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청동기마상」에서의 의미론적 대립에 관하여: 

표트르 대제와 청동기마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현 우. 

1. r청동기마상」의 수수께끼 

1833년 볼지노의 두 번째 가을에 창작된 「청동기마상(MellHblìl BCallHHK) J 은 

흔히 푸슈킨의 창작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임과 동시에 가장 문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1) 그런 만큼 이 작품은 이미 많은 비평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2) 하지만， 여전히 가장 상반적인 해석들을 낳고 있는 「청동기마상」 

의 진정한(혹은 은닉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 

고 않다.3) 대개의 연구자들이 이 작품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와 하급관리 예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Andrew Kahn(1998) Pushkin's The Bronze Horseman, Bristol Classical Press, 

1998, p. 띠i. 

2) r 청동기마상」의 여러 판본들에 대한 가장 자세한 텍스트 비평 및 연구사 개관은 이 

즈마일로프(H. B. IhMa꺼J10S)가 편집/해제를 맡은 A. C. nymKHH(1978) Mel1Hb1It BCal1HHκ 

J1., HayKa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은 러시아의 r청동기마상」 연구의 결정판으로서 

이 작품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청동기마상」에 대한 영어권 최 

초의 포괄적인 연구서는 W. Lednicki(1955) Pushkin's Bronze Horseman: The 
Storγ 에 aMαsterpiece，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이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서로서 A. Kahn(1998)은 비평사/연구사에 대한 정리와 함께 상세한 참고문헌 

서지를 싣고 있어서 유익하다， 최근에 나온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G. Rosenshield 
(2003) Pushkin and the Genres o[ Madness: The Masterpieces o[ 1833,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부제대로 푸슈킨의 1833년 
텍스트들에 나타난 광기의 테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로서 90쪽 분 

량의 제3장을 「청동기마상」 분석에 할애하고 있다 

3) 호다세비치 (B. XOllaCeSHtI)에 따르면청동기마상」에서 표트르의 전제주의와 자유에 

대한 민중의 사랑 사이의 충돌， 국가의 전횡에 대한 개인(‘작은 인간’)의 반항， 사 

적 이익과 일반적 이익 사이의 적대적 관계，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 낸 창’ 때문 

에 제기되는 유럽과 러시아의 문제， (1831년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봉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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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게니 사이의 의미론적 대립을 지적하지만，4) 작가 푸슈킨이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표트르/청동기마상과 예브게니의 대립 

양상만을 놓고 보더라도 푸슈킨의 (정치적)입장이 ( i )국가적 이익을 위한 개 

인 희생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는 국가주의적 견해 (Y. 벨린스키와 

A. 루나차르스키 둥)， (ii)국가의 전횡적 폭력에 대한 ‘작은 인간’의 저항을 대 

변하고 있다는 인도주의적 견해 (Y. 브류소프， G. 마코고넨코 등)， (iii) 이 비극 

적 갈등와 해소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어느 쪽도 펀들고 있지 않다고 

보는 중도주의적 견해(E. 마이민， M. 엠슈테인 등) 등으로 의견들이 갈라진 
다.5) 

사실， 이러한 견해들은 형식논리상 한 텍스트에 대한 가능한 (정치적)독해 

의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다. 과연 어떤 입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일까? 

국가주의적 견해의 경우， 예브게니에 대한 화자-푸슈킨의 동정과 연민을 간과 

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며， 인도주의적 견해는 불가피하게도 서시에서의 ‘표 

트르의 창조물’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예찬과 불협화음을 빚게 된다. 중도주의 

적 견해는 이 작품의 다성악적인 구성에 주목하도록 해주지만 서로 대립적인 

두 가지 진실의 아무런 화해 없는 병치는 ‘조화의 시인’ 푸슈킨의 창작에 비 

추어 이질적이다. 만약 「청동기마상」이 이렇듯 상호배제적이지만 공시적으로 

양립하고 있는 이러한 해석가능성들을 모두 허용한다면 이 작품은 지극히 모 

순적이면서도 분열증적인 텍스트가 될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독해의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아직도 현재적이라고 할 만한청동기마상」의 ‘수수 

께끼’를 풀고자 하는 이 글의 문제의식은 거기에서 비롯한다. 과연 「청동기마 

상」의 진정한/은닉된 메시지는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전제해둘 것은 이 ‘메시지’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댈에서 

와는 달리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청동기 

마상」 자체가 푸슈킨의 ‘개인 검열관’이었던 황제 니콜라이 I 세의 검열을 의 

할 때) 러시아와 폴란드의 대립，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악마와의 투쟁， 폴란 

드 시인 미츠키예비치(A. Mickiewicz)와의 문학적 논쟁 등 최소한 8가지 이상의 

주제들을 추출해볼 수 있다. W. Lednicki(1955), p. 5 참조. 
4) 이 대립 양상에 대해서는 백준희 (2002) rr 청동기사」 주인공들의 대립 양상 연구J ， 

『러시아연구』 저1112권 제2호， 129-149쪽 참조. 
5) 이러한 분류는 A. Kahn(1998) , 9-1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한편， 칸은 이 
작품에 대한 네 번째 견해(독해)로 r청동기마상」이 제카브리스트 봉기와 실패에 

대한 정치적 알레고리로 보는 견해 (D. 블라고이 등)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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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면서 씌어진바， 불가피하게도 간접적/우회적으로 주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 작품의 정치적 혹은 역사철학적 메시지를 제대로 간파해내 

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6) 다른 한편으로 ‘작가적 백일몽’으로서의 텍스트는 

그러한 외적인 검열 외에도 작가의 ‘의식’이라는 자기 검열로서의 내적 검열 

도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라는 텍스트적 욕망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 · 외적 검열의 금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말해진 텍스트’는 이러한 욕망과 금지를 동시에 충족/수용하는 교묘한 담 

화전략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 담화전략의 주체는 작가의 창조적 무의식이 

며，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의 메시지란 ‘텍스트적 무의식’을 구성하게 되는 그 

러한 창조적 무의식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메시지가 의식적인 작 

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요컨대， 텍스 

트는 표면적/의식적 층위 외에도 심층적/무의식적 층위를 갖는다. 그리고청 

동기마상」의 진정한/은닌된 메시지란 그 심층적/무의식적 층위에서의 메시지 

와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청동기마상」의 총체적인 다시 읽기를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의도된바 이 작품에 나타난 그러한 메시지 파악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블록(A. ÓJlOK)이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 

(0 Ha3Ha맨H깨 n03Ta) J (1921)에서 개진하고 있는 ‘푸슈킨론’에 근거하여， (i) 

푸슈킨에게서 시인의 사명이란 ‘조화(rapMOHH.lI)’의 쟁취이다， 라는 결 밝히고， 

이어서 ( ii ) r 청동기마상」에서는 그러한 ‘조화’가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 

다， (iii)r청동기마상」의 심층적인 대립은 표트르 대제와 청동기마상의 대립이 

며， 이것은 ‘자연’에 대한 ‘억압’ 대 ‘과잉억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iv)r청동 

6) W. Lednicki(1955), p. 3 주지하다시피청동기마상」은 니콜라이 I 세의 검열 때문 
에 시인의 생전에는 발표될 수 없었고， 사후 1837/1841년에야 시인 주코프스키 (B. 

