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드스키 시에서의 낭만성의 문제 

이 지 연. 

1. 들어가며 

브로드스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구가인 레프 로세프(JI. JIoceB)는 브로 

드스키의 작품이 초기부터 계속해서 변주될 뿐 특별한 진화의 과정을 겪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1) 이러한 지적은 브로드스키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이 

해이기도 하다. 연구자들 각각에게서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브로드스키 작품 

세계의 시기구분 역시 그의 작품의 변화를 손쉽게 찾아내어 시기 구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브로드스키는 흔히 러 

시아의 마지막 고전주의 시인， 마지막 아크메이스트라고 불린다. 이 때 고전 

주의 시인， 아크메이스트라는 두 수식어는 고전주의의 이상을 계승하며 출발 

한 아크메이즘의 마지막에 서 있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의 시인 브로드스 

키라는 시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들은 자주 반아크메이즘적인 인 

상들을， 심지어는 마야코프스키적인 파토스를 느끼게 한다. 물론 그의 시는 

철저한 형식에 기반하여 씌어져 있으며， 그의 시에 특징적인 정돈된 형식과 

건조한 언어는 그에게 따라붙는 아크메이스트， 고전주의자라는 수식어를 정당 

화한다. 그는 실제로 상징주의자 블록이나 벨르이에 대해 지독한 비난을 한 

다.2) 또한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는 낭만주의자 레르몬토프의 시를 높이 평 

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가급적이면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했고， 그러 

기에 보다 건조한 언어로， 때로는 학술논문을 연상시키는 건조한 문체로 시를 

쓰고자 했던 브로드스키가 러시아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 낭만적 파토스를 강 

하게 드러내는 상징주의자들과 낭만주의자 레르몬토프의 스타일을 불편해 하 

* 상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1) V. Polukhina(1992) Brodsψ through the eyes of contenψoraries， New York, p. 23. 
2) c. BOJlKOS(2000) l!HaJ10 rH C Hoc때OM EPO,aCKHM. M., c. 228. 



88 러시아연구 쩨 15권 제 1 호 

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브로드스키의 작품들을 초기로부터 세심히 읽어가다 보면 그의 이 

러한 평가에 의문이 생긴다. 그의 후기시의 건조한 문체의 가면 뒤로 폭발할 

듯 강하게 느껴지는 내적인 긴장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의 초기 작품에 

는 블록과의 강한 상호텍스트성이 드러나며 그에게로부터 차용된 모티브들도 

많이 발견된다. 브로드스키의 지인이자 그가 자신의 시적 스승이라고 밝히고 

있는 예브·게니 레인 (E. PeHH)은 브로드스키가 초기에 블록의 시를 열렬히 좋 

아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을 정작 브로드스키 자신은 숨기려 한다，3) 물 

론 후기 작품에서 그러한 모티브들은 점차 사라진다. 

레르몬토프에 대한 평가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브로드스키의 초 

기 시들은 러시아 시사의 다른 어떤 시인에게서보다 강한 레르몬토프적인 낭 

만성을 드러낸다. 고므딘 (71. rOp.z:um)이 지적하듯이， 브로드스키의 초기 작품에 

는 전혀 아이러니나 패러디의 의도를 지니지 않은 레르몬토프 시로부터의 인 

용이 많이 발견된다.4) 심지어， 브로드스키는 감동적인 어조로 레르몬토프를 

“다리를 저는 소년”이라 부르며 그와 자신의 운명적인 연관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na He 6yneT naHO // yMepeTb MHe BnaAH OT Te6~ ， ν B rOAy6HHbIX ropax, 

ν KpHBoHoroMy MaAbQHKY BTOp~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깊은 산속에서， 

마치 다리를 저는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 184).5) 

그러나 브로드스키의 레트몬토프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는 스스로를 레르몬토프와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 

지만 동시에 그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다. 시인이라는 존재조건 속에 내 

재한 본원적 비극성을 자신의 모든 시 속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브로 

드스키는 자신이 레르몬토프적인 고통 받는 시인의 상이나 시인의 운명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낭만적 시인의 비극적 운명이란 적어도 자신의 것은 

아님을 확언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초기 시들을 최종선집에서 많은 부분 제 

3) E. Pel!H, B. 끼oro/llIH(2001) Eecel/bI B J1eTHeM calI}'. TeTpal/b 3, M., c. 3 
4) R. rop따H (l995) "CTpaHHHK," Russiα1 Literature, XXXVII - II!III, North-Holland, cc. 

227 - 246. 

5) H. 5po.acKIIl!(l992-1995) CO'lHHeHHJI B 4 TOMax, COCT. r. KOMapoB. cn6.; napll:l<; M.; HblO 

-HOPK. 앞으로 브로드스키의 작품 인용은 앞의 전집을 따르며 인용시에는 괄호 속 

에 권을 나타내는 로마숫자와 페이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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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키는 것 역시， 이들 초기 시에서 두드러지는 강한 낭만적 파토스로부터 

의 시인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라는 점에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는 

브로드스키 작품에서 낭만적 파토스라는 것이 일종의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 

을， 그러나 애써 거부하려 해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 

작하게 한다. 사실상 아크메이즘적， 고전주의적 형식미라는 것은 초기부터의 

브로드스키의 시의 특징은 아니며 이러한 특성들은 오히려 브로드스키의 작 

품 속에서 낭만적 파토스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됨으로써 그의 작품에 전 

변화 된다. 

그의 작품의 본질로서의 낭만적 파토스는 브로드스키의 후기 시들에서 전 

략적으로 은폐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고전주의 시인이라는 타 

이틀 아래 배제되었던 시인 브로드스키의 낭만적 정향을 재고하게 만든다. 그 

의 작품의 형식미로 인해 흔히 그와는 정반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실험으로 특징 지워질 법 한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모더니즘과의 관계 

역시 재고하게 한다. 그들을 관통하는 낭만적 파토스란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 

는 존재 자체에 내재한 낭만성이었고 이는 바로 이들 모두를 관류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브로드스키의 초기 시에서 블록적인， 때로는 마야코프스키적 

인 숨결을 느끼고 이후의 작품에서 낙담한 블록이나 자살 직전의 마야코프스 

키를 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울 수 있다. 모더니즘이나 아방 

가르드 시인에 대해서 그가 취하는 태도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더니즘과 아 

방가르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낭만적 파토스에 대한 태도에 다름 아니 

기 때문이다. 

이처럼 브로드스키의 작품에 나타나는 낭만성의 양상의 변화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 응축되 

어 있는 모더니즘 시학으로부터 그것의 포스트(post)적 현상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을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또한 모더니즘의 기 

법，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의 양상이 아닌， 모더니즘의 본질로서의 낭만주의 

와 그것의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 

즘의 공허 속에서 미처 사라지지 못한 모더니즘에 대한 향수를 브로드스키의 

작품 속에서 지적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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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년대와 낭만성: 브로드스키 초기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즘과 낭만적 아이러니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언자적인 소명을 띤 시인 존재에 대한 인식， 프로메 

테우스적인 낭만적 주인공으로서의 시인의 상은 푸쉬킨에서 레르몬토프를 거 

쳐 러시아 낭만주의의 시대와 낭만주의의 제2의 부활을 겪는 듯이 보이는 러 

시아 은세기 문학에서의 주된 흐름이 된다.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신과 가 

까이 있는 시인의 소명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이러한 자의식에서 기인하는 

예술창조를 통한 세계 창조의 의지는 20세기 초반 상정주의와 러시아 아방가 

르드의 예술적 기획의 본질이었다. 당시의 시인들은 이러한 예술적 기획 속에 

깃든 시인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무한한 권능을 실제 현실로까지 확대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확장주의는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정치의 

예술화， 미학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예술적， 정치적 기획에 내재된 낭 

만주의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기획의 실패와 환멸의 내적， 외적 요인이 되고 

만다. 데미우므그로서의 시인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예술적 상징을 통해 세 

계의 본질에 닿으려 했던 그들의 지향은 동시에 자신들의 권능의 한계에 대 

한 초월적 아이러니를 배태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선택된 인간으로서의 엘 

리트주의와 아나모르포즈(aHaMopiþo3a) 적 예술형식은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그들의 정치적 이상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러시아 은세기 문학은 이러한 문학 내적， 외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 곧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지향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지향 자체에 

대한 반성이라는 끊임없는 미적 변증법의 과정이었다. 소비에트 예술은 러시 

아 아방가르드를 주축으로 하는 러시아 모더니즘의 낭만적 이상주의를 계승 

하며， 이들의 미학적 기획에 대한 강한 반성적 사유의 경향과 아이러니는 공 

식문화의 주변부로 소외되었던 비공식 문화 속의 모더니즘 전통으로 계속된 

다. 만델쉬탐이나 아흐마토바와 같은 아크메이스트들의 후기 작품들은 모더니 

즘의 문화의 위기에 대한 자각과 이전의 문화적 황금기에 대한 향수를 그리 

는， 더 이상 이상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가능성으로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기억을 그리는 “모더니즘의 마지막 말”이었다.6) 

6) B. 311xeHóaYM(1986) "AHHa AXMaTOBa. OnblT aHaJlIl3a," 0 npo3e. 0 n033HH: Cδ CT., J1.,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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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예술의 이상주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른 지향의 형식을 

완결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러한 완결성의 환상 뒤로 계속되어 온 러시아 

비공식 문화 속에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미적 변증법의 과정은 계속되었 

으며 이는 마침내 196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 모더니즘의 종말과 그것의 ‘포스 

트’적 현상으로서의 새로운， 그러나 동시에 연속적인 문화적 패러다임의 출현 

에 이르게 된다，7) 

마지막 아크메이스트로 이해되는 브로드스키의 작품은 그러한 이해가 논쟁 

의 여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델쉬탐과 아흐마토바의 후기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는 모더니즘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계속한다. 모더니즘의 이 

상 속에 내재된 낭만주의에 대한 지향은 포기되지 않지만 동시에 그러한 지 

향의 불가능함에 대한 반성이 공존한다. 

