제 증의 하나는
산문과 시라는 가위의

양날을 서로 접근시키고 둘 사이의

시나친 분리를 폐

기하는 것이다 "3)

시와 소설의

대비를 통해 ‘소설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30년대의

작엽과 달

리， 바흐젠은 이제 그 개념적 변별성을 넘어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0 년
대 중반의 글인 「소설 속의
추상화된 두 개의

‘극점’에

말」은 요컨대 ‘시적인 것’과 ‘소섣적인
대한 논의인

것이며， 실제의

것’이라는

텍스트에서

‘사적인

것’과 ‘소설적인 것’의 교차와 혼재는 펼연적이다. 바흐젠이 마야꼬프스끼 (B. B.
MaJ'l KOBCKHJ1)에 대한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점이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바호씬의 미학적 논의랄 기반으로 시
의미와 입지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 글은 시

장르의

장르와 시어에

대한

바흐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그 이론의 내부로부터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

성을 도출하고자 하논 작업이다. 초기

저작의 관점을 삼피고 마야꼬프스끼에

대한 수고를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르로 국한된 바흐젠론을 특히 현대시의

이를 바탕으로 우리쓴 소섣 장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블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색할 앞으보의 구처l 식 작업에
3) “ OllHa

Sa:l<HeμWHX

H3

n033HH

’

HCTOpH4eCKHX

yHH4TO :l< HTb

“Ha6poCKH
BHTe6cK , C.

K C Ta Tbe 0

126

CJl HWKOM
B.

B.

3alla4

pe3KHH

MallKOBCKOM

TaKHX
pa3phIB

,"

3nOX-CllBHHYTb
Me :l< llY

1Il1aJJOr,

HHMH.

KapHaBaJJ

,

‘

HO :l<H 뻐hl
M

np03hl

XpOHOTOIT

,

No.

H

995l
2, 11 ,

5axTH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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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용어가 되는 것은 ‘서정적 수치

(JmpWleC I< 1써 CTbIn)‘ 4) 라는 바흐젠 적 표 현 이 다.

2.

바흐땐과 시: 초기 저작의 경우

바흐젠의

전체 저작 가운데 ‘좁은 의미의 시’， 혹은 서정시를 구체적으로 예

시하고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정시

장르나

‘서정성’의 특성에 대한 일반론적 언급은 소설 장트와 대비되어 자주 발견된
다

이 경우 서사시와 서정적 희곡 등 시어의 특성에 기원을 두고 있는 텍스

트들이 사례로 선택되는데， 이러한 패턴은 「행동 철학에 대하여 "(K 뼈J10COiþHH
nOCTyn I< a)J 5 ) 에서 라블레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다.
「행동 철학」은 주지하다시피
이다. 이

글에는미학적

바흐씬의

활동에서의

미학 이론에서

출발점을 이루는 달

저자와 주인공 (ABTOp μ repOH B 3CTe-

TW!eC I< OH .lleRTe Jl bHOCTH) J 6) 에서

도스또예프스끼론과 라블레론에

저작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망라되어

를 규정하는 주요 대립항들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íJ 바흐젠의

고

있다. 그것은 칸트적

M, 5axTHH(1979)

대

대립， 주판성파 객관성의

이 둘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철학적 대안을 모색하
윤리학의

는 행동’8) 에 의해 가능하다

4)

사유

있다행동 철학」븐 삶과 문화의

립을 유일성 (e띠 HCTBeHHOCTb) 과 통일성 (e띠 HCTBO) 의
대립으로 확장시키면서

이르는 주요

“ ABTOp

표현을 연상시키는 ‘개인적이며

책임성

이는 삶의 유일성을 통해 문화적 ‘통일성’의

H repOH

B 3CTeTHyeCKOH

CJlOBeCHOro TBOP' /e CTBJ , M,: I1 CKyCCTBO , C, 149

t\ e !l Te Jl bHOCTH ,"

이 표현의 함의에

있

가능

3CTeTHKJ

대해서는 이 단의

4장에서 자서l 히 다루게 된다

5)

이하 「행동 철학」으로 약칭，

6) 이하 「저자와 주인공」으로 약칭
7) 가령 ‘경계이월성’ (TpaHcrpet\HeHTHOCTb) 이나

‘존재-사건’ (6bITHe-co6b1THe) ，

‘소여성’

(t\ aHHOCTb) , ‘구성 체’ (apXHTeKTOHHK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브레이낀은 바흐씬이 “행동철학”에서 강조하는 이라한 ‘주관주의석’ 견해가 인식론
이나 미학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윤리학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
인다， 0 , 5pe 싸<H H (1 995) "φHJlOC 。빼꺼

nocTynKa M,5aXTHHa H np06 J1 eMa AGcO Jl IOTa ," 8ax

THHO지orμJl: ηccπel10BaHJlJl rrepeBOl1bl rry6JlJl KJUHJl, cn6 ,; AJle TeH !I, C, 221 참조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지만， 이는 바흐씬의 문제 의식이 미학파 윤리학
문학과 신학의

긴장 및 갈등 관계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별도의

.-1 리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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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탐색하는 바흐씬의 전체적 논지에 주요한 기반을 이루게 된다. 그 과정
에서 ‘미학적 시야 (3CTeTHQeCKOe BH~eHHe) ’ 분석의 사례로 인용되는 것이 뿌쉬
낀 (A. nYWKHH) 의 ‘서 정 적 희 곡’ r 이 별 (pa3nyKa)J 이 다.

~

6eperoB OTQH3HN nanbHOß

TN nOKHnana Kpaß

Qy~Oß

먼 고국의 해안을 위해
너는 낯선 땅을 버렸네 .9)

이 시를 통해 바흐젠은 미학적

체험의 내부에 존재하는 서정적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시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타자성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지
를 도출해

낸다. ‘고국’과 ‘낯선 땅’이라는 어휘에는 ‘너’(여주인공)의

시선이

틈입해 있지만， 이 어휘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서정적 주인공으로서의 화자

(남주인공)의 시선이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는데， 이러
한 사례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MapKCH3M H ~HnOCO빼~ ~3bIKa) .!I에서

유형화되어 미시적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를 염두에 둘 때
이 시의 분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학적 체험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선에 대해 ‘시야의

잉여’ (H36bITOK BH.IleHH~) 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

학적 처l 혐의 외부에 존재하는 저자-예술가 (aBTop-XY.IlO*HHK) 의 시선이다 10) 요

컨대 이 문장에는 최소한 세 개의 이질적 콘텍스트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바흐씬은 ‘미학적’ (3CTeTHQeCKHH) 이라는 형용어를 저자-예술가의 콘텍스

트에만 부여함으로써， ‘미학’이 가능한 지점을 명백히하고 있다.
저자-예술가가 지니는 이 ‘외재성’ (BHeHaxo띠MOCTb) 은 이후 「저자와 주인공」

에서 ‘미학적’ 현상을 판별하는 핵심적 패러다입을 이루게 된다. 바흐씬은 여
9) M. BaxTHH(1994) "K 빼noco매HH nocTynKa ," Dl1 XTHH M.M. P1160 Thl

1920-x

ro.aOB, KHeB. C.

61

10) 여기서 바흐젠은 서정적 주인공을 ‘객관화된 저자 (o6beKTHBHpOBaHH뼈 aBTOp)’나 ‘저
자-주인공 (aBTop-repoß)' 이라는 용어들과 혼용하고 있다. 이 두 용어에는 화자-주

인공과 저자-예술가의 구분이 내포되어 있지만도스또예프스끼 시학의 제문제』
이후의 저작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바흐젠의 저자 개념과 관련된 자
세한 논의는

O. KopMaH (1 992) "liT orH H nepCneKTH 뻐 H3yqeHH.lI npo6new aBTopa ,"

H36p l1 HHUe Tpy4bl no TeopHH H HCTOpHH JIHTep l1 Typhl, lf~eBCK: YnMYPCKHß roc. YHHB. , C

C. 59-67 이 나 O. KopMaH ,

"0 l..l enOCTHOCTH nHTepaTypHoro npOH3Be.lIeHH.lI," 같은 책，

CC. 119-12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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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저자의 외재성 상실의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경우들은

모두 미학적 객관화의 계기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11) 이 지점에
서 「행동 철학」에서 인용된 시는 「저자와 주인공」의 논리적 맥락과 일치한다
이것은 「행동 철학」에 언급되고 있는 뿌쉬낀의 「이별」이 ‘서정적

말’의

일종

이 아니라 타자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의 일례로서 언급되었다는 점
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니까 위에

인용한 시 구문은

‘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

화적 ‘말’의 한 사례로 거론되면서 화자-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외재성을 일종
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서정시에
의미적

대한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 곳은 「저자와 주인공」에서 ‘주인공의

전체’에 관한 장이다. 여기서 바흐젠은 ‘서정적인 주인공과 저자’의 특

성을 따로 분류하여 고찰하는데， 그가 서정적 화자를 시인과 동일시하거나 시
인의 단순한 자기 투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언급되어야 한다

B

11 311eCb repoμ H aBTOp ÔJUl 3KH

,

paCnOpJl:l<eH싸1

HOC 쩌 T

J1 HpH 'I eCKa Jl

aBTOpa

φopMa

H

OHH

OllHaKO TpaHCrpellHeHTblX MOMeHTOB ÔO Jl bWe
ôO Jl ee

cyll(ecTBeHHμii

xapaKTep.

npHHOCHTC Jl H3BHe H Bblpa :l< aeT He OTHOWeHHe nepe:l< HBa~lI(eii

llyWH K ceôe caMoii , HO ueHHOCTHOe OTHOWeHHe K Heii llpyroro KaK
3TO

lle Jl aeT

n03HUH~

’

npHHUHnHa Jl bHOf

C..l

ueHHOCTHOii

BHeHaXOllHMOCTH

aBTOpa

TaKOBOrO
B

J1 HpHKe

H ueHHOCTHO Hanp Jl:l< eHHOii; OH 1l0 Jl:l< eH HCnO Jl b30BaTb llo KOHua

CBO~ npHBHJl er에o ÔblTb BHe repO Jl.