:t<YKOBCkHll)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공개된다. 벨린스키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텍 

스트는 주코프스키 버전의 r청동기마상」이었던바， ‘불완전한’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는 얼마간의 ‘오독’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동시대 독자들이 이 서사 

시를 ‘홍수’에 대한 것으로 읽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니콜라이 I 세에 
게 제출된 원고가 쉐골료프(n. tnerOJleB)의 편집으로 출간되는 것은 1923년의 일이 

며， 초고들의 연밀한 검토 끝에 이즈마일로프의 확정판(각주2 참조)이 나오는 것은 

고작 1978년에 와서이다. 이러한 텍스트 발간사를 놓고 보자면청동기마상」에 대 

한 그간의 많은 연구/비평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온전한’ 연구/비평은 아 

직 미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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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상」은 이러한 적대적 모순의 은밀한 노출이면서 동시에 이를 봉합하기 

위한 시도이다， 라는 것을 차례로 주장/입증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면청동기마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후에 다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 푸슈킨과 시인의 사명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 J 7)는 1921년 2월 11일 푸슈킨의 

사망 84주년을 기념한 문학 강연문으로서 20세기의 ‘국민시인’ 블록의 ‘나의 

푸슈킨’론이자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그 자신의 ‘문학적 유언’이다.8) 

블록은 이 강연문에서 시인을 ‘조화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인 

관은 그 자체가 푸슈킨의 시 「시인(f103T) J (1827)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푸슈킨 이해의 핵심올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블록이 말하는 ‘조화’ 

란 무엇인가? 

4TO TaKoe rapMoHH~? rapMOHH~ eCTb cornaCHe 빼pOBhIX CHn, nop~LIOK MH

pOBOß *H3HH. nOp~LIOK -- KOCMOC , B npOTHBononO*HOCTb 6ecnop~LIKy -- xaocy. 

H3 xaoca pO*LIaeTC껴 KOCMOC , MHP, y'lHnH LIpeBHHe. KOCMOC -- POLIHOII xaocy, 

KaK ynpyrHe BonH~ MOp~ -- pOLIH~e rpYLIaM OKeaHCKHX BanOB. C~H Mo*eT 6~Tb 

He noxo* Ha OT~a HH B '1eM, KpOMe OLIHOII TallHolI '1epT~; HO OHa-TO H LIenaeT 

noxO*HMH OT~a H c~Ha(cc. 또4-5). 

조화란 무엇입니까? 조화란 세계의 힘들의 화합이고 세상적 삶의 질서입 

니다 질서， 즉 코스모스는 무질서， 즉 카오스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고대인 

들이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카오스로부터 질서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탄생 

합니다. 코스모스는 카오스에서 태어납니다. 마치 바다의 경쾌한 물결들이 

대양의 거센 파도 더미에서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스런 특정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하 

지만， 그 특정이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닮아 보이게 합니다. 

7) A. BnoK(2002) "0 Ha3Ha'leH뻐 n03Ta," CTHXOTBOpeHHJI H n03MN, M. , 3KCMO, CC. 554-561 
8) ‘나의 푸슈킨(MolI nymKHH)’론으로서 이 강연문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최종술(2004) 

r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J，러시아연구A ， 처1]14권 제2호， 207-23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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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란 화합과 질서의 다른 말인바， 그것은 카오스와 대립되는 코스모스이 

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는 카오스로부터 탄생하는바 카오스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대립적이면서 (불)연속적이다. 이러한 전제하 

에 블록은 시인의 세 가지 사명을 든다. ( i )소리들을 그들이 놓여 있던 무질 

서한 자연의 모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ii)이렇게 해방된 소리들을 조화 속 

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 (iii)이러한 조화를 외부 세계로 

가져오는 것. 이렇게 서로 연계돼 있는 세 가지 사명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처음 두 과제가 시인의 (일차적인) 존재론적 사명과 

관련된다면， 세 번째 과제는 시인의 (이차적인) 사회적 사명과 관계된다.9) 즉， 

카오스/혼돈으로부터 코스모스/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시인의 존재론적 사명이 

라면 그 코스모스/질서를 사회 속에 가져오는 것， 그래서 조화를 대중과 공유 

하는 것， 그것이 시인의 사회적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은 아래와 같은 도식으 

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l \-J 
카오스 | 시인 | 코스모스 

./이-

여기서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의 이행은 시인의 두 가지 사명과 맞물려 

자연과 사회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이때 자연과 사회는 일종의 유비적 

관계에 놓이는바， 자연에서의 ‘소리들(3BYKH)’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의 ‘의견들 

(rOJlocbI)’이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소리들’을 다루는 시인은 무질서한 자연에 

서 소리의 조화/화음을 발견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신의 모범을 통해 조화를 

상기시킴으로써 사회 속에서는 ‘의견들’을 중재하고 세상적 삶에 있어서 조화/ 

화합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시인의 

존재론적 사명으로부터 사회적 사명으로의 이행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처럼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존재론적 사명의 담지자로서 시인이 신의 

부름을 필요로 한다면 사회적 사명의 담지자로서의 시인은 사회적 인정， 혹 

은 황제의 위임을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 부름/인정은 동일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존재론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 사이에는 어떤 불연속면이 존재 

하는바， 시인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오해와 (검열을 포함한) 방해를 상징하는 

9) 최 종술(2004) ，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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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1.JepHb)’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불연속변에서이다. 명시적 

으로는 시인의 탄생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푸슈킨의 시 「시인 J 10)에는 시인이 

겪게 될 그러한 곤경이 이미 암시돼 있기도 하다. 

nOKa He TpeõyeT n03Ta 

K cB~meHHoA*epTBe AnonnoH, 
B.3a60Tax cyeTHoro CBeTa 

4 OH ManoaymHo norpy*eH; 

MOn'lHT ero CB~Ta껴 nHpa; 

nyma BKymaeT xna~HI때 COH, 
H Me* ~eTeA HH'ITO*H~ MHpa, 

8 BblTb Mo*eT, Bcex HH'ITO*HeA OH. 

HO nHmb õo*eCTBeHHbI꺼 rnaron 

nO cnyxa '1yTKoro KOCHeTC~ ， 

nyma n03Ta BCTpeneHeTC~ ， 

12 KaK npoõy~HBI뻐Ac~ open. 

TocKyeT OH B 3aõaBax MHpa, 
n애~cKoA'Iy*~aeTC~ MonBbI, 

K HoraM HapO~Horo KYMHpa 

16 He KnOHHT rop~oß ronOBbI; 

Be*HT OH, ~HK。꺼H CYPOBblA, 
H 3SyKOB H CM~TeHb~ nonH , 

Ha õepera nycT버HHblX BonH, 
20 B mHpOKom써Hble ayÕpOBbI ... 

시인에게 성스런 제물을 바치라고 

아폴론이 그를 부르기 전까지 

부질없는 세상사의 번민 속에 

그는 무기 력 하게 빠져 있었다. 

그의 신성한 리라는 침묵하고 

영혼은 차가운 잠에 취해 있어 

세상의 못난 자식들 중에서 

아마도， 그가 가장 못났으리 라. 

그러나 신의 음성이 

예민한 귀에 닿기만 하면 

시인의 영혼은 날개를 퍼덕인다， 

잠에서 깨어난 독수리처럼. 

그는 세상의 오락거리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소문을 멀리하며， 

민족의 우상의 발아래 

오만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거칠고 단호한 그는 

소리와 혼돈으로 가득 차 달려간다. 

파도치 는 황량한 바닷가로， 

술렁이는 드넓은 참나무숲으로. 