50년대 말 브로드스키가 작품 활동을 시작할 즈음 러시아에는 해빙의 움직 

임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낭만적 기대가 부활한다.8) 브로드스키의 초기 

시들은 60년대 시인들， 바르드 시인들과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닌다.9) 그들과 

마찬가지로 브로드스키 역시 출발은 소비에트 시인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소 

비에트 권력에 반하는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시형식의 기본적 규범 

들의 테두리 안에서 시 창작을 시작한다.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색은 그를 당 

대 권력의 이데올로기， 신화로부터 벗어나게 했지만 그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형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또한 그러한 권력의 신 

화를 구성하는 언어형식이 은세기 문학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때 브 

로드스키의 시가， 특히나 그의 초기 작품들이 마야코프스키와 그를 계승한 낭 

374-376. 
7) 은세기와 60년대의 문화적 상황과 예술적 패러다임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쿨라코프 

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러시아의 문학적 상황을 ‘동세기’라 지칭한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 r. KYJlaKoB(1998) "n0331UI ÕpOH30BOrO BeKa: lIpllH

l.\lIlIbI XYlloll<ecTBeHHoll TlIlIOJlOrllll," BonpocbI OHT0J10rH'leCKoi1 n03THKH: flOTaeHHaJl J1H

TepaTypa, I’BaHOBO , C. 187. 
8) B. KYJlJl3 W~) f103TH'leCKaJI 3BOJlOWUl Hoc때'a Bpo,acKoro B POCCHH 1댔7-1972， 

http://www.liter.neν=!kulle/evolution.htm; n. B뼈J1b， A. re뻐C(19!:꺼) (JJ-e. MHP COBeTCKoro 

'leJ1OBeKa, M., CC. 126 - 138. 
9) ll. J1. J1aKepõa때(1됐) "n0331Ul HOCIIφa 5pollcKoro KO뻐a 1떼 X rOllOB: Me:l<JlY KOHl.\ellTOM 

11 CJlOBOM," BonpocbI OHT0J10rH'leCKoi1 n03THKκ. nOTaeHHaJI J1HTepaTypa, HBaHoBo, CC 

168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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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적 소비에트 시인들의 전통의 흔적들을 지니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러시아 은세기 문학전통을 집결하는 20세기 마지막 시인으로서 브로드스키 

는， 그 역시 해빙기 작가군의 한 사람이며 해빙기 문학은 러시아 은세기 문학 

의 전통을 종합하고 이후 러시아의 자유주의 문학과 더 나아가 러시아 포스 

트모더니즘의 모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전 러시아를 연상하게 하는 

전도된 소비에트적 이상주의로서의 해빙기의 낭만적 유토피즘에 거리를 취한 

다. 그는 띤0년대적인 정신”이라는 “유아적인 병”을 빨리 극복한다 10) 그의 초 

기 시들이 마야코프스키적인 많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마야코프스키와 

형식적으로 더 유사한 당시 다른 어떤 시인들(예를 들면 보즈네센스키 (B03He

ceHCKHif)보다도 더 많은 존재론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1) 

동시에 그는 그러한 마야코프스키적인 미래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미 초기 

에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세계와 신이라는 거대한 힘에 저항하고 분규하 

며 새로운 이상세계 건설을 꿈꾸는 마야코프스키적인 선동적 시적화자의 형 

상은 “해빙기”라는 낭만적 환상의 폐허 속에서 그러한 저항과 분규가 부질없 

음을 인식하는 시적 화자의 서정성에 의해 퇴색된다. 브로드스키 역시 낭만주 

의적인 전일성에， 신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절대에 닿으려는 욕망을 보 

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절대를 현실 속에 구현하려는 아방 

가르드 작가들의 삶의 창조에의 의지로부터 거리를 취한다. 

브로드스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길의 모티브가 지니는 양가적인 특성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의 낭만주의적 세계관의 양가성을， 

종말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의 지향과 동시에 이미 와 버린 종말을 목도한 ‘포 

스트-아포칼립시스’적인 회의를 더 나아가 그의 전 작품 세계가 보여주고 있 

는 모순적인 대립항들의 공존과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역설의 성격을 설명 

한다. 20세기 초 러시아 모더니스트 시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세계창조 

의 낭만적 소명과 그것의 좌절을 지나쳐 온， 따라서 다시금 그러한 과정을 반 

복하는 듯 보이는 당대 해빙기 낭만주의에 대해 거리를 취하는 브로드스키에 

게 서 그의 시 「순 례 자들(n따n마h띠H찌HJl찌JlHπ「매pH씨l~뻐M때‘뻐b 

레르몬토프의 예언자들이 거친， 만델쉬탐의 순례자가 지나온 길을 지나쳐 온， 

10) B. EpoφeeB (l990) "<<n03Ta 따J1eKO 3 aBO,llHT pe lJb ... >>. 110CHφ 5pO,llCKHß: cB06o ,lla 

H O,llHHOlJeCTBO ," B J1a6npnHTe npOKJ1JITblX BOnpOCOB, M., c. 210. 
11) ll. J1aKep6aß(2000) "B3PblB, KOTOp뼈 Bcerna C T060ß: BponcKHß H Ma~KOBCK째 " nOTa

eHHaJ/ J1HTepa Typa. Hcc.πeI10BaHHJ/ H MaTepHaJ1hl, Bbln. 2, HBaHoBo, CC. 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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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등이 굽은 불구의 수난자의 모습을 띤다 12) 그들이 지나치며 본 세계 

는 ‘황혼(3aKaT)’이 라는 단어 에 서 짐 작할 수 있듯이 몰락의 기 운으로 가득차 

있지만 대조적으로 그들의 심장은 ‘여명 (paCCBeT)’이라는 시어에서 짐작되는 

희망으로 차 있으며 이는 만델쉬탐의 「순례자(nHJIHrpHM) J 라는 시에서의 그치 

지 않고 부는 바람에도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손가락을 연상시킨 

다. 브로드스키의 순례자들이 지나온 황야는 뒤에 남겨져 있고 이어지는 행에 

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나 신적인 원리， 낭만주의적 이상의 상징인 

별과 천상을 향한 시인의 비상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새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새가 목이 쉬도록 얄리는’ 것은 황야를 지나온 순례자들이 이르고자 했던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세계는 이전과 다름없이 영원히 그러한 채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19세기 러시아 시 전통에서 자주 신과 각운을 이룸으로써 신성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해빙기 낭만주의의 화두이자 그들의 이상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향을 형상화하는 모티브 ‘길’ 은 그의 시에서 ‘환상(HJIJIIO 3 Hji )’라는 단어와 인 

접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이 인접되어 ‘신’이 고유의 

절대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것을 향한 움직임으로서의 ‘길’ 모두가 결국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시인 브로드스키의 낭만적 유토피즘과의 숨겨진 논쟁이 드 

러 난다씨， 3HatIHT, He 6YlleT TOJIKa ν OT Bepbl B ce6ji lla B 50ra. ν .... 11, 3HatIHT, 

OCTaJIHCb TOJIbKO // HJIJII03Hji H 1l0pOra 즉 자신에 대한 믿음도 신에 대한 믿 

음도 아무 소용없다 ... 단지 환상과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I， 24). 

길은 브로드스키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의미할 뿐이 

며 수평적 공간으로서의 길 위에서 수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영원히 폐쇄된 

공간의 수평성을 극복하고 하늘과 별과 신에 닿으려는 ‘새‘의 움직임으로 상 

징되는 시적 주인공들의 노력은， 시의 마지막 행들에 이르러 죽어간 군사들， 

그리고 지친 순례자들의 노력에 개의치 않고， 어떠한 이상이나 희망도 허락하 

지 않는 땅， 즉 하늘로 상정되는 새로운 세계가 아닌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 

하는 ‘이 세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순레자들과 같은 고행의 삶을 살 수 밖 

12) 브로드스키의 순례자의 형상과 러시아시사에서의 순례자 모티브의 전통에 대해서 
는 다음을 참고하라. E. Egeberg (1997) "The pilgrim, the prophet and the poet: 

Iosif Brodsij ‘s Pílígrímy," Text and context: essays to honor Níls Ake Nílsson 
Stockholm, pp. 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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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시인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는 「화형된 미구엘 세르베트 

(CnIXH 06 HCrraHl\e MHry3JIe CepBeTe , epeTHKe , co )(C!(eHHOM KaJIbBHHHcTaMH)J 

(1959)에서 ‘신이 부재하는 하늘’이 아닌 ‘길’로 상징되는 지상과 인간을 자신 

에게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겼지만 결국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화형에 처해지 

는 낭만적 시적 주인공의 비극적인 모습으로(1， 32), 더 나아가 당대의 ‘일반적 

인 낙관주의’의 ‘지하에 사는’ 시인과 시쓰기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히는 「동 