여기서도(서정시에서도-인용자)

주인공과

저자는

가깝지만，

경계이월적

계기는 저자의 관할에 더 크게 주어지고， 이 경계이월적 계기들이 더 본짐적

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 서정적

형식은 바깜에서 이입되는 것이며， 이

서정적 형식은 체험하는 영혼이 맺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계가 아니라， 처l 험

하는 영혼에 대한 타자 자체의 가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

적이며 가치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서정시에서 저자의 가지적 외재성의 엽지
룹 이루는 것이다

저자는 주인공의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자선의 권리블 끝

까지 이 용해 야 한다‘ 12)

여기서 서정시의 ‘주인공’이란 서정적 묘사나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

체인 서정적 자아， 즉 시의 화자를 의미한다. 요컨대， 서정시에서도 저자와 주
인공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된다. 바흐젠은 서정시의 일인칭 화자를 시

11)
12)

M. 5axTHH (l 979) "ABTOp H repoii B 3CTeTH 'I eCKOii lle Jl Te Jl bHOCTH ," cc.

같은 잭，

cc.

145-146

18-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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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저자와 주인공」

전체의 논리적

맥락을 그대로

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시의 저자는 서정적 화자의 외부에 존재함

으로써 가능한 미학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저자의 외재성
을 중요한 범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미학적 가능성의 기점을 마련하논 초

기 저작 전반의

맥락과 일치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저자와 주인공익 역

학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미학적 가능성을 분석하는 그의 이론 전
반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흐젠이 서정시 장르에서 더욱 강조하
는 것은 저자의 외재성이 지니는 미학적 가능성의 ‘한계’이다

Ho TeM He MeHee 6nH30CTb repo~ H aBTOpa B nHpHKe He MeHee O~eBHnHa

~eM

B

KaK

6bI

ero ,

6HOrpaiþHH ,

repo lO

rrO~TH He~erO rrpOTHBOC Ta BHTb aBTopy;

BCerO

HaCKB03b , OCTaBn~~

ero

rrOue Hl.lHanbHy lO

TOnbKO

repoeM

CnHWKOM

rrOnHa~ ，

~yBcTByeTc~

BHyTpeHHee
rrpopa60TaHO

~HCTO

B

repoe

HM ,

KOTOpble

。 TCyTCTBylO T

B

KaK

nO~TH
MOr기H

iþOpMa

npyrocTκ

rrpOTHBOCTO~HH~

Bce

CrrnOWb

rrpenMeTHble

,

OTC lOna

TaK

3a

(e띠 e

rroBepHyTo

Hapy ll< y ,

MOMeHTbI

B

3CTeTH~eCKOrO

nOCTHraeTC~

aBTOp

rny6HHe

aBTOpa

Han

rrOnHee

3Ta

KOTOpOH

B03MO ll< HOrO

CMblCnOBble

nerKO

CaMOÎÍ

no6ena

06eCCHneH

6 b1 yrropcTBOBaTb rrOnHOTe

nHpHKe ,

repo~ ， ero paBeHCTBO

6 b1

BCe

COBepweHHO

~HCTa~

lI< H3HeHHOrO

B HeM , B

CaMOCTO~HH~ ，

B03MO ll< HOCTb

repo꺼

B MY3 b1 Ke- 3T O rrO~TH

rro6ena

repo~ ，

(...)

rrpOHHKaeT

rrO~TH

repo~) ，

K

He
Bce

aBTOpy ,

H

rrepe >I< HBaHHH
3aBepllieHH~ ，

CaMOCOBnaneHHe

ce6e CaMOMY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에서 주인공과 저자의 묘친성은 자서 전
에서보다도

명백하다

(...) (서정시의) 주인공에게는 거의 아푸것도 서자에

대립되지 않는다 저자는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이， 주인공 내
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로지

자렵성의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넘낀다

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승리는 지나치게 완벽하고， 주인공은 완전히 무벽화된

다(이 승리는 음악에서 더 완전하다~음악은 거의 순수한 타자성의 형식이다.
이 타자성에 대해 가능한 주인공의 순수한 삶의 대립은 거의 느낄 수 없다)，
주인공 안의 모든 내적인 것은 마치 완전히 안팎이 뒤집혀진 듯， 저자에 대
해， 그리고 그에 의해 투과된다 미학적 완결성의 완수에 기반이 될 수도 있
는， 주인공의 체험 속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대상적이며 의띠적인 제가같븐，
서정시에서는 결여되고， 여기에서 주인공의 자기 일치， 자가

자선에 대한 ]

의 동등함이 쉽게 성취된다 13)

서정시의

주인공은 미학적인 완결성을 부여받지

13) 같은 책， c , 146

못하는데， 그것은 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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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전히

143

저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나아가 ‘대상적이며 의미적인 계기뜰’을 온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상적이며

의미적인

계기들’은 주인공의

세계에 대해 경계이월적 외부에 존재하는 저자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 그랴

나 서정시의

저자논 「저자와 주인공」의

전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시간석，

공간적， 의미론적 ‘경계’를 주인공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해 ‘자럽성의

잠재적 가능성’만을 지난 채

저자에

주인공은 저자에

대

의해 지비}된다 이 ‘잠재적

가능성’은 저자에 대해 독립적인 소설 주인공들에게서는 최대한으로 발현되는

것이지만， 서정시 속에서는 ‘잠재적’인 것으로만 남아 억압된다. 서정시의
자는 ‘타자의

목소리’(서정적 주인공의

목소리) 속에서

지극히

저

감정적인 시선

으로 내부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서정시-이것은 감정적인 눈에 의해，

그리고 타자의

감정적인 목소리 속에서

내부로부터 자신을 보고 듣는 것이

다 "14)

서정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외재성 상설， 즉 주인

공에 대한 가치 평가적 지점 상실의 사례가 된다. 이는 바흐젠이 저자의 외재

성 상설의 세 가지 경우로 들고 있는 사례 가운데 두 번째 경우에 속하며‘ 특
히 자서전적

주인공， 나아가 낭만주의의 주인공과 유사하다. 낭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정시에서

저자와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일성

안에서

결합한다; “서정시에서는 두 개의 단일성이 없으며 오직 하나의 단일성만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와 주인공의
그래서

서정시의

며， 이에

주인공에게는 미학적

따라 서정시의

(KOHe 1.l HOCTb)161 의

원은 결합되고
객관화의

저자는 세계 안의

인간이

그 중심은 일치된다 "151

계기가 갤여될 수밖에

없으

지닐 수밖에 없까 ‘한성성’

명료한 감각을 주인공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

에서 서정시는 낭만주의와 공통 분모플 지니게 되는 것이어서， 낭만주의가 서

정적 형식을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낭만주의의 자아란 곧

이러한 구체적 ‘한정성’의 상실， 혹은 ‘초월’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4)

보았을 때 바흐씬이

“끼 HpHKa-3TO

BHlleHHe

H

CJJblWaHHe

3MOUHOHaJJbHOM rOJJOCe IlPyroro.":

15)

“ Mo*eT

말하는 ‘좁은 의미의
CeÔ >I

같은 책 ,

H3HyTpμ
c.