형식상 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의 1연에서는 신의 부름 이전 ‘세상’ 

속에서의 ‘가장 못난’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1 1) 그리고 2연에서는 ‘신의 음 

성’을 통해서 ‘차가운 잠’에서 깨어난 시인이 시인으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노 

래한다. 특히 블록이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17-20 i;~ 은 

‘소리들’의 차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발견해내는 시인의 존재론적 사명과 부합 

10) A. c. nymK뻐(1977) no.지'Hoe C06paHHe COtfHHeHHiI B 10 TOMax. JJ. , HayKa, T. 3, c. 23. 
11) 이 시에 냐타난 시인관과 시 창작과정에 대한 메타시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은 Brett Cooke(1998) Pushkin and the Creative Process, University Press of 

Florida, pp. 106-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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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파도치는 바다’가 카오스/무질서의 표상이라면， ‘참나무숲’은 묘 

스모스/질서 의 상징 이 다. ‘참나무숲(，lly6pOBbI)’이 ‘단호한/엄 격 한(CYPOBbIß)’과 각 

운을 이루고 있는 데서 암시되는 것이지만， ‘참나무숲’은 정돈된 질서， 혹은 

법의 설립과 동가화될 수 있다. 요컨대， 이 시는 시인의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소리들을 그들이 놓여 있던 무질서한 자연의 모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렇 

게 해방된 소리들을 조화 속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형식을 부여한다”는 처음 

두 가지 사명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사명이며， 이 마지막 사명， 곧 “이러한 조화를 외부 

세계로 가져오는” 사회적 사명에 대한 내용은 이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 

다 12) 다시 되돌아간 세계에서 시인의 ‘신성한 리라’는 사회에 의미있는 조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가장 못난 자식으로 

따돌림 받게 될 것인가? 13-16행에서 시인은 세상의 오락/유희 속에서 괴로 

워하고 소문을 멀리하며 민족/국가의 우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라고 노 

래되는데， ‘세상(MHpa)’과 각운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상(KYMHpa)’이라는 데 주 

의할 필요가 있다청동기마상」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세상은 ‘우상(= 

청동기마상)’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못난 자식’에서 ‘오만한 시인’으로 거듭난 

시인은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몫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혹은 시인과 우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시 설정될 수 있을까? 그는 

세상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이 이 시 「시인」에서 다루 

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블록/푸슈킨의 전망 

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듯하다 13)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회적 사 

12) 이러한 경향은 푸슈킨의 예언자-시인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로 거명되는 r예언 

자(npOpO I< )J (1826)에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대해서 “시의 모든 관심 

이 예언자의 탄생의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탄생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급도 없다는 점에서 이 예언자적 자기의식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만족과도 구별되 

지 않는다. 거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관심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 

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우(2004) 

r푸슈킨과 레르몬토프의 비교시학: 문학적 태도로서의 애도와 우울증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2-5쪽 참조. 
13) 블록이 푸슈킨의 시 r시인」에 이어서 바로 r시인과 군중(n03T H TOJJna)J (1828)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지만 시인의 사회적 사명의 수행은 쉬운 과제가 아 

니다시인과 군중j은 푸슈킨에게서 ‘군중’의 테마가 가장 잘 주제화되고 있는 시 

인바， 푸슈킨에게서 이 시는 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기-아이러니적 객관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기-아이러니는 블록의 것이기도 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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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회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사명과 마찬가지로 ‘시인 

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자체로 시인의 비극적인 숙명을 전제하는 

것일까? 

「청동기마상」은 그러한 시인의 사명/숙명과 관련하여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청동기마상」과 「시 

인」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이다. 푸슈킨 자신의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문학의 페테르부르크 신화14)에서 중핵적인 의미를 갖는 푸슈킨 

식 ‘페테르부르크 이야기’15)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Ha 6epery nycTHHH~ BOnH 파도치 는 황량한 강가(바닷가)에 

CTOJlJI OH, lIYM BeJIHKHX ßonH,16) 위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그는 서 있었다 17) 

이러한 시작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의 18-19행과 유사한 각운이 

다(가령 「청동기마상」의 첫행 “Ha õepery nycTblHHblX BOJIH"은 「시인」의 19행 

“Ha õepera nycTLlHHbIX BOJIH"과 구문적 , 음향적 으로 거 의 일 치 한다).18) 두 행 을 

편시인과 군중」은 동시대 독자들에게 푸슈킨이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의 

시인 모델이 예언자-시인에서 예술가-시인으로 전향해 가는 정표로 읽히기도 했 

다 P. Debreczeny(1997) Social Functions 01 Literature: Alexander Pushkin and 
Russian Litera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3-20 참조. 

14) 로트만(10. JJoTMaH)에 따르면， 페테르부르크의 역사는 페테르부르크의 신화와 불가 

분의 것이다. 그리고 1833-1835년의 푸슈킨은 이 도시에 관한 (신화적)유언비어들 

을 수집하여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 로트만 외 (1996) r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러시아시학연구회 편역， 열린책들， 55쪽. 
15) 형식상의 장르는 서사시 (n03Ma)이지만 r청동기마상」에는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OeTep6yprcKaJl nOBecTb)’란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이야기’는 표트르 대제의 페테르 

부르크 건설을 예찬하고 있는 송시풍의 서시 (BCTynJIeHHe)와 홍수로 약혼녀를 잃은 

하급관리 예브게니의 불행에 관한 ‘나의 이야기 (101011 paccKa3)’로 구성돼 있다(즉， 

‘OeTep6yprckaJl nOBeCTb ona + paCCka3’가 된다). 

16) A. C. OymkHH (1977) T. 4, c. 274. 인용문에서의 굵은 글씨 강조는 모두 필자의 것이 
다. 원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된 ‘OH’은 A. C. nymkHH(1978)에서는 대문자 ‘OH’으로 

표기돼 있다 

17) 인용문의 번역은 A. 푸슈킨(1999) r청동기마상J ， 석영중 옮김， 열린책들， 345-369쪽 

을 참조했으며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18) 이 러 한 유사성 에 주목하고 있는 연 구로 C. T. Nepomnyashchy(1988) "The Poet, 
History and the Supematural: A Note on Pushkin ’s ’The Poet/ and The 
Bronze Horseman ," The Supematural in Slavic and Baltic Literatures: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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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ByKOB H CMJlTeHMI nOJIH, 
Ha 6epera nycT~HHWX BOJ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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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와 혼돈으로 가득 차 [그는] 

파도치는 황량한 바닷가로， [달려간다] 

r청동기마상」의 서두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지시되지는 않지만， 네바강과 

핀란드만이 맞닿아 있는 강기늙에서 생각에 가득 차 서 있는 ‘그’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표트르 대제이다. 이 장면에서 그는 마치 창조주(.Ile빼ypr)의 형상 

처럼 그려져 있다고 흔히 지적되지만，19) 그 형상은 동시에 시인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때 시인이란， 블록의 정의를 빌면， 카오스에 코스모스를 부여하는 자 

인바， 표트르 대제의 일이란 ‘파도치는 황량한 공간(nYCThlHHhlX BORH)’을 ‘위대 

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nyM BeRHKHX nORH)’, 곧 새로운 문명/도시의 건설이 

었다. 

H .uyMaJl OH: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OTCeJlb rp03HTb 뻐 6YlleM mBellY,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스웨멘을 겁주리라. 

3neCb 6yneT ropon 3aJlO*eH 이곳에 도시를 세워 

Ha 3J10 HallMeHHOMY cocellY. 오만한 이웃 나라를 제압하리라. 

npHpollOß 3neCb HaM Cy*neHO 대자연이 우리에게 이곳에 

B EBpony npopy6HTb OKHO, 유럽을 향한 창문을 내도록 명하고 

Horo~ TBepnOß CTaTb npH MOpe. 바닷가에 강인한 다리로 서 있으라 했으니. 

C~na no HOB~ HM BOJlHaM 이 곳으로 새 로운 바닷길을 따라 

Bce φJ1arH B rOCTH 6YIlYT K HaM 모든 깃발의 선박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H 3anHpyeM Ha npOCTOpe. 우리는 마음껏 주연을 베풀리라. 

r 청동기마상」 전체에서 창조주-시인 형상의 역사적 인물로서 표트르 대제 

가 동장하는 대목은 여기까지이다. 그의 상념의 주된 대상이 도시 (ropo.ll)인바，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표트르의 도시，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시인-푸슈킨의 예 

찬인 것은 자연스럽다청동기마상」의 전체적인 서술 초점은 <표트르 • 페 

테르부르크 • 네바강 • 예브게니>로 진행돼 나가는바，20) 거기서 서시를 구 

in Honor of Victor Terras , eds. by Amy Mandelker and Roberta Reeder, 
Slavica, pp. 34-46 참조. 