사들 (rJIarOJIbI)J (1 960)에서의 시인의 운명인 ‘골고다의 고행’으로 발전되어 

간다(1， 34). r수닭(neTYXH)J (1958)에서의 교훈적 우화작가의 코멘트 형식이나 

「순례자들」에서의 순례자들을 보며 새의 목쉰 외침을 듣는 시적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시적 화자의 존재， 부활이 부재하는 ‘골고다’， ‘공동묘지’와 같은 이 

세계 위에 존재하는 ‘메타포의 하늘’과 그 하늘을 나는 ‘새’로 묘사되고 있는 

시인의 영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시간의 관을 못질하는’ 그 누군가 

의 존재( r동사들 (r JIarOJIbJ) J ) 등은 암울한 세계상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고 

통에 대한 자각， 그로부터 기인하는 신성모독적인 저항( r에피그라프가 있는 

시 (CTHXH rrOll 3rrHrpaiþoM)J (1958)) , 혹은 암울한 이 세계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에 대한 비전이나 신을 초월하는 절대에의 지향이라는 낭만적 세계관을 인정 

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부질없음을 인식하며 저 세계가 아닌 이 세계， 

곧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의 삶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시인 브로드스키의 낭 

만적 지향에 대한 거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해빙기 시인의 한 사람인 아꾸자바의 시의 핵심적인 모티브가 ‘시작’임에 

반해 같은 시기를 산 브로드스키의 시를 규정하는 핵심어는 ‘끝’이다.13) 다가 

오는 세상의 끝에 대한 예감은 곧 이미 도래한 끝과 그 이후의 폐허로서의 

세계의 이미지로 바뀌고 끝을 경험한 ‘포스트 아포칼립시스’적 시인으로서， 브 

로드스키는 러시아 은세기 문학 전통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시대’를 

향한 낭만적 지향을 반복하는 60년대적 정신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그 

들에 대한， 더 나아가 모더니즘의 본질로서의 낭만적 지향에 대한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종말 이후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제의와도 같은 모더 

니스트들의 종말에 관한 답론 자체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브로드스키는 거대 

문화로서의 모더니즘의 끝으로， 모더니즘 이후로 나아간다. 

13) 3. 10. neTpoBa(2002) "CeMaHTH l<a <<Ha'laJIa>> H <<I<OHua>> B LlByx n03TH'IeC I<HX HLlHOCTHJlJlX 

(5. OI<YLl*aBa H H. 5pOLlC I< l깨)，" llOrH'leCKHf1 élHélJ1H3 Jf3b1Kél: CeMélHTHKél HéltfélJ1él H KOHL(él, 

M., CC. 4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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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중극 구조와 화자의 분열 속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와 패러독스 

브로드스키의 여러 초기 시들에서 시적 화자는 시적 주인공들로부터 때 

로는 낭만주의적 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며 따라서 

그의 초기 작품에는 낭만주의적 지향과 공존하는 시인의 현실인식에서 기인 

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이중적인 구조가 자주 발견된다. 이 

러한 이중적 구조는 그의 1961년 초기 장시들 속에서 역시 반복된다. 이 장시 

들에서의 낭만적 이상과 그에 대한 아이러니는 이미 마야코프스키적인， 해빙 

기적인 낭만적 이상과 문학의 확장주의에 대한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이들 작 

품의 극적 구조， 더 정확히는 극중극 구조 속에 구현되는 모더니즘의 문학적 

이상에 대한 아이러니와 제한된 극중극 공간에서만 가능한 시인의 제한된 권 

능에 대한 운명적인 인식으로서의 낭만적 아이러니이다. 

60년대 초에 이르러 브로드스키는 초기 장시들 속에서 러시아 모더니즘의 

서정-서사시 (JUlpO-3nHQeCKaj\ n03Ma) 전통을 차용한다. 20세기 초반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서정 서사 장르의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공간으로서의 페테르부 

르그는 작가의 구체적인 현실 속의 도시 페테르부르그와 대립된다. 이틀 작품 

들， 특히 「 페 테 르부르그 로만(neTepõyprc l<Hα pOMaH)J (1961)과 「 행 렬 (UIeCTBHe) J 

(1961)에서 브로드스키는 신화화된 페테르부르그 공간 속에 영원한 문학적 삶 

의 이상을 그린다. 츠베타예바의 「크뢰살로프(KpbICOJlO B) J 와 아흐마토바의 「주 

인공 없는 서사시 (n03Ma õe3 repoj\ )J 의 영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14) 이 작 

품들에는 20세기 초반 서정-서사 장르(J1HpO-3nHQeC I<Hη >I<aHp)에서와 마찬가지 

로 시인의 개인적 경험과 시공간적인 배경이 보편적이고 문학적인 전통과 공 

존한다 15)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는 개인의 전기적 경험이 전우주적인 원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화적 컨텍스트는 개인의 설존적 문제를 드러내는 

14) D. W. MacFadyen(1995) ]oseph Brodsky and Baroque, Los Angeles, CC. 86-87; 

J1. A. BIIKYJIIIHa(2002) "<<CJlell>> l.\BeTaeBCKoro <<KPbICOJlOBa>> B n03Me-뻐CTep1l1l H. BpOIl 

CKoro <<WecTBlle>>," Ha nyrJfX K nOCrH){(eHHIO MapHHb/ l!BeraeBoR. Cσ cra reR( lJeBJf raJf 

IJBeraeBCKaJf Me:t<.ayHapO/]HaJf HaY'lHO- reMa rWleCKaJf KOHlþepeHIJHJf), M. , CC. 195-205. 

15) 서정-서사 장르의 특성과 신화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 O. OCllnOBa 

(2000) TBop'/e crBo M. κ l!BeraeBoR B KOHreKcre KyßbrypHoη MHrþOßorHH Cepe-

6pJfHOrO BeKa, KllpOB, CC. 128-132; E. 3TKIIHIl(1995) Taκ BHyrpH. 0 pyccKoR n033HH 

XX BeKa, cn5.,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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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된다. 현실의 불합리함과 악마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화시학 

적인 테우르기아(TeypnUI)를 통한 부활과 갱생의 신화적 원칙을 지향했던 20 

세기 초반 러시아 시인들에게서의 문화적 신화적 기호들은 1961년 브로드스 

키의 서사시 속에서 오히려 현실의 불합리함과 시간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 

고 다가오는 끝과 종말의 필연성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브로드스키에게 20 

세기 초반 시인들의 태우르기아에 대한 지향은 단지 시 텍스트 내에서의 시 

인의 권한·에 대한 과장된 인식 속에 존재할 뿐이며 마찬가지로 종말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부활의 모티브 역시 자신의 텍스트 속에서만 시 

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시인의 제한된 권능 속에 투영되어 있을 뿐이다. 

「페테르부르그 로만」은 액자구조를행렬」은 극중극의 구조를 따른다. ‘텍 

스트 속에 포함된 텍스트(TeKCT B TeKCTe)’라는 장치는 20세기 초반 작가들에 

게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들에게 텍스트의 현실은 곧 텍스트 외적 현 

실에 다름 아니었으며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를 통해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었고 동시에 텍스트 내의 세계의 제한성을 통해 자 

신들의 문학적 이상의 실현의 제한성을 시인의 권능의 제한성을 드러냈다. 

브로드스키는 모더니즘의 담론을 자신의 텍스트 속의 텍스트로 삼는 메타시 

학적인 시도를 통해 자신의 모더니즘에 대한 양가성을 드러낸다. 1961년 후 

반기에 씌어진서사시 신비극(n03Ma-MHCTepH~)J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대 

작 「행렬」에서 시인의 전기적 시간과 페테르부르그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은 

이미 죽은 등장인물들이 시간의 구속을 벗어나 부활하는 무시간적이고 신화 

적인 공간 - 무대로 탈바꿈한다. 죽음의 기운으로 둘러싸인 페테르부르그는 

실재와 환상의 교체， 대중과 행렬， 그로테스크， 파괴와 부활의 힘， 카니발적인 

콜라쥬의 미학 등을 특질로 하는 신비극이 펼쳐지는 공간으로서의 전통적인 

‘도시-무대’의 형상이 되면서 20세기 초반의 서사시 전통을 드러낸다. 신비극 

과 광대극이 공존하는 마야코프스키의 「미스테리야-부프(MHCTepH~-5y빼) J , 또 

한 신비극적 요소와 도시의 저급한 문화가 공존하는 블록의 r 12(llBeHalluaTb) J 

안드레예프의 「인간의 삶(lI<H3Hb qeJlOBeKa) J 같은 20세기 초반 드라마나 서사 

시에서처럼 브로드스키의 「행렬」 역시 신비극의 수직적 축과 ‘코메디아 넬 아 

르테 (com어ia dell ’ aπe)’를 비롯한 도시의 저급한 문화의 파노라마인 수평적인 

축을 따라 구성된다. 민중극의 변사(5aJlar aHHblß Ilell)나 라욕(pa강K)을 이끌어가 

는 이야기꾼(paëWHHK)의 형상을 닮은 화자는 자주 관중을 지향하며 자신에 의 

해 주도되는 극 구조에 관심을 돌리고 작품의 끝에 대해 지적한다. 그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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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작품의 조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작가는 둥장인물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다행렬」의 화자는 극 공간의 밖에 존재하며 작품은 라욕의 구조를 닮는다. 