시어’란 궁극적으로

3MOUHOHaJJbHblMH

rJJa3aMH

H

B

148

nOKa3aTbC >I, 니 TO B JJHpHKe HeT Il Byx e IlHHCTB , a TOJJbKO OIl HO e IlHHCTBO; Kpyr

, H ueHTpbl HX COBnaJJH.": 같은 책， C‘ 146
16) 같은 책， c. 148 여기서 ‘한정성’은 존재의 구체적 유일성을 규정하는 시공간적 지
H aBTopa H repO >I CJJHJJHCb

표이다. ‘존재의 비알리바이’ (He-aJJHÔH
은 맥락에 있다

B

ÔμTHH) 같은 비유적 표현도 이 개념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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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시대의 서정시에 가장 합당한 용어인 셈이다

뒤에 다시

살피겠지

만， 이 점은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낭만주의와 서정시에 대한 바흐씬의

비판적

속적으로 나타난다. 도스또예프스끼 및 괴테(J.

인식은 이후의 저작에서도 지

W.

Goethe) 의 저작에 대한 분

석에서 30 년대 말의 소설론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세는 유지된다. 시 장르
에

대한 바흐씬의

본격적인 논의로는 30년대

말에서 40 년대 초에 쓰여진 마

야꼬프스끼론을 들 수 있다.

바흐면과 마야꼬프스끼: 현대성

3.

바흐젠은 마야꼬프스끼의

광장， 그리고 몸의 언어

시를 통해 부분적으로 현대시에

행시킨다. 바흐씬은 마야꼬프스끼의

작품들을 미래주의적

대한 논의를 진

언어관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ll ]Ul

K Jl aCCIIKOB

J1 eKCH4eCKoìí

cymeCTBY ,

J1eKCII4eCKa $l

411CTOT bI
TO :l< e

He

B

np03e

MHtþOJlOr 싸leCK 싸1.

OTMeHIIJl H

nOllBepr Jl H

CTH Jl IICTH4eCKH OllHopolleH.

411CTOTa

꺼 3blK

J1 Hmb

6bl Jl a

He06xOll lI Ma.

CHMBO Jl HCTbl , no

HaTypa Jl HCTbl.

CMemeHHIO ‘

TaK ,

npHHl띠 n

$I

3blK

Co 끼。 ry6a

OH J1 Hmb C04eTa Jl lI Ba n Jl aCTa-MollepHH30BaHHbIll H

BnepBble HapymH Jl H J1 eKcH4ecKylO 4HCTOTy φyTypHC TbI ‘ 1IJ1$1 HHX

Bce CJl OBa xopomH

고전전 작가뜰에게 어휘적 순수함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어휘의 순수함이

라는 원칙은 자연주의자들만이 산문 속에서 거부했을 뿐이다

상징주의자들

또한 본질적으로 언어에 혼합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구프의 언어
는 스타일로 볼 때 단성적이다

그는 다만 현대화된 것과 신화적인 것의 두

층위릎 결합시켰다. 이 어휘적 순수함을 처음으로 깨뜨린 것은 미래주의자들
이다. 그들에겐 모든 언어가 다 허용되었다17)

17)

M.

5aXTHH

BHTe6cK , c.

(1 995)

"Jl eKl1f쩌 o Ma $l KOBCKOM ," lJHa J10r, KapHaBa지， XpOHOroIT , No.

2, 11 ,

111 다른 글에서 바흐씬은 솔로구프의 언어룹 고전적 작가들과 훨씬

더 명료하게 구분짓고 있다‘ “솔로구프의 언어는 고전적 작가들과 확실하게 차이
가 있다

그의 언어는 하나의 층위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현대성의 시 적 콘텍스트

속에서 태어난 언어들을 민중의 숲에서 발원한 언어들과 결합시킨다" H.
KOBa ,

"KoMMeHTap깨

이는 솔로구프의

<J1 eKUHeìí

0

Ma $l KOBcKOM> ,"

같은

책 , cc. 116-117 에 서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혼재’ (CMeCb) 를 강조하는 것이다

A. naHb-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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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어성 (pa3Hope째 e) 과 관련된 문체 차원의 논의로 「소설 속의

말」에

나타난 논지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시어가 근본적으로 단얼한 언어
(e띠HbI까 ~3bIK) 라는 판단은 위 인용문에서 문체 차원의 단성 적 (OLlHOpO LlH뻐) 스

타일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나타난다. 바흐젠은 미래주의 시학을 언어적 단일
성의 파괴 및 확장을 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주의자 가운데서도 특히

마야꼬프스끼가 바흐씬에게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18)

바흐씬의

마야꼬프스끼론이 가장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40 년대 초

의 저 작으로 추정 되 는 「마야꼬프스끼 에 관한 논문 초고 (Ha6poCKH K CTaTbe 0

B. B. Ma~KOBCKOM) J 이다. 바흐씬의 많은 텍스트가 그렇듯이 이 저작 역시 출판
된 완성본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메모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내용이나 용어 사용 등이

있다 19) 그러나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초기

저작을

포함한 바흐씬의 사유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텍스트의

외형적 문제점을 상쇄한다.
이 글에서

마야꼬프스끼에 대한 바흐젠의

논리적 맥락은 「저자와 주인공」

의 패러다임과논 다른 각도를 취한다 마야꼬프스끼의 시에 대한 바흐젠의 평
가는 저자와 주인공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미학적 처1 험의 외부에 존

재하는 저자-예술가와 미학적 체험의 내부에 존재하는 서정적 화자→주인공의
미학적 거리는 논의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저작의 ‘미학’ 개념， 즉 화자
-주인공에 대해 완결성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저자의 ‘외 재성’과 이 외 재성

에 의해 부여되는 ‘형식’이라는 관점은 카니발리즘의 코드에 자리를 내준다
먼저 바흐씬이 마야꼬프스끼의 시에 접근하는 최초의 통로로 삼는 것은 어
조이다. 여기서 어조는 ‘언어들 가운데서의 선택’으로 소설의 문체론에 해당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의 선택(거리). 어조의 문제(모든 어조라는 것은 허

위이며 불가능하다). 새로운 진지함， 새로운 파토스， 그리고 장대함의 문제. 사

18) 그러나 바흐씬의 관점은 미래주의 구성원 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움’
으로 대표되는 흘레브니꼬프 (6. XJle6HHKoB) 의

의

언어’를

(975)

창조하려는

의지의

"C Jl OBO B pOMaHe ," CC.

산물로서

1oo- 1Ol.

언어

실험은 바흐씬에 게 ‘특별한 시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M

5axTHH ,

바흐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대성’에 기

반한 마야꼬프스끼의 시어와는 맥락을 달리 하는 것이다

19) 사실 r 행동 철학」을 비롯하여 「저자와 주인공」 등 「언어예숲 미학』의 대부분의 날
들은 초고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저작들이 바흐젠이라는 ‘텍스트’의 핵섬

부분으로 인용， 해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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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문제

"20)

어조의

선택은 곧 다어성의

문제와 맞물린다. ‘모든 어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어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일인칭의
시적 어조가 세계의 수많은 어조들 가운데서 ‘선택’됨으로써 ‘새로운 파토스’
로 수렴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시의 단일

한 언어들은 어조와 문체 차원에서 통일되어
하는 것이 화자 주인공의

일인칭이다

이

있는데

이

통일성을 가능하게

일인칭은 화자가 대상을 ‘주관적으

로’2 1) 지배함으로써 단일한 문체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

다
마야꼬프스끼의 시에 나타나는 다어성은 ‘단일한 화자’의 ‘단일한 목소리’에

서 일탈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 (HOBbIH

Kpyro30p)

을 추구하는 마야꼬프스끼 의 시 적 방법 론에 의 해 가능하다. 특히 마야꼬프스
끼는 원큰법적 단일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재적인 시선’과 단절된， 복합적이며
다중적인 시선을 채택함으로써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럽한다: “대상들이

동시적인 시야의 지평 속에 결합될 수 있는 실재적인 시선과 결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껑) 여기서

‘설재적인

시선’ (peaJIbHblH Kpyro30p) 은 사물들을 하나

의 시선으로 결합함으로써 일인칭의 세계를 재현하는 기반이 된다. 그것은 이
른바 일점 원근법의 세계， 즉 하나의 소실점에 의해 구축되는 윈끈으1 위계짐
서에

외계의 사물들을 배치시키는 회화적

방법론을 연상시킨다. 입처l 파가 다

중적인 시션을 하나의 화면에 포괄했듯이， 마야꼬프스끼는 원근법적 일원성과

변별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채용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주 언급되는 마
야꼬프스끼와 회화적 업체파의 관련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3)

바흐젠의

맥락에서

이러한 어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모더니즘적인

‘언어 운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자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언어(들)의

20) “ Bbl60p

기반， 즉 구체적 흐로노또프 층위의 산물이기
Jl 3bl l< a(YJJllua) , np06JJeMa TOHa

때문이다 24) 마야꼬

(BCe TOH bI iþaJJb Ul IIBbl 11 HeB03MO )f( Hbl) , np06JJeMa

HOB。꺼 cepbe3HOCTII , HOBOrO naiþoca 11 MOHyMeHTaJJbHOCTκ np06JJeMa Be 띠II ， ":M ， 5aXTIIH ,

(1995)