19) H. HeMHpoBcKHß(2003) "BH6J1eßCKaJl TeMa B MetIHOM BCatIHHKe," TBOP'leCTBO nymKHHa H 

T1po6J1e.μ'a rry6J1!{HOrO T10BetIeHHJ1 T103Ta, cn6. , fHnepHoH, C. 331. 
20) 이러한 전개과정에 따른 텍스트 분석은 A. HBaH뻐KHß(1996) "MellH~ß BcanHHK -

0606meHH~ß HeraTHB HMnepCKoß KyJlbTyp피 " Wú‘ner Slawistischer Almanach 38, CC. 



126 r청동기마상」에서의 의미론적 대립에 관하여 

성하고 있는 것은 표트르와 페테르부르크이다. 표트르 대제가 자신의 도시를 

세운 곳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이므로 그는 대자연(네바강변)이라는 카오스 

속에 도시라는 코스모스를 건설한 것이 된다. 그 코스모스는 흔히 ‘유럽을 향 

한 창문’으로 은유된다. 푸슈킨이 주석에서 인용하고 있는 알가로티 (Algarotti) 

를 따르자면，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유럽을 내다보는 창문이다 "21) 중요 

한 것은 이 창문이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매개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매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이 러시 

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도 한 것이다.앓) 

페테르부르크가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창문’이라면， 러시아사에서 근대 러 

시아로의 문을 연 표트르 대제 또한 기호론적으로는 그러한 ‘창문’에 값한다. 

창문은 안과 밖의 경계와 이행가능성을 표시하지만 그 자신은 존재감을 갖지 

않는 ‘존재하는 부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철학에서의 ‘사라지는 매개자 

(vanishing mediator)'와 존재론적으로 유사하다. 사라지는 매개자란 “두 항들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로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의 이행을 매개하고 

사라지는 개념”이다.경) 철학자 지젝 (S. Zizek)에 따르면， 자연과 문화 상태 사 

이의 잃어버린 고리， 곧 사라지는 매개자가 근대의 ‘데카르트적 주체 

(Cartesian subject)’이다.24) 우리가 상징적 질서(상징계)로 진입하면서 말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정립할 때 이미 자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문화도 

아닌 상태를 창조해야 하는바25) 데카르트적 회의에서 이것은 전면적인 자기 

5-35 참조. 
21) Petersbourg est la fenêtre par laquelle la Russie regarde en Europe. (=neTep6ypr 

- OI< HO, '1epe3 1<0TOpOe POCCH5I CMOTpHT S EspollY.) 
22)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사용하자면， 페테르부르크라는 창문은 러시아의 ‘시선 (eye)’과 

유럽의 ‘웅시 (gaze)’가 교환되는 장소이다. 이 웅시와의 동일시， 즉 ‘자신을 바라보 

는 위치’와의 통일시를 통해서 상징적 동일시가 가능해지며， 이로써 러시아-주체의 

자기 정 립이 가능해진다. ‘근대 러시아(Modem Russia)’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23) Tony Myers(2003) Slavoj Zizek, Routledge, pp. 38-9 
24) "This gap, the gap between nature and the beings immersed in it, is the 

subject. The subject, in other words, is the missing link, or 'vanishing 
mediator' as Zizek calls it. between the state of nature and the state culture." 
Tony Myers(2003), p. 37. 

25) 헤겔은 이러한 ‘사이존재(jn-between being)’를 ‘흑인 (negroes)’이라고 불렀다- 이 

흑인은 절반은 자연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절반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한다.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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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철회( withdrawal-into-self)라는 제스처로서 나타난다. 지젝에 의하면， 이 

러한 제스처는 광기의 일종이다. 이 광기는 헤겔이 ‘세계의 밤(night of the 

world)’이라고 부른 것에 대응하는데， 상징적 우주 혹은 문화적 세계가 형성 

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세계의 밤’에 의해서 현실이 소거될 때， 세계가 그 자 

체 상실로서， 혹은 절대적 부정성으로서 경험될 때뿐이다. 데카르트의 ‘자기로 

의 철회’는 이러한 극단적 상실의 경험이다.26) 그리고 이 상실의 자리， 텅 빈 

공간이 바로 주체의 자리이다. 이것을 ‘시인의 사명’론에서의 도식으로 표시하 

면 아래와 같게 될 것이다. 

자연 문화 

혹은， 정신분석학에서의 기본 영역 개념을 대입하자면: 

상상계 상징계 

근대적 자아， 보다 정확하게는 데카르트적 주체의 발생과 관련한 이러한 설 

명/이해는 러시아적 맥락에서 「청동기마상」에서의 표트르 대제와 페테르부르 

크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11 .llyMaJl OH)"라 

는 형상이야말로 창조주-시인의 형상이면서 또한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형상 

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비틀어 

서 말하자면， “표트르는 생각했다， 고로 페테르부르크가 존재하게 됐다”가 될 

것이다.낌)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늪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표트르 대 

Myers(2003), p. 36. 
26) Tony Myers(2003), p. 37. 
27) 페테르부르크가 표트르 대제의 머리에서 잉태된 도시라는 점과 표트르와 네바강 
사이의 호웅관계에 주목하여 r청동기마상」을 ‘남성 출산’에 관한 판타지로 읽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D. Rancour-Laferriere(1993) "The Couvade of Peter the 
Great: A Psychoanalytic Aspect of The Bronze Horsemα1，" Pushkin Today , ed 
by David M. Bethea, Indiana University Press, pp. 7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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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생각은 그의 ‘광기’이며， 그 광기는 근대 러시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요구되었던， 그리고 동시에 그의 도시가 건설되면서 소거되어야 했던 ‘러시아 

의 밤’이다. 

네바강변 페테르부르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진 매개자’로서의 표트르 대제가 사라진 텅 빈 공 

간이 바로 데카르트적 주체에 상응하는 러시아적 주체의 자리이자 자아의 공 

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푸슈킨에게서 표트르 대제의 

형상이 시인의 형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러시아적 주체는 달리 시적 주 

체 (poetic subject)이며 시적 자아(poetic 1)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시인의 사명 

과 관련하여 제시한 개체발생적 도식은 계통발생적 도식으로서의 의미도 포 

함하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도시/문명의 건설자 표트르 대제는 푸슈킨에게 

서 ‘시인’으로서의 전범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시인’으로서 러시아적 시적 주 

체의 대명사이자 러시아 최초의 근대 시인 푸슈킨은 블록이 규정한바 ‘조화의 

아들’이자 표트르 대제의 ‘아들’이다.28) 비록 표트르 대제에 대한 푸슈킨의 태 

도에 양가적인 면모가 없지 않지만，잃) 근대 러시아사의 ‘주인기표’라고 할 만 

28) 헤겔의 ‘혹인’이란 표현을 갖다 쓰자면， 푸슈킨은 표트르 대제의 ‘근대적 주체’를 
계승하고 있는바， 그는 ‘표트르 대제의 흑인’이다. 참고로 자신의 외조부 한니발과 

관련하여 푸슈킨의 창작에 나타난 아프리카 가계(家系)의식에 대해서는 ]. Thomas 

Shaw(1993) "Pushkin on His African Heritage," Pushkin Today , ed. by David 

M. Bethea, lndiana University Press, pp. 121-135 참조 
29) 표트르 대제에 대한 푸슈킨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w. Lednicki(1955), p. 57에 

서도 지적되고 있다. 표트르 대제에 대한 푸슈킨의 주된 불만은 표트르의 제도개 

혁이 세습귀족 몰락의 원인을 되었다고 본 데 있다. 세속귀족(llBOp~HIIH)으로서의 

자부심은 작가로서의 자의식과 함께 푸슈킨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핵이었 

다. 그런데， 표트르 대제가 단행한 개혁적 법령들 가운데 가령 1714년의 ‘장자상속 

권에 관한 법령 (YKa3 0 MaßopaTcTBe)’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 중 한 사람만 물 

려받도록 함으로써 (비록 나중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가족들간의 많은 분쟁을 낳 

았었다청동기마상」의 주인공 예브게니가 그 자신은 이미 자기 조상들과 옛시절 

을 잊고 있지만 (푸슈킨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몰락귀족의 후예라는 점은 간과되 

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표트르 대제와 그의 시대에 대한 푸슈킨의 열렬한 관심 

은 푸슈킨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홍미로운 대목인데， 이에 대한 개괄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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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트르 대제야말로 그에게서 부권적 기능의 대행자 곧 ‘아버지의 이름’에 

값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표트르 대제의 역사적 사명은 푸슈킨의 작가적 사 

명， 곧 시인의 사명에 의해 대체/계숭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주장만은 아 

니다. 