‘라욕’에서처럼 페테르부르그의 거리들은 파노라마를 이루고 그곳에서 등장인 

물들의 행렬이 지나간다. 이 작품의 화자는 라욕의 이야기꾼처럼 극중 인물들 

과 다른 시간을 살면서， 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 문학 내적 시간과 현실 시간 

의 괴리에 대해 지적한다. 각 장은 행렬을 이루는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해당 

하고 그들은 자신의 말이 끝나면 무대로부터 사라진다. 등장인물은 실제 시간 

의 죽음에서 나와 허구적인 극공간에 머문 뒤 다시금 실제 시간의 죽음으로 

돌아간다. 차례로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노래에 배어 있는 죽음에의 예감과 다 

가오는 끝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극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다 

름 아니다. 시적 화자는 계속해서 독자를 의식하고 자신의 작품이 너무 지루 

해지지 않는지 묻지만 계속해서 작품을 연기해간다. 곧 그는 글쓰기를 통해 

죽음을， 끝을 지연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극공간은 자신이 곧 데미우 

르그가 되는， 시간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문학적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 속에서 그리는 

신비극의 공간으로서의 무대는 일반적인 신비극의 진행에서와는 달리， 예수의 

탄생과 부활 같은 기적이 부재하는， 단지 반복되는 죽음의 공간， 작품의 끝， 

모든 등장인물이 사라지는 대단원의 순간을 향해 가는 끊임없고 지루한 움직 

임의 공간일 뿐이다. 등장인물들의 노래는 성서의 묵시록에서의 화염과 대천 

사의 나팔소리， 전쟁과 죽음， 모든 것을 열어붙게 하는 눈과 얼음， 관과 무텀， 

홍수 같은 형상들로 얼룩져 있다. 이런 묵시록의 모티브에 이어 마지막 남은 

주인공인 악마의 노래에서는 부활의 모티브가 드러난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죽 

음과 나란히 잉태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악마의 언급，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인가의 존재에 대한 기대는 ‘악마(40pT) ’0， 147)라는 단어를 통한 

유희로 인해 퇴색된다. 

바로 앞서 나오는 햄 릿의 로만스의 마지 막 구절 “KaKoro 40pTa Ha CaMOM 

lleJle! (1, 147)"라는 관용어로부터 마치 실현되는 메타포처럼 악마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노래에는 악마의 로만스라는 일반적인 제목과 달리 ‘효르트 !4op 

T!’라는 마치 일종의 욕설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 41번 장은 마치 

지금까지의 상황과 모든 것의 죽음에 붙여진 화자의 악의와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독백으로 들린다. 시인， 아를레킨， 돈키호테， 햄릿， 의쉬킨 같은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상의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주인공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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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라짐은 이들 낭만적 주인공들의 비극성과 동시에 모더니즘의， 시적 화자 

자신의 유아적인 낭만주의적 유토피즘에 대한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또한 예 

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는 돈키호테나 의쉬킨의 희극적인 사라짐은 새로 

운 세계와 구원이라는 메시아주의에 대한 조롱을 담고 있으며 바이얼린 연주 

가의 로만스에는 마야코프스키의 죽음과도 같은 예술가의 낭만주의적인 자살 

의 모티브에 대한 패로디가 나타나 있다 Torna ， KOrna nWÕOBeH C HaMH HeT, 

ν Torna, I<orna OT xonOna rOpÕaT, ν nOCTaHb H3 4eMOnaHa nHCTOneT, ν nOCTaHb 

H 3anO*H ero B nOMÕapn. ν KynH Ha 3TH neHbrH naTe~OH ， ν H rne-HHõynb 

Ha CBeTe nOTaH따때 우리에게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추위로 둥이 굽게 된다면， 그러면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라， 그리고는 꺼낸 권 

총을 전당포에 잡혀서 그 돈으로 축음기를 사라. 그리고는 세상 어딘가에 가 

서 춤을 추라(1， 127) .16) 

이 작품에서 극공간은 화자의 현실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화자의 전적인 

지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가는 현실 공간의 시간의 파괴적인 힘 

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한다. 그 곳에서 화자에 의해 제시되는 세계는 낭만적 

유토피즘이 이미 ‘4opT! 에이 씨!"라는 욕설을 통해 무화되고 아이러니만이 남 

겨진 공간이 되고 만다. 세계의 종말과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에의 기대라는 

낭만적 비전은 시인의 낭만적 아이러니에 자리를 내어준다. 자주 새의 비상이 

나 별의 모티브를 통해 그려진 천상을 향한 움직임， 신비극의 기적과 부활로 

의 수직적 지향은 수평의 축을 따라 계속되는 시간의 잔인한 움직임에 굴복 

한다. 현실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방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 글자들을 채워넣 

고 있으며 ‘곧 크리스마스’라는 시인의 언급은 실제로 시인 브로드스키의 바 

로 이어지는 작품 「크리스마스 로만스(Po*neCTBeHCKHH pOMaHc)J(1962)의 암울 

한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킨다. 페테르부르그는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이 약속 

되는 카니발적인 신비극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니며 기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불모의 공간， 부활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아이러니로 대체되는 눈과 

얼음의 공간이 된다. 이 작품에 이르러 죽음을 향해 계속되는 직선적 시간에 

대한 브로드스키의 확고한 인식은 낭만적 유토피아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이 

끈다. 부활과 크리스마스를 말하며 동시에 암울한 크리스마스를 그리는 시인 

16) r. J1eBHHToH(l999) "CMepTb I103Ta: l10c때 BponCKHl!," Ifoc때 BpOIICKHIt: TBOp'leCTBO, 

JlH'IHOCTb, cYlIb6a. HTorH Tpex KOHtþepeHLJH.κ cn6., c.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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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모순은 바로 브로드스키에게서 이후 계속되어지는 아이러니와 반어의 

출발점이 된다. 그가 매번 크리스마스 시 속에서 말하는 기적에 대한 기대는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와 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겨진 시인의 

포기되지 않는 희망을 엿보게 한다. 이는 바로 죽음과 끝의 예감 속에서 악마 

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아이러니 섞인 부활에의 기대와 다름 아니다. 또한 이 

것은 그의 이어지는 서사시 “조피아30iþb~ (1962)"에서의 AJJ.와 lJA를 오가는 진 

자의 운동을 통해 지옥(a.ll)마저 긍정(.lla)하는 시인의 삶의 전략이기도 하다: 

B HeBepm! - 0 rocnO뻐 mein Gott, ν BblliCKHBaTb He An y*e, HO nA - ν 

Haw,ynbIBaTb CBOH BblXon B HHKornA. 불신 속에 서 - 오， 신 이 여 . 나의 주여 ,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네’를 찾아내는 것， 영원한 부재로 나아가는 출구를 찾 

는 것(1， 185). 

「행렬」에서 시인의 현실 시간을 그리는 마지막 여섯 행의 종결부의 첫 행 

과 마지막 행은 ‘타자기를 두드리는’， 곧 ‘시 쓰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다. 시 

인은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끝을 연기시킨다. 시인에게 삶은 결국 자신이 신 

이 되는 공간， 곧 시의 시간이다. 햄릿의 로만스에서 그의 영원한 조언자 호 

래시오(ropaL\Ho (Horatio) )는 시인과 시의 영원성을 말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 

스(ropaL\때(Horatius)로 바해 어 있다(1， 146).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 단지 직 

선 적 인 문제 He ðbITb H)]H ðbITb - Bonpoc np~MO)]HHeHHb!H’(1， 147) , 곧 시 간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햄릿의 모놀로그가 지닌 전통적 의미장으로서 

의 죽음과 잠의 토포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이 ‘밖으로부터의 기적을 믿 

었었다’는 햄릿의 고백은 햄릿의 모노로그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낭만성 

을 극복한다17) 자신이 운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는 햄릿의 지적과 호라티우 

스， 세익스피어에 대한 언급 속에서는 죽음과 잠의 토포스를 넘어서는 문학의 영 

원성의 문제가 암시된다. 시인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이 아닌 죽음 

에 임하여서도 계속되는 문학을 통한 존재에 대해 말한다. 시적화자가 지루해 하 

는 독자를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등장인물이 사라질 때까지 작품을 지루 

하게 이끌어 간 것은 자신의 죽음을 유보하는 행위였다. 문학적 유토피아를 무화 

시키는 현실의식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는 시와 언어에 대한 믿음은 그의 작 

품이 「아름다운 세계의 종말(KoHeL\ npeKpaCHO낀 3nOXH)J (1969)을 향해 나아감에 

17) 햄릿의 독백이 지닌 러시아 문화사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와 그것이 브로드스키 
의 작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 )f(OJJKOBC I<Hß 

(2000) "5pOIlC I<때 I! I!H빼HI! TI!BHOe nI!CbMO," ILπ'0， No 때， M., cc. 187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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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다 강한 회의와 함께 그려진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되지 않는다. 단지 브 

로드스키의 내적인 분규가 더욱 강해질 뿐이다. 게다가 그러한 내적인 폭발을 시 

인은 점점 더 정연한 언어 형식 속에 가둔다. 낭만주의 시기는 끝을 향해 가고 

그의 시는 고전주의적 단계로 이행해간다. 마야코프스키적인 낭만적 파토스와 격 

한 감정의 폭발은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전적， 이성적 

언어와 그것에 의해 가려진 분트가 이루는 긴장감은 더 커진다. 브로드스키는 완 

전한 비극성 속에서도 완전히 평온함을 자신의 문체를 통해 보이려 애쓰며 감추 

기 어려운 마야코프스키적인 파토스와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한다. 역설적 

이게도 이전의 시기의 시에서 감추어지지 않던 낭만적 파토스에 대한 기억은 그 

것을 감추고 있는 이후의 고전주의적 시들의 주제가 된다. 