"Ha6poc l<1I l< CTaTbe 0 B , B , Mall l< OBC l< OM ," c ,

124

,

21) 이 주관성의 낭만주의적 표현이 곧 ‘개성 (JJII4HOCTb) ，이라고 할 수 있다

22)
23)

같은 책， c ,

132

,

마야꼬프스끼와 업체파의 관련성에

대한 자세한 사행은 석영중 (1990) r 큐비즘， 미

래주의， 그리고 마야꼽스끼 J ， 한국노어노문학회노어 E二문학Jl， 제 3 권， 43-75쪽 등
을 잠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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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끼의 시가 보여주는 흐로노또프는 무엇보다도 ‘현대성’ (COBpeMeHHOCTb) 과
‘광장’(nJIO삐a，llb) 이라는 시공간적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야꼬프스끼의 시에서 기존의 미학적 틀에 대한 아방가르드적 저항은， 어

휘적 차원에서 지극히 ‘현대적인’ 어휘들의 도입으로 시작된다. 마야꼬프스끼
는 ‘시적인 것’으로 승인된 관례적인 어휘들이 아니라， 현대적인 사물들을 적
극적으로 시어로 채용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사물을 이미지로 변모시키는 것
(검이 아니라 권총， 태양이 아니라 전둥 )."25)

바흐젠이 시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실제로 우리는 마야꼬프스끼의 시 도처에서 이러한 특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 초기 시 한 편을 살펴 보자.

4HTaHTe *ene3HNe KHHrH!

f10 ,1l

때ne때Ty 30nOyeHOH 6yKBμ

none3yT KOnyeHNe CHr‘ R
H 30nOTOKYJlP~e 6poKB~

A eC nH

BeCenOCTb~ neCbe꺼

3aKp y* aT C03Be3 ,1lH.s! "MarrH"6~po nOXOpOHH~ npO~eCCHH

CBOH npOBe .1lY T CapKO~arH.

KOf .ll a

*e ,

XM}'P H nJIayeBeH ,

3araCHT 때 OHapHNe 3HaKH ,
Bnro6 n.s! HTeCb nO,1l He60M XapYeBeH
B ~a.s! HCOB~X yaHHHKOB MaKH!~)

24)

텍스트(혹은

언어)

자체에서

발원하는

서구의

문예학적

접근과

바흐씬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변별짓는 작업은 바흐젠의 주요 주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흐씬의

언어학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입지를

강조하면서 서구적 인 텍스트(혹은 언어) 지향성과 변별짓고 있는 사례로는 B. Jl.
MaX nH H (1

992) ’'HacneJlH e

M. Dl!X THH

‘

M. M. oaXTHHa B KOHTeKCTe 3anaJlH Oro nOCT IO ,1l epHH3Ma ,"

K l1 K iþHJlO COiþ , M.: HayKa , CC. 206-220 이 나，

‘매yroH ’ y oaXTHHa H l1eppH ,1la ,"

Dl1 XTHHCKHH

C60pHHK

il Ky~H，1l싸IY (1 990)

I,

M.:

f1poMeTeH ,

M.

"CMex KaK
CC.

83-107

등을 들 수 있다.

25) “f1peBpaTHTb

B o6pa3

3 J1 eKTpHYeCKa .s!
BCKOM ," c.

124.

He ,1l aBHO

J1 aMnOYKa) ,"

M.

C ，1le끼aHHy~ Be Dlb

(He

Mey , a

KonbT , He

oaXT뻐 (1995) "Ha6pocKH K CTaTbe 0

B.

COJlH~e ， a
B.

Ma .s!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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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언어들은 ‘현대적’이다. 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어휘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현재적 흐로노또프에 존재하는 사물과 대상들이 시로 도입된다.

나무가 아니라 간판이， 하늘의 별이 아니라 광고판의

별들이， 바다의 물고기

가 아니라 간판에 그려진 훈제 연어가， 들판의 꽃이 아니라 주전자에 그려진

양귀비가 묘사된다. 하늘의 별이 단일하고 보편적인 낭만적 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일종의 ‘시적 관례’이다. 이에 비해， ‘마기 회사 광고판의 별

들’은 그 보편성과 단일성의 대척점에 존재한다. 이 광고판의
의나 상징주의의

이상적

언어에서 분화하여

별들은 낭만주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세의

이

미지를 재현한다. 나아가 거리는 ‘강철로 된 책’이어서， 그의 시는 관념적이며
상징주의적인 ‘레얄리오라’ (realiora) 의 언어가 아니라 현대적인 거리의 풍경을
언어화한다. 이 때 현대의 ‘우울한’ 거리를 걷는 화자의 몸은 추상화된 고전적
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린 ‘현대적 몸’이다.

이 현대성은 곧 현재성인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현재성의 시적 수용은 시인
과 실재하는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접촉’은 바흐첸의 카니
발리즘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라블레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계의
‘친숙화’(!þ aM띠 b5l pH3aUIUI) 와
‘내부의

이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친숙화’에

리얼리티， 잠재성， 진실의 복합성’ 27) 에 근접할 수 있다.

‘접촉’은 한편으로 바흐젠적

다. 바흐젠의

봄은 삶의 유일성에

개념으로서의 ‘붐’ (TeJlO) 과 밀접하게

토대를 이루는 것이어서， 이

인간의 존재 (6bITHe) 는 사건 (co6bITHe) 으로 현존할 수 있다

씬적

의해서만이

존재론의

바탕이며， 궁극적으로 바흐씬적

대화성이

관련된

몸을 통해서

요컨대 ‘봄’은 바흐

설현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저작과 라블레론， 괴테론 등 후기의 저작은 그 관점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공히 삶의 유일성에 근거한 구체적 봄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
고 있다. 바흐씬의

몸은 추상화되고 폐쇄된 고전적

봄의 ‘관념’이

와 타자의 구성학 (apXHTeKTOHHKa) 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

아니라， 나

기반이 된다. 동

26) “강첼로 된 책을 읽을 것! / 도금한 달자의 플루트에 맞추어 / 훈제 연어들과 / 금
발의 무우가 기어간다 μ “마기” 회사 광고판의 별들은 / 개처럼 신나게 둡고 / 장
의사 사무실은 / 돌의 묘역을 이루고 있다. ν 우울하고 슬픈 자가 / 가로등의 기
호를 꺼버릴 때， / 선술집 하늘 아래서 / 도자기 주전자의 양귀비에 열중할 것!“
(r 간판에 게 (K BbJ BeCKaM)J 전문
B. Ma 5l KoBcKHìl (l 987) C06 CO I.{. B l lB yX TOMaX , T. 1,
M.: npaBlla , C. 46.
27) G. S. Morson &

c.

Emerson , p.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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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것은 개별성과 파편성으로 미만한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구체적인 입

구이기도 하다. 결코 순수한 추상의 세계로 환원될 수 없는 이 구체적이며 역
동적인

세계

속에서， 바흐젠이

명명한 ‘육체화’ (OTeJleCH때 aHHe)28) 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그로테스크한 봄’에 대한 바흐씬의 편애를 보여주는 라블레론의 세계는 마
야꼬프스끼론에도 적용된다. 마야꼬프스끼의 시들은 ‘사건’의 현장인 ‘몸’이 어
떻게 ‘나’와 ‘세계’의 서정적 경계를 해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마야

꼬프스끼의 시 속에서 ‘몸’은 세계의 현장성， 즉 현대 세계의 물리적 존재들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소통하는 장소/공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봄의

접촉을 통해 현현하는 현대성의

이미지탈은 모든 ‘경제’의

복으로 승화된다. 그것은 완결된 시간으로서의 ‘과거’를 해체하고

완결된 ‘나’의
대상의

경계를 해제한다. ‘나’라는 주체의

경계 확장/해체와 불가분의

경계

극

이플 통해

확장/해체는 한편으로

관련성을 지닌다. 통일된 주체의

대상의 경 계에 주목하는 반면에， 해체와 확장의 역동적 과정 속에

시선이

있는 마야

꼬프스끼적 ‘몸’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경계를 재편하거나 무화시킨다‘ 바흐젠
이

마야꼬프스끼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호함은， 대상들의

세잔에

대한 편애를 보이고 있는

세잔의 그림 속에서 관찬되논 경계의

낡은 경계와 단일한 사물의 완결성을 파괴함으로써

된다 : “세잔과 회화의 비대상

핵심적 문제로서

성취

대상들 사이의 낡은 경계의

파괴， 단일한 사물의 완결성의 파괴 "29) 이러한 진술은 옐플린(H. Wölfflin) 의

바로크 개념이 선택하고 있는 ‘선적 세계’와 ‘회화적 세계’의 대비를 연상시킨

다.30 ) 실제로 바흐젠은 벨플런의

이 개념쌍을 벌어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첼

학』의 주요한 논리적 맥락을 구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31)