그렇다면청동기마상」에서， 표트르 대제가 사라진 시대， 표트르 대제가 부 

재하는 시대， 대신에 그의 모상(模像)인 청동기마상만이 네바강을 굽어보고 

있는 시대의 시인 푸슈킨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홍수로 인한 네바강 

의 범람이라는 자연력의 과잉/침범 혹은 (연구자들의 지적대로) 제카브리스 

트 봉기 (1825)나 폴란드의 봉기(1831)처럼 그러한 홍수로 은유될 수 있는 정 

치적 저항에 맞서 도시적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적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표트르 대제의 영원한 잠(Be'lHbI~ COH neTpa)" 

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시인에게 요구된 몫이 아니었을까? 푸슈킨은 그러한 

시인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나갔을까? 과연 표트르 대제가 사라진 이후 「청 

동기마상」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3. 억압과 과잉억압 사이 

「청동기마상」 서시의 첫 1, 2연이 말해주는 것은 페테르부르크의 ‘창세기’이 

자 동시에 ‘사라지는 매개자’ 표트르 대제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는 “백년 

의 세월이 흘렀다(nO미JIO CTO JIeT )." 표트르는 자신의 도시 페테르부르크와 함 

께 ‘텅 빈 자리’로서의 근대적 주체 혹은 시인의 자리를 남겨놓았는바， 이제 

자연과 문화/문명을 매개하는 그 중간영역 (mid버e ground)30)이야말로 ‘차르스 

코예 셀로’ 출신의 시인 푸슈킨의 자리이자 공간이 된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노래한다. 

설 로는 B, JIHCTOB(2000) "HCTOPHJl nerpa B 6HOrp때HH H TBOp'leCTBe A, C, nymKHHa," 

A, C, nymKHH, HCrOpHJl nerpa, M" 513b1KH pyCCKOIl: KyJIbTypbl, 2000, CC, 7-41 참조. 더 

불어， 푸슈칸의 정치관과 귀족주의 둥에 대해서는 Sam Driver(1989) Pushkin' 

Literature and Social Ideas, Columbia University Press의 1, 2장 참조. 
30) 푸슈킨에게서 ‘중간영역’(=자아 형상)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이현우(2005) r 푸슈 

킨의 「석상손님」 다시 읽기: 레포렐로-푸슈킨의 내적 드라마J，러시아어문학연구 

논집~， 제 18집， 213-2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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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106J11O Te6J1. neTpa TBOpeHbe. 나는 너를 사랑한다， 표트르의 창조물이여. 

fl106J11O TBOß CTpOr때. CTpO꺼H뼈 BHLI. 사랑한다. 너의 엄숙하고 정연한 모습을， 

HeB퍼 LIep:ICaBHOe Te맨Hbe. 네 바강의 힘 찬 흐름을， 

EeperOBoß ee rpaHHT. 강변의 화감암 둑을， 

TBOHX orpaLI y30p qyryHH뼈， 고운 문양 새겨진 철책을， 

TBOHX 3a마MqHBbIX HOqeß 생각에 잠긴 밤들의 

np03paqH뼈 cYMpaI<. 6J1ec I< 6e3JIYHH때， 투명 한 어 품을， 백 야의 섬 광을. 

이 대목에서 화자-푸슈킨이 예찬하고 있는 것은 ‘표트르의 창조물’이 가진 

“엄격하고 정연한 모습(CTpor때. CTpOßHbIß BHJl)"이다. 엄격하고 정연하다는 것 

은 흔히 규율과 질서를 수식하는 표현이며， 여기서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떠한 과잉이나 무질서도 없는 질서정연한 페테르부르크의 조화이다. 가령 

네바강은 네바강대로 힘차게 흘러가되 강변의 화강암 둑은 또 그것대로 굳건 

하게 서 있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 

서의 엄격함/정연함이 바로 문명의 아름다움이고 힘이다. 물론 이때의 힘은 

이어지는 대목에서 군대의 ‘일사분란한 아름다움’이 예찬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질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힘이면서 

억압적인 힘이다. 이때의 억압은 자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문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불가피한 억압이다.31) 이러한 억압 아래 비로소 페 

테르부르크는 엄격함/정연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서시의 결말은 이러한 엄격 

함/정연함의 조화에 대한 예찬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침 

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KpacyßcJI. rpall neTpOB. H CTOß 

HeI<oJle6HMO. I<aI< POCCH꺼， 

lla yMHpHTC껴 :lCe C To6oß 

H n06e:ICLIeHHaJl CTHXH껴; 

빛나라， 표트르의 도시여 

러시아처럼 굳세게 서 있어라， 

그러면 자연의 위력도 

네게는 굴복하리라. 

31) 문명이 자연(욕망)에 대한 억압에 기초한다는 ‘억압가셜’은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간의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며 억 

압 없는 문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르쿠제(H. Marcuse)는 인류의 영속을 위해 

서 필요한 본능의 수정으로서의 ‘(기본)억압’과 사회적인 지배를 위해 필요한 억제 

로서의 ‘과잉억압(surp]us-repression)’을 구분함으로써 억압 없는 문명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에 대해서는 H. 마르쿠제 (2004)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 

학적 연구J. 김인환 옮김， 나남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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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ll<ny H nneH CTpHHHμll: CBOll: 

nyCTb BOnH~ ~HHCKHe 3a6ynyT 

H TmeTHoll: 3no60~ He 6ynyT 

TpeBOll<HTb Be'lH~꺼 COH neTpa! 

5꾀na y*aCHaJl nopa, 
06 Hell: CBell<O BocnOMHHaHbe 

06 He깨， npy3bJlM MOH, DRJI Bac 

Ha'lHy CBoe nOBeCTBOBaHbe 

ne'laneH 6yneT MOll: paccKa3. 

핀란드의 파도로 하여금 ’ 
지난날의 원한과 굴욕을 잊게 하라， 

헛된 적의로 

표트르의 영원한 장을 깨우지 않도록! 

참으로 무서운 시절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친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하련다 

내 이야기는 슬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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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은 「청동기마상」에서의 중심적인 갈등과 비극을 징후적으로 집약하 

고 있기에 아주 중요하며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연 구분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대목은 표트르 대제와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예찬을 주 

된 내용으로 갖고 있는 서시와 예브게니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바， 뒷 

부분은 예브게니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된다(“내 이야기는 슬플 것이다''). 