이어지는 시기(1963-1968)의 시들은 많은 경우에 낭만적 지향이나 이상주 

의에 대한 언급을 감추고 있다. 자주 마야코프스키를 패러디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무모한 청년에 관한 짧은 시에서 브로드스키는 노란 조끼라는 단어를 

통해 마야코프스키를 암시한다. 또한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나 완전히는 아 

닌 ... (BnoJlroJloca - KOHeqHO , He BO BeCb)J 이라는 시는 제목부터 마야쿄프스키 

시로부터의 패로디된 인용을 보여준다. 또한 브로드스키는 이 시에서 마야코 

프스키 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통해 자신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BnoJlroJloca 

- KOHeqHO, He BO BeCb - / / npOma lOCb HaBCer.lla C TBOHM nOpOrOM. // He IIIeJIOX 

HeTC .lI rpall, He BCTpeneHeTC.lI BeCb ν OT rOJloca npHrJlymeHHOrO. ν C J)OrOM! 

ν nO J1eCTHHue , Ha YJlHUY, BO TbMy.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나 완전히 높이지는 

않은 채로. 너의 문을 영원히 떠난다. 도시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낮춰 

진 목소리에 놀라 깨어날 일도 없을 거다. 신이 함께 하길! 계단을 따라， 거리 

로， 어둠 속으로(II， 23). 또한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상주의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며 (HeT CKOPÕH 0 nOTep.llHHOH 3eMJle , ν HeT CTpaxa nepell CMepTbID BO 

BCeJleHHO꺼 잃어버린 땅에 대한 슬픔도， 이 만유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도 없다(II， 16): A Ham neTyx TOCKy CBOID r JlymH지， ν TaKoe BHll.ll, B CHJlbHhlX 

KyKapeKax. ν R cyxo 3TOH llpaMOH npeHeõper, ν BK JlIDqHJI npHeMHHK "pO띠Ha" H 

J1er 우리 집 닭은 그 큰 울음소리 속에서 자신의 우수가 새어나가지 않게 한 

다. 나는 이런 드라마를 건조하게 무시해버린다. 나는 라디오 ‘로디나‘를 켜고 

누워버렸다(II， 17)), 시인은 다른 세계에 대한 기대나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애도’와 자신이 무관함을 말한다. 

단순히 연애시로 보이는 작품들， 떠나간 여인，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옛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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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시들 역시 자주 낭만주의의 극복과 그것에 대한 향수， 시의 이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는 시인의 자신의 사라진 뮤즈에 대 

한 애가， 혹은 뮤즈가 부재하는 상황에서의 시쓰기에 관한 메타시로 얽혀진다. 

r오거스타에 게 바치는 새로운 스탄자(HOBble CTaHCbI K ABrycTe)J (1964), r 베로 

니카여， 안녕히 (npomaHTe ， Ma짜ya3eJ1b BepoHHKa)J (1967), r 병 안에 든 편지 (nHCbMO 

B 6YTbIJ1Ke)J(1965) 등의 작품들 속에서 시인은 둘 -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 혹은 ‘나(JI)’와 ‘초월적 나(CBepx-51) ’， 즉， 서정적 주인공과 메타 

시적 주인공 - 로 분열된다. 이들 시에서는 서정적 주인공의 목소리와 그러한 

서정적 주인공을 바라보는 또 다른 화자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시적 화자 ‘나’ 

의 이상주의를 ‘초월적 화자(CBepx-51)’는 조롱하며， 반대로 ‘나’의 절망 가운데 

서 ‘초월적 나’는 절망스러운 세계 너머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위로 

한다. 자주 ‘나’의 자리에는 이전의 시인의 시의 화자의 형상을 담지한 인물이 

등장하며 이러한 경우에 그의 작품에서의 자기 인용과 자기 성찰의 경향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18) 특히나 「병 안에 든 편지」에서 선장의 말， “나는 사 

각형을 꿈꾸었고， 또 구형을 꿈꾸었다 ... 그리고 나는 자주 내가 옳지 않다는 

꿈을 꾸었다 CHHJ101 KBallpaT MHe H CHHJ1C.lI wap ... 11 CHHJ10Cb MHe 1..!aCTO, 1..!TO .lI He 

npaB (I, 3E퍼)"에서의 ‘사각형’과 ‘구’는 각각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과 오베리우의 

‘O(HOJ1b)’ 을 연상시키며 그러한 예술적 이상과 절대에 대한 믿음이 이미 과거의 것 

임을 암시한다. 또한 과거에 역시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선장 

의 말을 통해 이미 초기 시부터의 시인의 회의와 아이러니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기의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의 신화적 형상이 음 

악적/유아적 낭만주의의 오르페우스와 나르시스였던 것에 반해， 이 시기 그의 작 

품에 미로를 헤매는 테세우스와 분열된 두 얼굴의 형제， 펼멸의 카스토르(KaCTOp) 

와 불멸의 폴리데쿠스(nOJ1HlleBK)의 결합로서의 디오스쿠르(llHOCKYP)의 형상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19) 낭만주의적 화자， 혹은 과거의 시인의 

18) 예를 들면오거스타에게 바치는 새로운 스탄자」에서 절망으로 거의 시체와 다름 
없는 화자의 체념적인 말과 그런 상황에서도 종이장 (시의 은유)을 넘겨다보는 분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초월적 화자’의 형상이나 「병 안에 든 펀지」에서의 자신 

의 이전의 낭만적 열망에 대해 그것의 부질없음을 말하는 좌초 직전의 배의 선장 

의 형상을 보라 

19) 브로드스키 작품에서의 신화적 형상의 진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 KOBaJleBa 

(2001) "0따ccel! H HHI<To. 06 OllHOM aHTH4HOM MOTHBe B n033HH H. 5pOIlCI<OrO," CTapoe 

IlHTepaTYPHoe 0603peHHe, No. 2, cc. 75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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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서의 시적 화자 ‘나’와 자신의 낭만적 지향의 무의미를 말하며 혹은 

과거의 ‘나’의 무모함을 말하는 ‘초월적 나’의 결합과， 작품 속에서 그들이 이 

루는 양가적인 목소리와 그러한 목소리 속에서 드러나는 패러독스와 시인의 

방황을 각각 디오스쿠르와 테세우스의 형상이 암시한다. 시적 주인공은 이들 

시들을 통해 만날 수 없는 여인들에게 작별을 고한다오거스타에게 바치는 

새로운 스탄자」와 「병 안에 든 펀지」에서 시적 화자는 그 여인들의 형상 속 

에 시인을·떠나버린 뮤즈의 형상을 겹치게 한다 To eCTb 06JIH I< lleBbI, I<OHellHO , 

06JIH I< ν llylllH IlJI.lI Myll<lIHHbl. He Ta I< JIH , MY3a? ν B 3TOM npH lIHHa H CMepTb 

COI0 3a. //…Hy lITO lI<, TeM llaJIbllle ν Tbl OT MeH.lI. He 1l0rOHHT!..// BeJIHlIaBa Hallla 

pa3ny I<a , H60 // HaBcerlla paCCTaeMC .lI. 처녀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일종의 영혼의 형상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의 뮤즈여 .... 너는 나로부터 더 벌 

어지는구나. 이제 따라잡지 못한다. 우리의 이별은 거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별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m, 54). r 베로니카여， 안녕히」에서 역시 시인은 여 

인과의 이별을 말하며 그것을 통해 서정 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B HallleM npO IllJIOM - BeJIHlIbe. B rp.llllYlI\eM - np03a. 

우리의 과거엔 위대함이. 미래에는 산문이 있다. (II, 52) 

「베로니카여， 안녕히」를 통해 브로드스키는 이후의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 

성의 하나인 物에 대한 찬양， 물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서정시대의 종 

말， 곧 시인이 시를 통해 영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낭만주의적 이상의 시대의 종말 곧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을 향하는 과정에 

서 시인은 자신의 다음 단계에서 뮤즈를 대신하여 그의 작품에 들어서게 될 

물의 시학을 준비해간다. 그의 이후 작품에서의 물의 시학은 인간보다는 덜 

필멸의 물에 대한 찬양이며 이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영원한 뮤즈나 문학 

을 통한 영원 같은 이상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시인이 택하는 대안이다. 