28l

M. 5aXT 배 (995) "Ha6pocKH K CTa Tb e 0 B B Ma 5l KOBCKOM ," c. 129.

29) “ Ce3aHH H 6ecnpen~‘ eTHoe B :t<HBonHCH. Pa3pymeHHe CTapblX rpaH뻐 Me :t< ny npenMe TaMH , pa3py띠 eHHe 3aBep띠 eHHOCTH e따H때 HO 꺼 Be뻐 KaK

l.\ eHTpa Jl bHa51

np06 J1 eMa.": 갇은

잭， c. 134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비대상성’이란 초기 인상파 화가들의
회화적 방법론처럼 대상의 대상성 (npenMeTHOCTb) 을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의 ‘비대상성’은 사물과 사물의 관습적 경계에 대한 해체와 관련이

세잔

있으며， 이것이

바로 바흐씬이 세잔을 언급하는 이유이다.
30)
31)

H 빌플린 (2000) 1"미술사의 기초 개념~ , 박지형 옮김， 서울 시공사， 30-112 쪽 참조‘
M. 바흐씬 &V 볼로쉬노프(1 992)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송기한 옮김， 서울.
한겨러1， 164-170쪽 참조.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 바로크에 대한 바흐씬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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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재성의
것은 자연스럽다
공간이기

몽이 존재하는 공간이 ‘광장’， ‘거리’， ‘강당’으로 나타나는
이

공간들이야말로 현재성이

때문이다. 마야꼬프스끼의

가장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시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은 ‘현대성’이

라는 시간성의 필연적 귀결인 셈이다

마야꼬프스끼가 폐쇄성(I< OMHa THOCTb) 의

완결성을 넘어 광장과 거리의 ‘외침’(I< PH I<)에 도달하는 과정은 보편적 완결성
과 무시간적 단일성의 해체라는 관점에 의해 조명된다. 바흐젠이 「감상주의의
문x
저제1] (npo
얘6띠J1eMa ce하해Hπin
깨싸
Hn
써
M빠‘
‘대관박탈 '(ψpa3Be태H lI aHHe) 음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32) 그 소규모 자폐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왜냐 하면 자폐

적 소세계(I< OMHaTHa~ MHpI< a) 에서는 완결된 단일한 몸과 단일한 사물만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마야꼬프스끼는 이와 달리 광장과 강당으로 대변되는 공간 속에서의 ‘외침’
을 택한다. 그래서 마야꼬프스끼의 시가 즐겨 채용하는 고전주의 시 대의 송시

적 파토스는 ‘이중적 어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과거의 완결성이 아니라 현

재의 역동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광장’과 ‘거리’와 ‘강당’은 이 시간적 역
동성의 공간적 표현이다.
이렇게 바흐젠적

맥락에서 주제와 대상의 문제는 언제나 시공간적

전제로 논의된다행동 철학」의

구성학은 ‘나’와 ‘타자’의

시공간식

특성윤

독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저자와 주인공」의 관점은 시간적， 공간적， 의 11] 론적 패러
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바흐젠이 이후 소설사를 설명하는 데 중
요한 키

워드로 삼게

되는 흐로노또프나 카니발리즘의

코드

메타포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펼연적이다. 가령 괴테론에서
적으로 강조하는 ‘형성’ (CTaHOBJ1eHHe) 의

핵심인 ‘봄의

시공간의

바흐젠이

테마는 ‘나’와 세계의 시공간적

내재한 역동성의 산물이다 33) 여기서 괴테론의
꼬프스끼론의

속에

지속

접촉에

핵심을 구성하단 ‘형성’은 마야

혼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

두 논의는

시간적으로는 현대성에，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곳에 대한 구체적 천착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설명하는 설마리가 될 수 있다
32)

M 5aXTHH (1 996) "np06 J1 eMa ceHTHMeHTa J1 H3Ma ,"

Co 6.

CO 'l.

B

7

TOM <1 X

,

T.

,)‘

M.: Pycc

KHe CJ10BapH , C. 304
33) M. 5aXTHH (l 979) "POMaH BOCßH Ta HH lI H ero 3Ha맨 HHe B HCTOpHH pea J1 H3Ma ,"
Ka

CJlOBeCHOro TBOp 'l eCTBa

,

M.

HCKyCCTBO , CC. 188-236 참조

3CT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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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궁극적으로 ‘시의

산문화’라

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npe L\lll eCTBylO뻐 e 3nOXH n03 깨 3HpOBaJl H np03y (CHMBO Jl H3M).
np03aH3 a l1 H꺼

n033HH

J1 eKCHKO Jl OrHH

HCTopHeH

TO~KH

(C

ero CTHX neCTpHT

pOMaHa.

OTC lO aa

3peHH lI

Y MallKOBCKOrOn03TH~eCKOH

3 J1 eMeHTapHOH

"np03aH3MaMH"). OH pOMaHH3yeT ee. CB 1I 3b C

pO *，aaeTC 쩌

HOBall

Cne l1f때 HKa

n03TH 앤 CKOH

pe~H

(pHTMH~eCKHe OC06eHHOCTH , ae Jl eHHe Ha CTpOKH , HOBble p HlþMa H cTpOiþa H T ‘

n .l.
이전 시대는 산문을 시화했다(상징주의)

마야꼬프스끼는 시쓸 산문화한다

(기본적인 시적 어휘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시에는 산문주의가 섞여 었다.
그는 시룹 소설화한다， 소설사와의

관계. 여기서

새로운 시적

말의

특성이

나타난다(리듬의 독특함， 행 구분， 새로운 각운과 연 등)찌)

요컨대， 마야꼬프스끼의 시작 가치는 역설적으로 산문적 특성의

이입을 통

해 이루어지는 흔종 장르적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소설 속의 말」
에 나타나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낭만주의와 서정시에 대한 가치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성: ‘서정적 수치’의 양상

바흐젠의
있다

마야꼬프스끼론은

중세 소설에서

같은 맥락에서

대체로 카니발리즘 코드의

라블레론에

마야꼬프스끼의

적용이라고

이르는 카니발리즘 및 흐로노또프의
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송L
E즈

ζ二
1

코드가

그러나 바흐젠의

논

리 안에서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성은 카니발리즘 코드의 이전 단계에서도 발
견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저자와 화자-주인공， 화자←주인공고I ~l 의 말의 판
계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조명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r 저자와

주인공」의 논리적 맥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저자와 주인공」에서 바흐젠이 서정시의 ‘해체’에 관해서 언급하고

분은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프스끼에

34)

대한 바흐젠의

AλL

e

T

이 언급 속에서 우띠는 이후 마야꼬

편애와 카니발적

M. oaxTHH (1 995) "Ha6pocKH K CTa Tbe 0

이

B. B.

확장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MallKoBcKOM ," c.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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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바흐씬적 맥락에서 현대시의 미학적 특성을 설명할 가능성을 얻
게 되기 때문이다.

B03MO*Ha
ocnaõneHHeM
MeH~ ，

CBOeOõpa3Ha~

oCnaÕneHHeM

CBoeoõpa3Hb때

nHpH l/ eCKOll

$OpMa

aBTOpHTeTHOCTH
LlOBepH~

nHp H'.leCKH꺼

K

CTblLl

OTKpOBeHHOCTH

pa3nO*eHH~

BHyTpeHHell

B03MO*HO에

ceõ~ ，

재 pH l/ ecKHll

nHpHKH

l\ eHHOCTHOll

,

,

HpOHH~

BHe

OTC~Ll a

a

na$oca ,

nHpH l/ eCKOrO

BblBepT

Ll pyroro

xopa ,

nO !l!l ep*Ke

CTbl Ll

oõycnoBneHHa~

n03H l\ HH

CTbl!l

nHpH니 eCKHll

H

l\HHH3M)

서정시 해체의 독특한 형식이 가능하다. 그것은 내 바깥의 타자의 내적인
가치적 입지가 지니는 권위의 약화와， 합창의 가능한 지지에 대한 믿음의 약
화에 의해 조건지어지며， 여기에서 독특한 서정적 자기 수지， 서정적 파토스

의 수치， 서정적 열림의 수치가 나온다(서정적 전복， 아이라니와 서정적

냉

소주의) .3 5 )

서정시는 ‘내 바깥의 타자’， 즉 저자의 권위가 약화되는 동시에 ‘합창’의

뒷

받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서서히 ‘해체’된다. 주인공에 대해 미학적 완
결성을 부여하지 못하논 저자의 권위 약화와， 같은 맥락에서 외부로부터 이입
되는 ‘리듬’으로부터의

일탈이 해체의 조건이다.36 ) 여기서 ‘합창’의

권위

약화

란， 서정적 화자가 타자인 저자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올 의
미한다.