앞부분에서 예찬되고 있는 것은 자연의 힘(“핀란드의 파도")에 대한 표트르/ 

페테르부르크의 제어력이었다. 표트르 대제의 치적이 자연(=파도)이라는 카오 

스로부터 문명(=페테르부르크)이라는 코스모스로의 이행이라는 도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그리고 “지난날의 원한과 굴 

욕”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강제적 이행의 억압성에 대해서 짐작해볼 수 있도 

록 해준다，32) 하지만， “표트르의 영원한 잠”을 깨우려는 시도가 헛된 것이라 

는 점 또한 여기서는 명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찬과 당부에 이어지는 뒷부분은 예기치 않게도 “참으로 

무서운 시절이었다”로 시작된다. 시상(詩想) 전개에 있어서 이러한 연결은 지 

극히 돌발적인데， 이러한 돌발성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바로 ‘neTpa’와 ‘nopa’가 

이 루고 있는 앙장브망 각운이 다(TpeBOll<HTb Bel./Hblii COH neTpa!/ / 5b/JIa )'lKacHaJl 

ßopa) ,33) 이 특이한 형식적 고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32) 물론 ‘지난날의 원한과 굴욕’의 주체는 ‘핀란드의 파도’로 의인화돼 있을 뿐이지만， 
페테르부르크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러시아 민중들의 ‘원한’ 또한 읽힐 수 있는 대 

목이다， 

33) 이 각운 형식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는 Dora Burton(1982) "The Theme of 

Peter as Verbal Echo in Mednyj Vsadnik," SEEj, Vol. 26, No. 1, pp 12-26 참 
조. 버튼은 이 각운이 예브게니의 불행한 이야기(‘무서운 시절’)의 원인 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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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송시와 예브게니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흥 

미로운 각운 형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nerpa’와 'nop 

a’가 각운 짝을 이루면서 갖는 음향적 호웅이고(이러한 호응에 의해서 ‘표트 

르의 꿈’은 ‘예브게니의 악몽’으로 전화한다?34)) ， 둘째는 ’nerpa'와 ’nopa’가 텍 

스트상에서 배치돼/이격돼 있는 공간적 거리이다. 이 공간적 거리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백년의 세월”이 갈라놓은 시간적 거리이면서， 표트르 대제의 시 

대와 예브·게니의 시대 간의 역사적 거리이다. 흔히 음향적 호응 관계에만 주 

목함으로써 표트르 대제의 페테르부르크 건설(=표트르의 꿈)과 (그로 인한 홍 

수가 낳은) 예브게니의 불행(=무서운 시절) 간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하기 쉬 

우나 여기서는 ’nerpa' 와 'nopa ’ 사이의 공간적/시간적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록 본문에서 서술되는 ‘무서운 시절(YJI<aCHajj nopa)’의 

이야기가 서시에서 예찬되는 ‘표트르의 꿈(COH nerpa)’의 이면이라 할지라도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을 표트르 대제에게 직접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리 

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nerpa’와 'nopa’가 각운이라는 시적 장치를 통해 

서 연결된다는 점이다. 즉， 이 둘을 묶어주고 있는 것은 사건의 인과율이 아 

니라 시인의 작시술이다. 게다가 시제상으로 서시의 중심시제가 ‘현재’인데 반 

해서，35) 본문을 구성하는 예브게니의 이야기는 모두 과거시제로 돼 있다. 때 

문에 비록 구성상으로는 서시가 본문 앞에 놓여 있지만， 시간/논리상으로는 

서시가 본문 뒤에 놓이는 것인바(일반적으로 창작에 있어서 서시/서문은 가장 

나중에 씌어진다) 이 경우에 ‘표트르의 꿈’과 ‘무서운 시절’ 사이에 가정될 수 

있는 인과적 관계는 뒤집혀진다. 즉 ‘표트르의 꿈’이 ‘무서운 시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시절’을 위로받기 위해서 ‘표트르의 꿈’이 요청되는 

형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청은 누구의 것인가? 물론 앙장브망 각운 

표트르라는 걸 암시한다고 본다. 더불어 그녀는 이 작품의 주제가 국가의 권리(공 

권력)과 익명적인 ‘작은 인간’의 요구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며， 결말에서 (약혼녀를 

잃고 미친) 예브게니는 ‘계몽된 노예’로서 죽음을 맞는다고 쓴다. 
34) Dora Burton(l982), p. 18. 
35) 서시에서 표트르/페테르부르크에 대한 화자-푸슈킨의 태도를 집약해주고 있는 두 

시행， “나는 너를 사랑한다， 표트르의 창조물이여(J1ro6J11o Te6J1, neTpa TBopeHbe)"와 

“빛나라， 표트르의 도시여 (KpacyAcJI ， rpall neTpoB)" 모두 현재시제이다(명령법의 경 

우 행위의 준거시제는 미래이지만，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시제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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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작시술을 통해서 ’neTpa’와 ’nopa’를 연결시키고 있는 화자-푸슈킨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상은 서시의 본문 안에 직접 주어져 있기도 하다. 

KorAa ~ B KOMHaTe MoeR 

nHmy, liHTalO 6e3 J1aMnatlbl, 
내가 나의 방에서 

램프도 없이 글을 쓰고 책을 읽을 때， 

여기서 ‘나’라는 서정적 자아 즉 「청동기마상」의 ‘서시 (BCTynJleHHe)’의 시인 

이자 ‘나의 이야기 (MOη paCCKa3)’의 작가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장 

르와 이야기의 병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미 앞에서 표트르 대제의 ‘사라지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바 있 

다. 그리고 푸슈킨이 시인으로서 시적 주체로서 그러한 전범을 따르게 된다 

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대목에서 시인은 ’neTpa’와 

’nopa ’, 즉 “서로 대립하는 두 항 사이의 이행을 매개하고 사라지는 존재”로 

서의 ‘사라지는 매개자’에 값한다. ‘시인의 사명’에 충실하자면， 이 매개의 방 

향은 〈’neTpa'에서 'nopa’로〉가 아니라 〈’nopa'에서 'neTpa ’로〉이다.36) 그것 

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무서운 시절 표트르의 꿈 

1824년 가을 네바강의 홍수를 배경으로 한 「청동기마상」의 본문은 이 ‘무서 

운 시절’에 관한 ‘슬픈 이야기’인바， 거기서 지배적인 것은 카오스적인 혼란과 

광기이다. 흔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급관리 예브게니의 형상이 이미지나 

음향적으로 표트르 대제의 형상에 조응하면서 대비된다고 지적되는데， 이러한 

대비는 단순히 ‘국가 대 개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가령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라.37) 

36) 이미 지적한 대로청동기마상」은 〈서사에서 본문으로〉가 아니라 〈본문에서 서 
사로〉 다시 읽어야 한다. 그렬 경우， 이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시절이었다(5b1J1a yll<acHa~ nopa)"로 시작해서 “표트르의 영원한 잠을 깨우지 않도 

록!(TpeBOll<HTb BeliH뻐 COH neTpa!)"으로 끝나게 된다(물론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할 경우， 예브게니의 이야기는 서시의 3연과 4연 사이에 삽입될 것이다). 

37) 이 두 사례는 Dora Burton(1982), pp. 20-21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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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 Ha 5epery nycTHHHWX BOnH 예므재니 YlkacHHx JlYM 

CTo~n OH, JlYM BenHKHX nOnH, Be3MOnBHO nOnOH, OH CKHTanC~ 

H BJlanb rn~Jlen. Ero Tep3an KaKOR-TO COH. 

표트르 H JlYMan OH!; 예브게니 TaK OH MeqTan. H rpycTHo 5HnO 

OTcenb rp03HTb MH 5YJleM mBeJlY, EMY B Ty HOqb, H OH lkenan, 

3JleCb 5YJleT ropoJl 3anOlkeH 4T05 BeTep BHn He TaK yH따O 

jia3끼o HaJlMeHH뼈y COCeJly. 