4. 物과 기억의 존재시학 

1960년대를 총괄하는 마지막 장시 「고르부노프와 고르차코프(rOp6YHOB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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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qaKOB)J(1965-1968)에 서 의 고르부노프의 죽음을 통해 브로드스키 는 지 금까 

지 시의 주제가 되어 온， 전통적인 비극적 낭만주의 시인을 규정하는 수식어 

와 은유들， 순례자， 골고다， 십자가， 그리스도， 희생양 등의 이미지를 육화하고 

있는 고르부노프의 죽음과 그의 영혼을 이어받는 새로운 시인 고르차코프의 

탄생으로 지금까지의 낭만적 이상과 그것에 대한 아이러니 사이의 ‘진자’와 

같은 움직임을 마친다. 이전의 작품에서 화자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위한 구 

조적 장치， 때로는 이를 구상화한 극적 구조로서의 극중극 장치， 한 화자의 

분열된 영혼， 혹은 한 화자의 과거와 현재로 분열을 통해 드러나던 브로드스 

키의 이상과 그에 대한 아이러니는 이 작품에서 개별적인 두 주인공으로 분 

리된다. 시언은 낭만주의적 시인의 죽음을 그리며 대선 그러한 낭만적 영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삶과 물이라는 다음 단계의 시학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인공으로서의 고르차코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낭만주의적인 이상 

주의에 대한 반성과 그것의 불가능함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존 

재하는 강한 낭만적 파토스의 불가능한 공존은 새로운 시인의 형상으로서의 

고르차코프 속에서 이루어진다. 낭만주의 시인은 죽었고 아름다운 세계는 끝 

이 났지만 그 영혼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새로운 시 

인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바로 잇는 서사시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KOHeu npeKpaCHOH 3nOXH)J 

(1969)은 서 정 시 대 의 불가능함과 낭만주의 적 유토피 즘의 폐 허 를 목도한 시 인 

브로드스키의 비극적인 단언이다. 이 작품에서 시간적인 끝은 ‘막다른 지점 

(TynHK)’이라는 공간적인 은유로 묘사된다. “로바체프스키를 고수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벌어진 두 평행선은 어디선가는 만나야 하며 (He TO qTO아，1 •.• )]o6a-

qeBCKOro TBepllO 6JllOllyT , / / HO pa3llBliHyTbl다 MHp llOJl:l<eH rlle-TO CY:l<aTbC 5I )(U, 

162)" , 그 막다른 지점은 바로 어떤 기적도 찾을 수 없는 ‘퍼스펙티브의 끝’이 

다. 이 작품에서 로바체프스키의 원리는 흘레브니코프를20) 비롯한 아방가르드 

들에게서와 같은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단지 현실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시간의 끝이다. 로바체프스키에 대한 패로디는 마치 

러시아 모더니즘이 추구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세계의 허상에 대한 시인의 

조소와도 같이 들린다. 퍼스펙티브의 끝에는 ‘거울의 승리’라는 에피그라프가 

20) 흘레브니코프의 초기 저작인 r J1anoMllp J 에서 이미 로바체프스키의 원리가 나타나기 시 

작한다o. B. B. XJIe6뻐KOB(l앉웠) Coφ없fHe co tfHHeHHil I IT03Mb1, M'ψlCh밍， CC. 1없-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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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시인은 “이제 자신이 예전에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던 감정을 잊었 

음”을 고백한다. 거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초월하고 스스로부터 분리되어 

천상을 향해 내닫는 낭만적 영혼( r존 돈에게 바치는 비가(50JlbIll aR 3 J1erHR K 

ll)j(OHy llOHHY) J )으로서의 시인의 분선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2l) 퍼스펙티브의 

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세계의 끝에 위치한 경계이자 막다른 길 (TynHK) ， 

그리고 끝을 경험한 시인에게 시간의 과거로의 역행하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막혀.진 출구다. 시인의 천상을 향한 수직적 지향은 거울을 통한 수평적 

인 지향으로 대체된다. 그의 후기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는 ‘지평선’과 그 지평 

선 너머 세계‘란 초기 작품의 “무언가 우리 위에('1TO-TO BbIIIle HaC)"의 거울적 

대칭물이다. 초기 작품에서 자주 시인이 천상의 절대에 대한 암시를 작품에 

배치했다면 이제 후기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시인의 작품의 마지막에는 지 

평선 너머를 향하는 시적화자의 향수 어린 형상이 위치한다. 그의 후기 작품 

에서 시인은 ‘경계 너머’ 역시 죽음으로 점철된 ‘무’의 세계， ‘사물’의 세계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한다. 초기의 수직적 지향은 이제 시간적인 끝 이후와 또 

한 시인의 전기적인 경험， 망명 이후 언제나 도달할 수 없는， 혹은 갈 수 없 

는 바다 건너를 향한 수평적인 지향으로 바뀐다. 시인을 대신하는 신화적 형 

상 역시 바다 너머를 동경하는 율리시스가 된다. 

거울과 아말감은 완전한 상실의 지점으로서의 퍼스펙티브의 영역 밖에 위 

치한 시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능성이며 그것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고국으로 향한다. 러시아를 떠나게 된 시인에게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국(I1MnepHR)의 모티브는 바로 그가 시간적인 세계의 끝 

과 공간적인 퍼스펙티브의 밖이라는 토포스， 즉， 고국의 밖에 위치하여 바라 

본 고국의 모습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제국은 이상적인 고대세계로 

서의 문화적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비에트 

의 절대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의 하나로서 시인의 작품에서 변주되는 조각상의 

모티브 역시 망명이후 시인에게서 단순한 경멸적인 일의성을 벗어나 양가적 

21)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의 거울과 분신의 형상 속에 드러난 낭만성에 대해서는 다 
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B. nαIyXHHa(l~) "MeTaMO때。3비 〈어>> B 1I0331!1! 1I0CTMOtIepHI!3Ma: 

llBOl!HI!KI! B 1I03TI!l.IeCKOM Ml!pe 5pOtlCKOrO," Studia Russica Helsingiensia et 

Tartuensia V MO,aepHH3M H TlOCTMO,aepHH3M B pyCCKOi1 J1HTepaType H KyJ1bType, 
Helsinki, cc. 3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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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22) 

조각상과 物은 시인의 회상과 기억을 매개한다. 시인은 조각상과 물이라는 

대상들 속에서 자신의 기억의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발견한다. 조각상은 이제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계속되기 시작하는 물에 대한 변론의 정점을 이루는 

대상물이 되며， 물의 시학의 대표로서 조각상에는 멈추어진 시간으로서의 영 

원의 의미가 스며든다. 특히나 시인에게 ‘기념비’는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한 시 

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것으로서의 언어， 시， 더 나아가 시인에게 소중한 시적 

전통으로서의 기억을 상징하며 또한 역으로 시인의 고국에 대한 기억은 고국 

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서의 조각상과 제국의 모티브 속에서 자주 환 

기된다. 낭만적 유토피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끝 이후의 세계에서 기억 

은 시인의 새로운 뮤즈가 된다. 낭만주의 시인의 꿈과 몽상을 이제 기억이 대 

신한다. 러시아 및 서유렵 문화전통과의 드러나는 혹은 숨겨진 상호텍스트와 

인용， 그에 대한 패러디가 그의 텍스트를 메운다.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 

나기 시작하는 그의 작품의 잦은 상호텍스트성은 바로 텍스트들의 기억들이 

이루는 유희다. 그것은 유희라는 자유로움을 통해 그 텍스트를 보존하면서 동 

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얄리는 이중의 기호다. 

이러한 브로드스키 시학의 몇몇 특성들은 그의 ‘아름다운 세계의 종말’ 이 

후， 성숙한 시기 작품들의 아크메이즘적 특성을 말하게 한다. 그러나 브로드 

스키에게서 아크메이즘 시학은 거의 대부분에서 이전의 낭만적 이상의 대안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의 아크메이즘은 더 이상 서정시의 이상이 불가능 

함을 자각하는 마지막 시인으로서 그가 느끼는 ‘포스트-아포칼립시스’적 상황 

으로부터 촉발되 며 브로드스키 의 낭만주의 적 이 상이 자주 상징 주의 적 인 면모 

를 드러내는 것은 고려할 때 아크메이즘이 상징주의의 서정적 시대의 끝에 

이르른 산문의 시대로의 이행임을 지적하며 이것을 시의 시대의 막다른 길에 

이른 모더니즘의 마지막 말로 간주한 에이헨바움의 지적은23) 아크메이스트들 

의 그 이후의 행보와 브로드스키의 아크메이즘적 특성들 속에 내재한 아리에 

르가르드(apbeprapll)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아크메이스트들은 자신들의 초기 

22) 브로드스키 에 게 서 의 조각상 모티 브에 관해 서 는 다음을 보라. A. PaH~HH(2001) Ha 

I1Hpy MHeM03HHbl: HHTepTeKCTbl HOCHtþa EpOt/CKOrO, 1-1., CC. 47, 390 - 392; B. IOxT(l999) 

"CTaTyapH뼈 M때 B n033싸! 5pollcKoro," Russían Líterature, Vol. μ， North-Holland, 

c. 420. 
23) 5. 311xeH6aYM(l996), CC. 3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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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메이즘이 속했었던 모더니즘의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인용이나 상호텍스 

트적인 유희를 통해 오히려 모더니즘을 계속 연장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복원 

하려 했다. 브로드스키는 바로 이들이 끝낸 지점에서 아크메이즘과 관련을 맺 

는다. 그리고 상징주의와 아방가르드 작가들과 그러했듯이 아크메이즘의 형식 

을 빌어 바로 그 아크메이즘을 떠난다. 브로드스키는 바로 유토피아의 언어로 

그 유토피아를 부정하며 마찬가지로 아크메이즘 시학을 통해 아크메이즘이 

속한 모더니즘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난다. 