이

지점에서

‘목소리의

분열’ (CpbIBbI rOJIOca) 이

가능해진다. 서정시의

화자는 외면적으로 볼 때 고독해 보이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미학적
부여자로서의

저자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처l 험 외

부에

존재하는 형식

때문에’ 고독

하지

않다 .37) 그러므로 ‘목소리의 분열’은 바로 서정적 자아가 느끼는 고독의

35) M. 5ax 깨 H (l 979) "ABTOP H repoll B 3CTeTH l/ ecKoll ile~TenbHocTH ，" C. 149
36) 여기서 ‘합창’이란 ‘리듬’에 복종한 상태플 뜻한다 바흐젠에게 ‘리감’은 시석 운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부여하는 일종의 외부적 패던윤 의미한다
은 ‘탈출구’ (na3ellKa) 와는

반대로， 외부로부터

이입된

완결성의

계가단

그것

형성한다

‘리듬’은 내가 ‘나에 대한 나’로부터 이달해서 타자 속에서， 타자에 익해， 타자릅 위

해 관계 맺을 경우 내 존재의 윤리적인 수동적 상태룹 설명하는 단어가 된다. ‘리

듬’ 안에서 ‘나에 대한 나’ 즉 ‘정신’(LlYX) 을 능동적으보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자에 의해 부여된 ‘리듬’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각하지 못하고 ‘리듭’에 열중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관습， 법규， 민족， 국가， 인류， 신의 세계에

결합해 있

을 때， 나는 타자의 가치적 육체에 감싸여진다. 여기샤 나의 삶은 리듬에 복종하쓴
것이 된다
다

이

같은 책 , c.

경우 내가 체험하고 욕망하고 말하는 것은 타자의 ‘합창’ 속에서이

103-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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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즉

저자의

목소리에서

일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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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기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흐씬이 이러한 ‘해체’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데카당스와 하이네(H.
Heine) 의

리얼리즘적

서정시， 그리고

보들레르(c.

Baudelaire) , 베를렌느 (P.

Verlaine) , 라포르그(]. Laforgue) 와 안넨스끼 (H. AHHeHCKI깨) 등이다. 부분적으

로는 벨르이 (A. 5e찌꺼)의 산문적 서정시들도 언급된다.잃)

바흐씬이 이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서정적 수치’에

대한 언급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현대시의 미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유효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마야꼬프스끼론의 논리적 맥락을 외부

적 설명이라고 설정할 때， 이러한 관점은 시의 내부로부터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왜냐 하면， ‘서정적 자기 수치， 서
정적 파토스의 수치， 서정적 열림의 수치’， 혹은 ‘서정적

전복， 아이러니와 서

정적 냉소주의’ 등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내부의 저자와 주인공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서정적

수치’가 서정적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체의

균열로 귀결될 수밖에

그것은 「소설 속의 말」에 나오는 ‘단일한

말’의 파괴를 수반한다. 왜냐 하면 ‘단일한 말’은 단일한 주제와 이에 근거한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근대
서정시의

이

‘단일한 말’이란 실상 ‘무제약자’와 같은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통일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아의 ‘자유’를 모티프로 하는
낭만주의적 통일성이야말로 바흐젠이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시’를 이루는 ‘단임

한 말’의 전제이다. 자아 외부의
입시킴으로써

외부의

객관적 세계와 그 운행을 자아의 내부로 편

말을 지우는 것은 낭만주의적

다. 그것은 세계와 대상과 타자의 구체적

시어의

전형적인 특성이

객관성을 약화시키거나 무화시키면

서 저자와 화자의 일치를 전제로 한 단일한 언어의 세계를 구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흐씬이 ‘서정시’의 전범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시들블 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9) 근대 서정시의 초기 형태이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 시들은 근본적으로 ‘정신의 무한성’ (õeCKOHeYHOCTb Dyxa)
에 기초한 일원론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며， 우리가 낭만주의 이후의 시사에

서 목격하는 것은 이러한 일원론적 세계의 균열과 그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할

37) 같은 책， C. 149.
38) 같은 책 , cc. 149-150.
39) M. oaxTHH (I 979) "ABTOP H repoll B

3CTeT씨 eCKoA ne~TenbHOCTH .•

cc. 11G-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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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대시에서 미학적 세계 내부의 화자와 미학적 세계 외부에 존재하
는 형식 부여자의 관계는 저 ‘좁은 의미의 시’에 편입시킬 수 없을 만큼 복합

적이 된다. 현대시의 화자-주인공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저자의 지배릅 벗어

나는 것이어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서정적’ 언어의 구현은 지속적으로 방해받
는다.

솔로비요프 (B. COJlOBbeB) 의

성’의

사례들을

순수한 상징주의

제외한다면， 바흐젠적

의미의

시 등 전형적인 관념적 ‘독백

‘순수한 시어’는

현대시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서정시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르 블록 (A. 5J10K) 의 시들조차 저 ‘서정적 분열’의 상태에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서정적 분열’은 근대적 세계와 자아， 리열리

티와 상징적 관념성 등 다양한 대립 구조 속에서 파생된다. 한 편의 시를 예
로 들자.

noa myM H 3BOH oaHo06pa3H~ß ，
non ropoacKy~ cyeTy

R

yXO :l<y , nymo~ npa3nHI뼈，

B MeTeJIb , SO MpaK H B nycToTy.

R

06pμBa~

f1

3a6b1 sa~ ， lJ TO

C03HaHb~

HHTb

H Ka I< ••.

KpyroM-cHera , TpaMBaH ,

3naHb~ ，

A SnepenH-OrHH H Mpa I<.

나TO ，

eCJIH

C03HaHb~

~，

3aSOpO :l< eHH~꺼，

060psaSmHß HHTb ,

BepHycb aOMO 꺼 yHH lJ H:I< eHHblß ,TbI MO :l< emb JIH MeH~ npOCTHTb?

T~ ， 3Ha~ma~

naJIbHeß ueJIH

nyTeBoaHTeJIbHbI꺼 Ma~ I<，

npOCTHmb JIH MHe MOH MeTeJIH ,
Moß 6pea , n033H’。 H MpaK?

f1 JIb MO :l< emb JIy lJ me ’ He

npoma꺼，

5ynHTb MOH KOJIOKOJIa ,
니To6μ

pacnyTHua

HO lJHa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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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pOllHHbl He yBe Jl a ?40)

이 시는 『무서운 세계 (CTpaWHblll MHp) ~에 실린 것으로 1909 년에 씌어진 작품
이다. 이 시의 어휘들은 이미 블록이 초기 상징주의 시기에 지니고 있던 언어

적 특성을 벗어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낭만주의의

수직적 은유 체계를 상징

주의 이데올로기의 체계 안에서 재편한 초기 상정주의 시펀들은 지극히 모호
하고 추상화된 언어로 직조된다. 초기 블록의
다는 그 사물성의

언어는 실재적 사물성의

이면에 불변항으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세계보

대한 매혹

과 불안을 보여 준다. 그 언어들은 시 내부의 질서로 강력하게 편입되면서 지
시성

자체를 삭제당한다. 로트만 (10. J1oTMaH) 의

어휘를 벌려

말하자연 그것은

‘내적

재코드화’ (BHYTpeHHa~ nepeKODHpOBKa) 가 극대화된 세계이다. 이

때 시의

미학적 체험 내부에 존재하는 화자는 외부로부터 이입된 ‘리듬’에 지배당한다
당연히 그 ‘리듬’은 미학적

체혐의 외부에 존재하는 저자와 저자의

형이상학

적 관점에 의해 발생한다. 시의 언어들은 구체적 대상성을 상설하고 시의 화
자는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외부로부터 부여된 관념의

배한다. 위의 시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체계가 언어를 지

여성형으로 쓰인

‘그대’나 ‘먼 목표’， ‘길을 이끄는 등대’와 같은 어휘플은 초기 상정주의

이데아

가 지닌 미학적 관념을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의

펀들에서

미학적

변화 과정 안에서

이른바 반테제-진테제 시기의 시

이러한 양상은 현격하게 약화되거나 사라지며， 나아가 일종의 아이

러니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 ‘도시’， ‘눈발’， ‘궤도

전차’， ‘건물’， ‘불빛’ 등의 명사들은 초기 상정주의의 언어에서 볼 수 있는 모
호한 단일성과 관념성을 벗어나 있다. 여기서 ‘눈’이나 ‘궤도전차’는 사물성을
상실한 상징적 통일성의 세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상징적 이미

40)

지루한 소리와 소음 아래 / 도시의 허망 아래，/ 쓸모 없는 영혼의 나는 떠나간다，
/ 눈보라 속으로， 어둠과 공허 속으로 μ 나는 의식의 끈을 끊고 / 무엇을과 어떻
게를 잊고… / 주위에는-눈발， 궤도전차， 건물 / 그리고 암에는-불빛뜰과 어둠 ν
어떤가， 만일 마법에 걸린 내가，/ 의식의 끈을 끊어버린 내가， / 모욕받은 자로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 그대는 나를 용서해줄는지? ν 먼 목표뜰 열고 있는 그
대는， / 결을 이끄는 등대인 그대는，/ 나의 눈보라룹 용서해줄는지， / 나의 중얼거

림을， 시를 그리고 어둠을 용서해줄는지? ν 혹은 용서하지 않은 채. / 밤의 진창감
이 / 고향에서
Co σ CO 'l.