첫 번째 비교 사례에서， 표트르의 ‘위대한 생각(.llYM Be재써x)’에 대응하는 

것은 예브게니의 ‘무서운 생각(Y)((aCHblX 마M)’이고 (서시의 말미에 등장하는) 

‘표트르의 꿈’에 대웅하는 것이 여기서는 예브게니의 ‘악몽(Ka I<Oß-TO COH)’이 

다. 이를 근거로 하여 표트르 대제의 위대한 생각이나 꿈이 ‘작은 인간’ 예브 

게니에게는 무서운 생각이나 악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D. Burton 1982, 21).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표트르 대제와 예브게니는 완 

전한 대립관계에 놓이는바 역사의 진실은 이중적인 것이라 주장되게 된다. 하 

지만， 본문에서 ‘나의 가없은 예브게니’를 반복하는 서정적 화자의 모습을 고 

려하면38) 시인은 서시와 본문에서 서로 대립적인 인물형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물론 가능한 견해이긴 하지만， 이 경우 서 

정적 화자를 비일관적이고 분열증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을 피할 수 있는 해석이 없지는 않은바， 그것은 표트르 

와 예브게니의 형상화에서 내용상의 대립보다는 형식상의 공통점에 더 주목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두 인물의 내용적 

인 관심사항을 탈색시킨다면 표트르와 예브게니는 거의 동일한 존재， 즉 ‘시 

적 주체’로 포개질 수 있다(표트르는 생각하고 예브게니는 공상한다). 이미 앞 

에서 표트르 대제의 시인적 형상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지만， 본문의 도입부에 

서 폭우가 내리는 날 집에 돌아온 예브게니 또한 약혼녀 파라샤의 일을 걱정 

하면서 ‘시인처럼(I<aI< n03T)’ 공상에 잠기는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시적인 

공상은 결혼 이후의 장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걱정과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데， 혹 그러한 공상이 표트르 대제의 국가적인 관심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38) 예브게니에 대한 화자의 시선/태도에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 
만(백준희 때2， 138), 그런 가정 하에서라면 예브게니의 불행은 비극이 아니라 오 
히려 희극으로 읽혀져야 할 것인바 다소 무리한 견해라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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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평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 

한 푸슈킨의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39)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제외한다면 

푸슈킨 자신이 평범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분투해 

야만 했던 ‘소시민’이었기 때문이다. 

푸슈킨이 시 r나의 가계 (Mo~ po~ocnaBHa~)J(183이에서 (다소 냉소적인 어조 

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그저 ‘러시아의 소시민(PyCCKHA MemaHHH)’이 

다 4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시민’이 그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두 가지 지향적 정체성 즉 그의 이상적 자아 

Odea1 ego)가 자리잡게 되는바 ‘귀족’과 ‘시인’이라는 두 가지 지향성이 그것이 

다(이 세 가지 정체성이 푸슈킨을 구성하는 3위일체이다) . 그렇다면， 비록 예 

브게니가 표트르 대제와 나란하게 비교/대조되고는 있지만， 푸슈킨과 표트르 

대제 사이의 전범적 관계와 비교될 수는 없다. 그에게는 푸슈킨의 온전한 서 

사적 분신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질， 곧 ‘귀족됨’과 ‘시인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신의 잊혀진 조상들이나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유 

감스러워하지 않으며，41) 마치 ‘시인처럼’ 공상을 펼쳐보기도 하지만 시인은 아 

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귀족이나 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결여하고 있는， 그 

래서 자신의 ‘전체상’을 갖지 못하는， 푸슈킨의 수축적 분신이자 축소된 자아， 

약화된 자아라고 할 만하다.42) 

이렇듯 축소된/약화된 자아 형상으로서의 예브게니와 상관적인 것이기도 

39) 가령모차르트와 살리에리 J (183이에서 푸슈킨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다정다 

감한 가장(家長)으로 그리 고 있다. 

40) “나는 장교가 아니고 8둥관도 아니다/ 나는 맹세코 귀족이 아니며/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 다/ 나는 그저 러 시 아의 소시 민 이 다. (He oiþHIlep 1I, He aceccop/ 51 no 

KpecTy He JlBOPllHHH,! He al<aJleMHK, He npoiþeccop; 51 npOCTO pyCC I<Hll: MelllaHHH.)" A 

c. nymI<IIH(1977), C. 197. 물론 푸슈킨에게서 ‘소시민’의 상대개념은 이 시에서도 각 

운을 맞추고 있는 ‘귀족’이다. W. L어nicki(l955) 또한 이 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 

급하고 있는데 (pp. 58-63),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시(특히 후기)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이다. 

41) 이러한 망각/상실이 작가 푸슈킨과 구별되는 예브게니의 결함으로 지적된다 R. 
Gregg(1977) "The Nature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ugene in The Bronze 
Horseman ," SEE], Vol. 21, No. 2, p. 169. 

42) 1833년 텍스트의 또다른 걸작 r스페이드의 여왕(nHKOBall JlaMa) J 의 주인공 게르만 

에게서도 이러한 (독일적)소시민성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예브게니와는 달리 그는 

‘불같은 상상력’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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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홍수로 약혼녀를 잃고 정신을 놓게 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나운 네바강과 청동기마상의 모습은 서시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1부에서 예브게니가 이미 감각을 상실해가면서 홍수 

에 휩쓸려 간 파라샤의 집이 있었던 자리를 눈길로 더듬는 장면이다. 

Ero OT4a~HHwe B30pW 

Ha l<p'aA OlU’H HaBe.lleHbI 

He.llBH*HO 6wnH , CnOBHO ropμ， 

H3 B03My~eHHoA rny5HHw 

BCTaBanH BonHW TaM H 3nHnHCb, 
TaM 6yp~ B꾀na ， TaM HOCHnHCb 

06nOMI<H .. , Bo*e, 60*e! TaM -

절망적인 그의 시선은 

한 곳만을 뚫어지게 보며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산더미처럼 

파도는 성난 바닥에서부터 들고 일어나 

거기서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 

거기선 폭풍이 일고，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오， 하느님 I -

예브게니의 시각으로 홍수로 인해 사나워진 네바강의 물결과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들이닥친 재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변인데， 성난 파도가 이미 

‘집 (nOM)’을 ‘잔해들(OÕJJOMI<H)’로 변화시켜버린 상황은 예브게니가 경험하고 있 

는 카오스의 극대치를 보여준다. 이때의 카오스는 그가 적합한 정념의 크기를 

부여할 수 없는 정념론적 카오스이며 동시에 사태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의미론적 카오스이다. 이러한 카오스， 곧 ‘그의 꿈(ero Me4Ta)’의 잔해 

들 앞에서 예브게니의 삶의 현실은 완전히 무화된다，43)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예브게니는 상징계(코스모스)에서 상징계 바깥(카오스)으로， 혹은 상상계로 퇴 

행/퇴거해 가는바， 이러한 이행의 방향은 앞에서 설명한 표트르 대제， 그리고 

근대적 주체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가 비록 축소된/약화 

된 작가적 분신일지언정 그의 광기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상 

상계적인 행복만을 꿈꾸었던 그가 ‘형식상’ 데카르트식의 ‘자기로의 철회’라는 

광기적 제스처를 반복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청동기마상」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인공 예브게니의 광기에 

의해서 네바강의 홍수와 청동기마상이 동일시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일종의 

43) 배를 타고 네바강을 건너가서 파라샤의 집터를 직접 확인한 예브게니는 정신을 놓 
게 되는바， 그의 정신 자체가 카오스화된 형국이다. 화자는 이후의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불행한 세월을 보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 

도 아닌 채로/ 이도 저도 아년， 이승의 인간도/ 저승의 유령도 아년 채로 목숨을 

부지해나갔다(H Tal< OH CB얘 HeC4aCTH뼈 Bel</ Bna4Hn, He 3Bepb, HH 앤nOBe l<，! HH 

TO HH ce, HH *HTenb cBeTa! HH rrpH3pal< MepTB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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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을 함축하며， 그러한 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 

로 예브게니의 광기와 함께 동일한 정황의 반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 OH, KaK 6y,1lTO OKOJl,1l0BaH, 
KaK 6Y,1lTO K MpaMopy npHKOBaH, 
COßTH He MO*eT! BKpyr Her。

BO,1la H 60nbme HH4erO! 