모더니즘의 모든 흐름들을 종합하고 동시에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지 않으 

며， 아이러니를 통해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브로드스키는 이처럼 자신의 

‘post’적 위치를 형성해간다. 란친(PaH'IHH)은 1987년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드스키의 작품 「헌시 (nOCB.lIlI\eHHe) J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모더니즘 시 

인들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그 시인들이 속한 문학전통으로부터 자신이 분리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껑) 그는 이 작품에서 브류소프， 아흐 

마토바， 파스테르낙의 시구를 부정사 뻐’와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시가 그들이 

각각 속해 있었던 상정주의와 아크메이즘， 미 래주의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음을 드러낸다(III ， 148) , 브로드스키는 항상 자신의 시가 결국 러시아 은세 

기 문학의 계숭임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러한 전통을 수용하고 그 

것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그들과 맺고 있는 이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작품에서의 문학 전통들에 대한 아이러니와 부정은 또한 자신의 초기의 

이상에 대한 아이러니이며 동시에 끝까지 포기될 수 없는， 그러나 불가능한 

모더니즘적인 이상을 향한 강한 파토스에 대한 자기아이러니이기도 하다. 

5. 시인의 존쩨론: 시적 불변항으로서의 낭만성과 

칼립 티 차의 미 학(KaJIHß까IqeCKa~ 3cTeTHKa) 

“아름다운 시 대 의 종말”과 함께 브로드스키 의 작품에 서 낭만적 파토스는 

거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언어는 건조해지고 산문적이 된다. 물돌의 이 

름들이 텍스트를 메우고 그의 텍스트 역시 자주 물화된다. 유희적인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절대에 이르려는 모더니즘적 시도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으 

24) A, PaH'IHH(2001), c,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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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점점 더 텍스트의 표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물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 

제가 된다. 모더니즘의 수직적 지향이 경계너머라는 수평적 지향으로 변화했 

다는 것은 동시에 브로드스키 자신이 더 이상 수직적 지향이 이루어지는 패 

러다임의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지향의 대상이 되는 

패러다임과의 거리를 암시한다. 브로드스키의 이후 작품에서의 지향성은 모더 

니즘적인 지향성이 아니라 ‘모더니즘에 대한 지향성’이다. 이제 그것의 경계 

너머에서 브로드스키는 모더니즘의 지향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의 지향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의 텍스트를 자신의 텍스트의 재료로 삼는다. 

브로드스키 의 후기 작품이 향하는 대상이 되 는 ‘고국의 것’， ‘고국의 문화로서 

의 경계너머의 것’을 모더니즘 전통으로 더 나아가 러시아 시의 전통으로 이 

해할 때 그의 수평적 지향은 곧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모 

더니즘을 향한， 더 나아가 러시아 문화를 향한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 

기에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본질이 있다. 더 이상 어딘가를 지향한 

다는 것이 불가능한 아포칼립시스의 폐허 혹은 ‘끝 이후’에서의 자신의 이전 

의 것， 과거의 기억으로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성찰과 향수가 브로드스키의 포 

스트 모더니즘의， 특히나 러시아 포스트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결 

국 모더니즘 이후의 모더니즘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모더니즘을 

스스로의 성찰과 지향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지향 

적이며 동시에 메타시학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세계 

란 결국 텍스트이기에 그 어떤 지향도 결국 언어적 텍스트적인 지향일 수 밖 

에 없다.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인용의 문제와 언어적 특성들은 

자주 이러한 이전의 문학전통이 이루는 텍스트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브로드스키의 작품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 때로 브로드스키의 작품은 급진적 포스트모 

더니즘의 외양을 띠며 이러한 시도들을 정당화한다.껑) 그는 해체와 파괴라는 

일련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과정을 카니발적인 혼돈과 어수선함을 특징으로 하 

는 텍스트들， 일반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소들 둥등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한다. 유희적인 광대의 형상을 하는 화자 역시 자주 둥장한다. 그 

25) 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이지연 (2004) r브로드스키의 포스트-모 

더니즘: 서사시 「공연」을 중심으로J，러시아연구~， 제 14권 제 1호， 6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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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러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외양들은 때로 그의 전혀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지 않은 본질을 드러낸다. 이러한 텍스트는 심한 역설을 낳는다. 

역셜은 브로드스키 작품의 불변항이다. 자주 표층과 심층의 부조화가 시인 

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의 모순이 드러난다. 또한 작 

품의 형식이 더욱 고전주의적으로 될수록 그러한 고전적 형식에 맞추어진 언 

어들은 거의 혼돈에 가까운 은유를 보여준다. 시는 점접 더 산문어에 가까워 

지고 언어·는 더욱 환유적 언어 형식을 따른다.A를 B와 결합시키는 환유적， 

수평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통사적 논리를 따르면서 브로드스키는 그 두 항에 

서로 전혀 다른 은유를 넘어서 남유(catachresis)에 가까운 두 단어를 위치시 

킨다 이는 산문어적인 지향에 저항하는 그의 시적인 본질을 반영한다. 에트킨 

드(3TKlIH，ll)는 통사구조와 리듬에 관한 분석을 통해 브로드스키의 작품이 표면 

적 산문적 성격에 대조되는 시적인 조직을 지니고 있음을 보인다.26) 폴루히나 

(IlOJlYXHHa)의 브로드스키 시 의 은유에 대 한 통계 적 조사 역 시 그의 작품이 실 

제로 아크메이즘적 경향에 서 있는 아흐마토바나 만벨쉬탐보다 미래주의적인 

흘레브니코프나 츠베타예바의 작품의 은유구조와 더 많이 닮아 있음을 보여 

준다.27) 특히 그의 작품의 특징적인 은유인 ’동일시 유형의 은유’는 브로드스 

키 외에 마야코프스키와 츠베타에바의 특징적인 수사법이다. 브로드스키의 작 

품에서의 메타포-코풀라(metaphor-copula)는 정연한 형식미를 지니는 고전주 

의적 언어의 논리 속에 가려진 시인의 시적 권능을 드러낸다. 

성숙한 시기의 브로드스키에게 카타크레시스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서 하나의 중요한 비유법일 뿐 아니라 그의 언어의 본질적인 특 

징이다. 그의 작품의 고전주의적 언어에도 불구하고 카타크레시스는 자주 그 

의 작품의 언어적， 텍스트 내적 구성 원리가 된다. 자주 결합이 불가능할 정 

도로 거리가 먼 두 항이 선언적인 그의 은유 속에서 계사(copula)의 논리적， 

언어학적 강제력에 의해 결합된다. 동일시하라는 문장의 논리적 요구와 독자 

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선지식 속에서 그의 동일시 형태 은유는 

때로 부조리에 가까워진다 CKa3aJl - KOJlbUO ‘그는 말했다’는 반지다m， 113); 

llpOCTpaHCTBO - Bemb. ν BpeWl :Ke, B CymHOCTH, 뻐CJlb 0 BeU\ll. ν 빼3Hb - !þopMa 

BpeMeHlI 공간은 물이다. 시간은， 사실상， 물에 대한 생각이다. 삶은 시간의 형 

26) E. 3T재H}](1985) MaTepHJI CTHxa, naplI)((. CC. 114 - 119. 
27) V. Polukhina(1989) ]oseph Brodsky: A poet for our time, Cambridge, c.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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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m， 361).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부조리에 가까운 은유를 선포하고 이 

를 통해 시인의 작품 공간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드러낸다. 많은 브로드스 

키의 작품의 은유들은 또한 기저에 놓여있는 동일시 유형의 은유로부터 파생된 

다. 이는 일종의 은유의 실현이다. 이러한 동일시 유형의 서술형 은유는 시인의 

언어를 통한 세계 변형의 의지를 이를 통한 텍스트-세계의 창조의지를 반영한 

다. 그의 작품에서 두 항을 동일시하는 명제는 그의 텍스트를 구축하는 원리가 

된다. 그의 작품에서의 패러독스는 바로 이러한 거리가 먼 두 항을 동일시하는 

시인의 의지와 그들이 드러내는 현실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더 나아가 공존이 불가능한 두 단어， 두 개념， 더 나아가 

두 가지 서로를 배척하는 인물들과 세계관이 마치 은유의 두 항이 코폴라의 

강제력에 의해 결합되듯이 시적 논리 시인의 권한에 의해 결합된다. 시인에 

게서 서로 다른 기호체계는 자주 그 경계를 상실한다. 그의 작품의 장르복합 

의 문제나 시인의 텍스트를 메우는 타인의 말의 문제 역시 이러한 카타크레 

시스적인 의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상식적인 인과관계가 거부되는 것， 언어의 

의미론적 차원과 텍스적인 차원의 경계 소멸로 인한 잦은 앙장브망의 사용， 

독자와 작가의 영역의 경계 소멸 시인의 자기기술 같은 현상들도 역시 이러 

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폭력적인 은유로서의 카타크레시스 뿐 

아니라 의미론적， 통사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더 나아가 이들 세 

차원 사이에서 구현되는 카타크레시스적 의식은 브로드스키의 작품 전체를 

관류한다.껑) 영원히 그 어떤 절대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삶을 살고자 

했던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절대적인 것이 가치를 잃고 다성적인 (대화적이 

라기보다는) 특성을 띠게 되는 것 삶과 죽음의 공존에 이르는 상호 배타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인에게 본질적인 이와 같은 카타크레시 

스적인 의식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브로드스키의 시의 많은 표면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의 원인이 되는 시인의 카타크레시스 의식은 동시에 그의 모 

더니즘적 창조의 의지를 그 내면에 감추고 있다. 곧 역설적으로 브로드스키의 

정연하고 논리적인 언어의 극단을 보여주는 동일시 유형의 명제들， 그리고 그 

러한 명제의 텍스트적 실현으로서의 카타크레시스적인 의식은 그의 이러한 

언어적 고전주의의 내부에 담겨진 아방가르드적 삶의 창조의 의지를 드러내 

28)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의 카타크레시스 의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1. C싸IpHOB 