뻔어나오지 않도록 / 나의 종을 울리단 것이 좋겠네

8 6 TOMax, T. 3, 1.4.: npaBlla , C. 6.

A

6 Jl o K(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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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적

세계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본질의 영역을 떠나 파편화된 구체성의 풍경을 재현한다. 이 파편화된 구체성
은 상징적 통일성을 훼손하면서 실재하는 세계의 풍경 속에 화자를 위치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바흐젠이 서정시에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 즉
‘주인공의 체험 속에 나타나는 대상적이며 의미적인 계기들’이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저자-예술가에 의해 창조된 공간으로서의 현대적 도시와 이 도
시의 사물들은 화자-주인공의

말을 관념적

단일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일탈시

키는 기제가 된다.

서정시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 시가
서정시에 대한 바흐젠적 규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JJHpHKa

HCKJII0 4aeT

HC4epnaHHOCTH
CnJIOillb

BO

KOHe4HOCTH

BCe

4eJIOBeKa ,

BHeillHeM

B

,

npocTpaHcTBeHHoll

JIOKaJIH3yeT

H

He

CJIe~OBaTeJIbHO ，

He

MHpe

(pOMaHTH4eCKa~

Iþpa3eOJIO 대껴

ayxa HaH60JIee COBMeCTHMa C MOMeHTaMH JIHpH4eCKoll

서정시는 공간적

Bblpa*eHHOCTH

OrpaHH\써 BaeT

a

MHpe

4eJIOBeKa

MOMeHTbl

He

표현성과 인간의

유한성의

~aeT

rep。꺼

~CHOrO

H

Bcero

0 띠y 띠 eHH~

6eCKOHe4HOCTH

1þ0PM bI)

모든

계기들을

제외시킨다

서정시는 외부 세계 속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주인공의 모든 것을 지역화
하지

않고 경계

짓지

않는다. 따라서

서정시는 세계

내

인간에게

한정성의

명료한 감각을 부여하지 않는다(낭만주의적 표현인 정신의 무한성은 서정적
형식의 계기들에 훨씬 더 잘 합치된다 ).4 1)

여기서 ‘외부 세계 속에서

에

결여된 것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앞서

제시되었던 ‘대상적이며

의미적인

서정시

계기들’과 상똥한다

이

계기들은 시의 내부 공간， 즉 화자-주인공이 존재하는 시공간의 구체성 및 실

재적 유일성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화자-주인공에게 ‘한정성’의 감각이 결

여되어 있다는 지적 역시 이러한 시공간의 구체성과 실재적 유일성의 결여와
관련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시 안에서
간에

편재하논 ‘외부 세계’의 사물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한정성’을 부여받지

않을 수 없다
훼손하면서

41)

시적 공간 안의 화자-주인공은 도시적 시공

이 ‘한정성’이야말로 낭만주의적-상징주의적 관념의 ‘무한성’을

‘반테제’ 시기의

블록을 설명할 단서로 기능하는 것이다. 상징적

M. 5axTHH (1 979) "ABTOP H repoll B 3CTeTH4eCKoll ~e~TeJIbHOCTH ，" CC.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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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이 시에서 혼돈의 눈보라로 표현되고， 나아가 객

관적으로 외화된 도시와 그 도시 공간을 걷는 개별자로서의 화자를 지배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시의 화자는 일인칭의 시선이 창조하고 관할하는 시공간이 아니
라 ‘객관화된’ 구체성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화자-주인공

은 확장된 일인칭의 세계가 아니라 외재성을 확보하고 있는 저자에 의해 ‘창
조된 세계’의 부분이

된다. 시적

공간 안에

설정된 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대상적 계기’들은， 필연적으로 저자에 의해 창조된 구체적 흐로노또프를 이루
게 된다쩌) 그리고 이러한 흐로노또프적 특성은 저자-예술가에

의해 통일된

‘단일한 말’을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창조자로서 의

저 자’ (aBTOp KaK TBOpeu) 는 화자-주인 공과는 명 백 히 다른 층위

에 존재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는 화자-주인공과 그의 말을 뜰러싼 객관화된
세계들이

교차하는 ‘유기적

다. 이제

화자-주인공의

중심’ (opraHHyeCKH꺼 ueHTp)43l 으로

말은 ‘무한한 자아’의

관념적

단일성

기능하는

안에

것이

존재하는

저자-예술가의 말이 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저자의 ‘말’에 대해 일정한 거리
를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일한 말’의 세계， 즉 관념적 서정성의

세

계는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위의 시가， 바흐씬이 설정하고 있는 순수하게 시적
인 언어의 특성， 즉 「소설 속의
외적

말」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

언어’ (BHeHCTOpHyeCKHA ~3~K) 나 ‘신들의

언어’ (~3bIK 6oroB)44l 로부터

일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흐친에게 ‘역사’란 언제나 구체성의 산물이자 그

표현이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세계의 구체적 상황，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동적

42)

시공간 자체이

물론 이 ‘창조된 세계’의 흐로노또프는， 시 속에 등장하는 사물과 대상의 ‘구체성’

만을 불가피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사물과 대상의 구체성은 중
요한 ‘계기’로 기능하지만， 이러한 사물성과 대상성이 어휘 차원에서

는 시의 경우에도 창조된 세계의 ‘한정성’은 나타날 수 었다

판찰되지

않

그것은 화자 주인공

의 발화 망식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바흐씬적 맥락의 ‘스
까즈’ (CKa3) 가 그러하듯 타자성의 미학적 거리와 관련지어 섣명할 수 있지만， 이플
현대시에 적용할 경우의 세부적 논의는 또 다른 지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M. 5ax깨 H ， "113 npellbICTOpHH pOMaHHOrO CJIOBa ," BonpocbI

415.
44)

M. 5ax깨H (l 975) “ CJIOBO B pOMaHe ," C.

144

JlHTepaTypbl

H 3CTeTHK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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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의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은 곧 구체적 세계의 구체적 사물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들의 언어’， 즉 유토피아적 관념성파 이데아
의 언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화자-주인공의 발화 (BbIC l< a3bIBaHHe) 는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저자→

예술가의 ‘의도’와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으며，45) 따라서 1 인칭 서정성은 가치

판단의 층위에서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

인용한 시에서

화자를 설명하는 어휘들， 가령 ‘쓸모없는 영혼의 나’와 ‘당신’에게 ‘용서’를 구
하는 ‘나’는 미학적 체험 내부의 화자 주인공에 귀속되면서 미학적 체험 외부
의 저자와는 이질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이질성은 가치 판단의 차원에

서 나타나는 단순하고 명료한 아이러니를 포함하면서 보다 더 복합식이다. 화
자-주인공이 보여 주는 환멸의

파토스를 ‘장조된 세계’의 부분으로 환원시킴

으로써 ‘미학적 거리’가 가능해지고， 이 미학적 거리에 의해 화자-주인공과 변
별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저자-예술가의 시선은 미학적 시공간에 대해 외재적
이 된다. 이 외재적 이질성이

활성화되는 지점이야말로 바흐젠이

말하는 ‘서

정적 자기 수치， 서정적 파토스의 수치， 서정적 열림의 수치’를 보여 주는 지

점이며， 좁게는 ‘서정적

전복， 아이러니와 서정적 냉소주의’의

시발점인 것이

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서정적 수치’란 단순히 화자-주인공의

섬리적

범주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서정적 1 인칭에 대한 미학
적 자의식의 산물이며， 동시에 저자 예술가와 화자-주인공 사이의 ‘거리’와 관
련된 것이다.

블록의
I< OM l< a)J

반테제

시기를 대표하는 시로 자주 언급되는 「미지의

여인 (He3Ha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 가능하다미지의

서 ‘미지의

여인’에

도’와 동일한 층위에

여인」에

대한 화자-주인공의 모호한 언어들은 저자-예술가의 ‘의
있지

않다. 저자 예술가는 화자-주인공을 감싸고

미학적 세계 전체를 관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있는

경우 이 시의 파토스는

서정적 ‘수치’와 ‘분열’을 배제하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45) 바흐씬에게 ‘시적 발화’란 저자의 의도 자체이다: “시인은 자신의 언어에 대해 홀

로 완벽한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그 언어가 지년 모든 측면에 대해 똑같은 책임
감을 지니고 그것을 오직 자신의 의도에만 종속시켜야 한다， 모든 말은 시인의 의
도를 직접적으로 매개 없이 표현해야 한다 시인과 그의 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는 안 된다. 의미는 단일한 의도를 표현하는 총체로서 떠올라야 한다 ” 같은 책. 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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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맥락의 설명이 블록의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의 전형적인 ‘서정시인’인 블록의 시를 택해 논

의해 온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일인칭의
닌 ‘정신의 무한성’은 명백히

대부분의

낭만주의

저자-화자가 지

시대의 유산이며， 일부를 제외한다면，

현대시는 낭만주의 시대의 ‘단일한 말’괴 ‘정신의 무한성’에서

일탈

된 상태에 존재한다. 그 일탈의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순수한 시어’라

는 바흐씬적 개념을 현대시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시의

역사를 보들레르 이후로 파악하는 일반적

관점을 수용한다면，46)

바흐젠적 맥락에서 ‘서정적 수치’ 혹은 ‘서정성의 분열’은 현대시의 보편적 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들레르가 ‘현대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을 때， 이 용

어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파편성과 불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때 현대

란 관례적 의미의 ‘시’를 끊임없이 배제할 수밖에 없는， 보들레르의 표현을 빌
면 ‘덧없고 순간적인 미’47) 로 미만한 세계를 지칭한다. 이 세계를 전제로 씌어

지는 시를 현대시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흐센적 의미의 ‘서정적 수
치’가 시인의

개인적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대성의

본질적

조건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바흐팬의 ‘시학’을 위하여

이 글은 서정시 장르에 대한 바흐씬의 관점을 살피고， 이 관점의 내부로부
터 현대시의

미학적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초기

저작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우리논， 바흐젠이 소설 언어의 대립항으로 설정했던 ‘순수한 의미의
어’가 낭만주의
젠적

맥락의

시대의 서정시에 주로 상응하는 표현임을 살폈다

서정시란

화자-주인공에

대한 저자-예술가의

시

결-=[~ 바흐

외재성이

결여펀

자기동일성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정신의 무한성’이라는
낭만주의적 테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바흐젠의

46)

랑송，

(998) ,

이론적

G.(1984)

맥락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현대시의
l'불문학사

下~ , 정기수

서울:

을유문화사，

165 면.

윤영애

[c파리의 시인 보들레르~， 서울· 문학과지성사， 13-46 면 등을 참조할 수 있

다

47)

옮김，

미학적 가능성을

윤영애， 같은 책， 2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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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맥 락에 서 조명 할 수 있다. 하나는 마야꼬프스끼 론에 서 나타나는 카니
발리즘의 코드이다. 그것은 30년대 이후의 저작들， 특히 40 년대
으로 개진되는 라블레론과 같은 맥락에
의

관점， 특히

특히

r ð~ 동철학」에서

「저자와 주인공」에서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기

「저자와 주인공」에

바흐젠이

이후 적극적

이르는 시기의

언급했던 ‘서정적

저작

관점이다.

수치’와 ‘서정적

분열’

은， 실상 보들레르 이후 진행된 현대시사 전반에 적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현대시는 ‘정신의 무한성’에 기초한 낭
만주의적 단일성의 언어 관념으로부터 일탈된 상태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 일탈의 양상은 시인과 시편들마다 다양할 것이며， 따라서 그 다양
한 양상들을 개별

텍스트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이른바 ‘서정적 수치’와 ‘서정적 분열’이라는 현
대시의 현상이 ‘시의 산문화’라는 단선적인 표현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이
다. 현대시에서 단일한 말이나 단일한 주체를 무화시키는 균열의 양상은 다양

한 계기를 통해 실현된다. 시간 및 공간의 구체성(이는 ‘존재의 유일성’을 증
거하는 미학적 범주이며 ‘정신의 무한성’은 그 대척점에 존재한다)과 가치 판
단의 이질성이라는 초기 바흐씬의 미학적 범주를 염두에 둔다면， 현대시의 말
(CJlOBO) 이 지닌 ‘미학’은 시간， 공간， 의미의

세 범주에서

공히

‘단일한 말’의

관념적 단성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시의 산문화’라는 환원론적 관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다，

바흐젠과 루카치가 반대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조명했던 지점， 즉， 저 관념
적 통일성의
소설로의

세계를 상실함으로써

이행이라는 문화사적

배태된 근대 문학의 특성들은 서사시에서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

은 현대시의 발생과 변천을 조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널 수 있

다. 이는 ‘바흐씬의 시학’이라는 표현이 모순어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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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we

5aXTHH

’ RHpHQeCKHH

H

CTH~'

끼H ， lbaH-YK

HCC JleJlOBam쩌

o

OaXHlHe

lI< aHpa. 3TO He Jl apOM

npo3e

H

3peHH 5I

pOMaHe
OaXTHHa

JlHaJlOn꺼HOCTb

KaCaeTC 5I

,

,

,

OTHOC 5I TC 5I

60 Jl bWHHCTBe

B

CJlOBa

J1HpHKH

Ha

npo3y

H

poMaH

B

aCneKTe

nOToMy l.I TO OaXTHH C 때 06c YlI<JlaJI 60 Jl bWe BCerO BOnpOCbl 。

KOTOpble

,

OpHeHTHpOBaJIHCb

K

n03TH l.I eCKHX

xyJlOll< eCTBeHHO

TO

ynOMHHaeTC 5I

’JlHaJIOrH l.IHOCTb'.

nOH 5I THIO

,

lI< aHpOB

OC06eHHO

Hcno Jlb3yeTC 5I.

He

Boo6ll1,e

B

C
B

TO l.l KH

J1Hp싸<e ，

06pa30M ,

TaKHM

l.I TO

npoTHBOnO JlOll<H OCTH

KOHTeKCTe

npo3e H poMaHy. H3 paHHetl pyKonHcH "K φHJlOCO!þ싸i nocTynKa" JlO COl.leHeHI써 o

3peHI쩌 o

pOMaHe 30-x rO JlOB , TaKa51 TO l.l Ka
Ho

B

pyKonHcH

HCTOpH l.I eCKHX
yHH l.I TO ll<HTb

0

3a Jla l.l

CJlHWKOM

paCCMaTpHBaeT

Ma 5l KOBCKOM

,

J1HpHKe CO Jl epll< aeTC 5I.

CKa3a Jl

OaXTHH

HO ll<HHl\bl

3nOX-C JlBHHYTb

HaUlH X
pe3KHtl

pa3pblB

n03TH l.I eCKHe

CllOBa

aHTH-KOMHaTHOCTH , XpoHOTOna

Me ll<JlY

Ma5l KOBCKOrO

B

Ba ll<H etlwHx
H

n033HH

OTH。띠 eHHH

aCneKTe

nll'이llaJlH.

H

H3

np03bl

B 3TOM

HHMH.

COBpeMeHHOCTH

o JlH a

l.I TO

,

OaXTHH

pa3HOpel.l H 5I,

TaKa51

TO l.l Ka

3peHH 5I

OTHOCHTC 5I K KapHaBaJlH3My , KOTOpb따 Mbl MOll< eM BH JleTb B KHHre 0 Pa611e.
Ho

BHe

n033 써.
Bcero

Mbl

JlOJlll<HbI

pOMaHTHl.IeCK。α
H3BlleKaTb
H

Ha3blBae빠ltl

!þ opMa
na!þoca

3cTeTHKy
ropoe

llHpHl.IeCKH꺼

B

3nOXa

n033HH

3CTeTH l.I eCKotl
CTbIJl'.

llHpHKH

y3KOM

MO ll< eM

Ho

3 JleCb

OH

H3

CKa3aTb

3TOT

,

KOHTeK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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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p '-l eCTBa

emlH뼈

n033 써.

JJJ.lpJ.l'-leCKJ.I때

Ha

iþoHe

rOJJOC

COBpeMeHHOrO

KaK

B

COBpeMeHHO꺼

paCCKa3 '-IJ.l Ka -ropo $l

B

TBopeHHOM

3CTeT J.I'-I eCKOM

aBTOpOM

JJJ.l p J.l Ke

MJ.l pa

pOMaHT J.l 3Ma.

JJJ.lp J.l Ke

MJ.l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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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OllTl epa HeB03MOll<H O
’ E，llJ.IHCTBeHH뻐

HaxO,llJ.l TC $I

B

ellJ.lHCTBeHHb때

rOJJOC

’

ellJ.lHCTBeHHoM
빠ip

pa3JJaraeT

e，llJ.lHb때 MJ.IP aBTOpa. H OH 3aH J.lMaeT COÓCTBeHHOe MeCTO B OTHOWeH짜i XpOHOT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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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lpJ.l'-leCKJ.Iη

OTHOC J.l TC $I

He

’ CT bI.ll'

TOJJbKO

J.I

K

CpblB bl

e ,llJ.l HOrO

nC J.l XOJJOr J.l'-lecKoMy

rOJJOca.

aCneKTY

3CTeTJ.I'-I eCK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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