(2000) "<<\1cTOpHtleCKHA aBaHrapll>> KaK 1I0llCHCTeMa 1I0CTCHMBOJlHCTHtleCKOA KYJlbTYPbl," 

MeraHCTopHJI, M., CC. 99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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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된다. 이 때 브로드스키의 언어가 점차 고전주의적으로 될수록 그 

의 작품의 이러한 내적 저항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로드스키의 작품은 그것의 내적인 본질을 표면적인 텍 

스트 조직 속에 감추는 ‘칼립티카(KaJIHnTHKa) ’ 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29) 오 

디세이를 7년이나 돌보아 주지만 결국 그의 향수를 못 이겨 그를 놓아줄 수 

밖에 없었던， 불멸을 선사하는 능력을 지닌 불과 지상의 경계에 사는 님프 칼 

립소(KaJIHIICO)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칼립티카’ 미학의 특정들은 특히나 오디 

세이처럼 잃어버린 조국과 잃어버린 문화 혹은 기억에 대한 향수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망명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미학적 

정향은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시인의 내적인 비극을 정교하게 짜여진 천(텍스트조직)으로 덮고 자신의 내적 

인 디오니시즘을 아폴로니즘의 외관으로 가리우는 시인의 기만적， 모방적 창 

조행위의 원리가 되며 이는 자신의 낭만주의적 분트를 정연한 언어 속에 가 

리는 ‘새로운 오디세이’ 브로드스키의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기도 하다. 

후기 브로드스키의 작품에는 디오니소스적이거나 낭만주의적인 순교자로서 

의 시인이 아닌， 자신의 시적 기교를 통한 존재를 말하는 시인의 형상이 나타 

난다. 텍스트는 이들 작가들에게 씨실과 날실이 엮여 무늬를 만드는 텍스츄어 

(texture)가 되며， 따라서 그들의 텍스트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은 표면적 조직 

의 얽혀 짜여진 표층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사물들을 일컴는 언어들， 물의 세 

계로 이행한다. 시인은 그러한 물들이 이루는 표층을 창조하는 주체이며 작품 

에서 형이상학적 심층과 모든 종교적 신화적 상징들은 일상화되고 탈신화화 

되며 표층적 텍스트의 유희에 참여한다데뷰(neõlOT )J 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 

나는 이중적 독해를 통한 텍스트의 유희나 그의 시의 잦은 앙장브망 속에서 

드러나는 이중적 의미성은 바로 이러한 유희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처럼 브로 

드스키에게서의 다양한 유희적 표층들은 외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기 

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러한 표층의 유희와 함께 그의 시 속에서 낭만적 심 

층의 에너지는 더욱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강한 긴장을 유발한다. 그의 작품 

에서의 모순적인 두 항의 공존은 마침내 내적인 디오니시즘과 외적인 아폴리 

29) 칼립티카의 미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 A. Hansen-Lëve(2α)()) "3CTeTHKa 

<<KaJIHnTHKH>>: AnOJIJIHHCKHe KOH l.\en l.\HH B MeTatþll3 l1'1eCKol! n03TIII<e Ha5oI<OBa," 

CeBepHblf1 BeCTHHK. Proceedings 01 the NorFA network in Russian Literature 
1995-21αJO， Stockholm, cc. 193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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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공존으로， 즉， 정연한 언어의 표면과 그 안에 가리워진 폭발 직전의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극단적인 카타크레시스로까지 확대된다. 

‘아무도 아닌 자(HHKTO)’로 묘사된 서정적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의 

세계에 존재하는 상징주의적， 낭만적 이상의 대체물인 ‘별’과 경계 너머를 지 

향하는 초서정적 자아로서의 작가의 가면은 바로 브로드스키 작품의 칼립티 

카의 미학적 정향을 드러내는 표면-텍스츄어를 통해 스며나오는 그의 디오니 

소스적인 낭만주의적 시인의 얼굴， 곧 브로드스키의 작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초서정적 자아로서의 작가 자신의 모습이며 이는 그의 작품의 아크메이 

즘적인 특성과 그로부터 발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표층적 현상에도 불구 

하고 끝까지 지켜지는 그의 모더니즘적， 낭만적 본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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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Проблема Романтики в Поэзии И. Бродского

Ли, Чжи-Ен

в данноft стать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амбивалентность романт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в творчестве И. Бродского и сосуществующие в его сознании романтический

утопизм и романтическая ирония. Изначальное романтическ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прекрасному миру редуцируется в проект чисто внутрилитературной утопии и,

наконец, сменяется иронией над этим утопизмом.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обнаруживает амбивалентнность отношения Бродского к собственному жизне

творческому проекту и присущему ему романтизму, а также показывает амби

валентн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омантизму в целом как характерной особенности

русского модернизма. Кратковременный процесс эволюции поэзии раннего

Бродского, с учетом диалектич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идеализма и саморефлексии

над ним, является как бы квинтэссенцией, сжатой моделью процесса развития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за полвека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Т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дальнейщее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тва Бродского является закономерньш завершением

развития самого русского модернизма как «мегакультуры».

Факт биографии Бродского - его эмиграция -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является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й реализацией его духовной «тупиковости» И «вненаходимости»,

исключения из модернистской традиции.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его поэзии

после «конц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этой физической, духовной вненаходимостью

поэта, что и определяет его позицию «пост-».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е черты по

эзии Бродского проистекают из его нахождения вне модернистской традиции,

его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й позиции. Если ран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Бродског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б устремленности поэта к прерванной, недоступной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модернистской традиции, о внутреннем расколе поэта, пред

чувствующего неосуществимость своих творческих намерений, то его позд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основываются на трагизме и ностальг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оэта

к традиции, вне которой он оказался и к которой уже невозможно вернуть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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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OCHOBe TaKOrO npennOnO*eHH~ B naHHOfi CTaTbH Bhl~CH~eTC~ reHeTHKa 

aKMeHCTH'.jeCKO꺼 n03T씨<H B n033짜1 EpOnCKOrO. Y EpOnCKOrO OHa CKOpee BhlcTynaeT 

KaK CpenCTBO nepenaTb OTqy*neHHOCTb OT pOMaHTHqeCKOrO , MOnepHHCTCKOrO 

Hneana, K KOTOpOMY npHqaCTeH CaM aKMeH3M. Eonee TOrO, aKMeHCTHqeCKHe KnaCCH

qeCKHe !þOpMhI H np03aH3HpOBaHHhlfi n03THqeCKH다 ~3hlK CTaHOB~TC~ CpenCTBOM 

COKphITH~ rnyõHHHorO pOMaHTHqeCKOrO na!þoca. Ha 3TO때 OCHOBe B paÕOTe pac 

CMaTpHBaeTC~ BHyTpeHH~~ npOTHBOpeqHBOCTb MeTa!þOpHqeCKHX, KaTaXpeCTHqeCKHX 

no CyTH, CTpyKTyp H MeTOHHMHqeCKOfi nOBepXHOCTHO꺼 TeKCTyphI n033HH EpOnCKOrO. 

H 3TO OÕb~CH~eTC~ nOCpenCTBOM nOH~TH~ KanHnTHqeCKO다 3CTeTHKH. 

np“ 3TOM yKa3hIBaeTC~ ， qTO aKMeHCTHqeCKHe qepThI, npOHCTeKalOIl\He H3 OTBep

ra애띠efi BC~KylO pOMaHTHKy TparHqeCKOfi 3K3HCTeHUHanbHO다 cHTyaUHH, B KOHue 

KOHUOB , CBO~TC~ K nOnhITKe CaKpanH3aUHH na~TH H ~3hIKa KaK OHTOnOrHqeCKOfi 

anbTepHaTHBhI. PaCCMaTpHBaeTC~ H ero pa3Hhle n03THqeCKHe KOHCTaHThI C TOqKH 

3peHH~ ÕHOrpa!þHqeCKOfi, 3K3HCTeHUHanbHOfi cHTyaUHH n03Ta -3MHrpaHTa <<BHe>> H 

<<nocne>> pycCKofi nHTepaTypHofi TpanHUHH. 3Ta paÕOTa TaK*e H BWIBneHHe n03TH

qeCKHX KOHCTaHT , KOTOphle npHcyTcTByroT B n033HH EpOnCKOrO, HeCMOTp~ Ha pa3HO

。õpa3He n03THqeCKOfi TeKcTyphI. OHH yKopeHeHhI B caMofi OHTOnOrHH n03Ta KaK 

CYIl\eCTBOBaHH~ qepe3 n033HIO H naM~Tb H õnaronap~ HMMaHeHTHOfi caMofi n033HH 

ee pOMaHTHqeCKOfi CyTH. B 3TOM CMhICne MO*HO oõcy*naTb TpaHCueHneHTanbHOCTb 

HpOHHH B TBOpqeCTBe EpOnCKOrO H B03HHKalOIl\Hfi OTC lOna nHpHqeCKHfi napaaoKc. 

H nOKa3hIBaeTC~ ， qTO 3TH nBa 3neMeHTa CTaHOB~TC~ n03THqeCKOfi CyTblO TBOP

qeCTBa EpOnCKOrO , BCe-TaKH npO*HBillerO *H3Hb B COOTBeTCTBHH CO BCeMH Ka 

HOHaMH cynbõbI pOMaHTHqeCKOrO n03Ta -H3rHaHHH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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