11, o6pam.eH K HeMY CnHHOIO, 
B HeKOne61’MOß BblmHHe, 
Ha,1l B03MYm.eHHOIO HeBOI。

CTOHT C npOCTepTOIO pyrol。

KYMHP Ha 6pOH30B。μ KOHe. 

(B) OH 04yT때C~ no,1l cTon6aMH 

Bonbmoro nOMa. Ha Kpblnb~e 

C nO，1lb~TOß nanoß KaK *HBble 

CTo~nH nbBbI CTOpO*eB잉e ， 

11 np~MO B TeMHOß Bbll마!He 

Ha,1l orpa*,1leHHOIO CKanOI。

KYMHP C npOCTepTOIO pyKOIO 

CH,1len Ha 6pOH30BOM KOHe. 

그는 마치 마술에 걸린 듯이， 

대리석(사자)에 붙어버린 듯이，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의 주위엔 

오로지 물만 보일 뿐!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로 

난공불락의 암벽 위에서 

요동치는 네바강을 굽어보며 

한 손을 치켜든 채 

청동마를 탄 우상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대저택의 기둥 아래에서 

정신이 들었다. 계단에는 

발을 치켜들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돌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고， 

그 맞은 편 난간에 둘러싸인 

컴컴한 암벽의 꼭대기에는 

우상이 한 손을 치켜든 채 

청 동마에 올라앉아 있었다. 

여기서 (A)는 1824년 가을， 홍수로 약혼녀를 잃은 예브게니가 망연자실하는 

대목에 나오는 장면이고， (B)는 1년이 지난 1825년 가을， 실성한 채로 떠돌아 

다니던 예브게니가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문득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다. 동일 

한 정황적 구도의 반복은 예브게니에게서 홍수(=물)와 ‘청동마의 우상’을 통일 

시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인바， 예브게니는 곧 부르르 몽을 떨면서 모든 걸 떠 

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서 “오， 하느님! (BOlKe, 60lKe!)"라는 절망적 

탄식 이 “좋다， 너 기 적 의 창조자야!/ 어 디 두고 보자!..(llo6po ， CTpOßTeJlb 4Y.llO

TBOpH뼈- YlI<O Te6e!..)"라는 자각적 분노로 이행해가는 것에 대응한다. 앞에 

서 예브게니와 표트르 대제가 ‘시적 주체’의 형상으로서 포개질 수 있다고 지 

적한바 있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예브게니는 표트르 대제의 광기를 반복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닥쳤던 재난의 원인을 지목함으로써 카오스(무의미)에서 코 

스모스(의미)를 길어 올리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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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상실 청동기마상 

여기서 ‘강대한 운영의 지배자’로서 러시아의 뒷발을 들어올린 표트르 대제 

는 예브게니에 의해 ‘청동마의 우상’과 자연스럽게 동일시되는데， 바로 거기에 

이 서사샤의 진실이 있는 것일까? ‘작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늪지에 도시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의 역사적 과오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그의 책임인 것일 

까? 그렇지는 않다. 흔히 그렇듯이 예브게니 또한 분명 표트르 대제와 청동기 

마상을 동일시하고 이 청동기마상-표트르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 

다는 자각을 갖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예브게니의 진실이며， 서시의 내용 

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진실은 「청동기마상」 전체가 아닌， ‘예브게니 

이야기’에 한정된 진실이다. 그것은 이미 지적했다시피 예브게니가 작가 푸슈 

킨의 전체상을 체현하고 있지 못한 부분적인 (소시민적)분신이라는 것과 관련 

된다. 몰락한 귀족으로서의 소시민-푸슈킨은 자기계급의 몰락을 가져온 표트 

르 대제에 대해서 유감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조화의 시인’으로서 푸슈킨은 

이미 서시를 통해 표트르 대제와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아낌없는 예찬과 사랑 

을 노래하고 있는바， 그러한 유감은 그가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 

정의 일부만을 대신할 따름이겠다. 

하지만， 비록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푸슈킨에게 청통기마상에 대한 적대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표트르 대제에 대한 예찬 또한 잠식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물음과 관련하여 상기해볼 펼요가 있는 것은 푸슈킨이 1829-30년경에 

그린 걸로 보이는 ‘청동기마상’ 스케치이다.44) 이 스케치에서 푸슈킨은 청동기 

사(騎士) 표트르 대제를 제외하고 암벽과 청동마만을 그려놓았다. 이것은 무 

슨 의미일까? 표트르 대제의 동상을 빠뜨린 것을 그에 대한 유감과 관련지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것은 러시아란 말을 고삐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표트르 대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시사하며， 이는 푸슈킨의 역사의식， 혹 

은 정치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44) r 청동기마상」을 중심으로 이 스케치와 관련한 두 황제와 푸슈킨과의 관계에 대해 

서 는 M. AJIbTwYJlJlep(2003) "CTIIXII$I 11 l1apll B MePHOM BCaPHHKe," Me:l<pY PByX uapeη 

nyDIKHH B 1824-1836, cnõ. , AKalleMII'IeCKI깨 npoeKT, CC. 50 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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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점올 고려하여 여기서 제안하는 관점은 이 ‘기사 없는 기마상’을 표 

트르 대제라는 ‘사라진 기사’(앞에서 그를 ‘사라진 매개자’로 지칭했었다) 이후 

의 러시아， 특히 니콜라이 I 세 치세의 러시아에 대한 은유로 보는 것이다. 운 

명의 강력한 지배자였던 표트르 대제와는 달리 1824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 

르 I 세는 「청동기마상」에서 홍수라는 대재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하며 바 

로 이듬해 12월 선황제(先皇帝)에 뒤를 이어， 제카브리스트 봉기를 진압하고 

황제에 오른 니콜라이 I 세 또한 당대 진보적인 의식의 귀 r족청년들과 푸슈킨 
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여주게 된 

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동시대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서 표트르 대제와 

동일한 위상올 차지하고 있었다(특히 1820년대에는 황제 니콜라이와 표트르 

대제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45) 말하자면， 이들은 표트르 대 

제의 ‘참칭자’였던 것이고， ‘기사 없는 청동마’란 은유의 원관념에 잘 부합한다 

(물론 이 은유는 검열에 대한 고려를 수반한 것일 테다) .46) 

45) Andrew Kahn(998) , pp. 15-17. 
46)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푸슈킨은 니콜라이 I 세에 대한 정치적인 충고를 문학적 

인 암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표트르 대제를 등장시키곤 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스탄스(CTaHC bI )J (1826)는 대표적인 경우인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George 

J. Gutsche (1993) "Pushkin and Nicholas: The Problem of "Stanzas"," Pushkin 
Toφy， ed. by David M. Bethea, lndiana University Press, pp. 185-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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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청동기마상」에서 표트르 대제/청동기마상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이중적인 시각을 판별해내는 것이 가능하다(이 이중적인 시각은 표트르 대제 

에 대한 푸슈킨의 양가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 그 하나는 

소시민-푸슈킨의 자기반영으로도 볼 수 있는 예브게니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 

는 시인-푸슈킨의 시선이다. 전자에게서 청동기마상은 표트르 대제와 동일시 

되지만， 후자에게서 청동기미상은 표트르 대제와 분리되며 (아마도) 니콜라이 

I 세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47) 표트르 대제와 니콜라이 I 세는 ‘가족유사 

성’을 갖지만，뼈) 그들 간에는 ‘악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청동기마상’ 

과 ‘기사 없는 기마상’ 간의 차이에 대응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문명의 

조건으로서의 불가피한 억압， 곧 기본억압 대 필요이상의 억압， 곧 과잉억압 

간의 차이와 맞물리는 것이다. 표트르 대제에 의한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이 근 

대 러시아의 자기정립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였고 그에 따른 억압이었다면， 가 

난한 하급관리의 환영 속에서 무자비하게 그의 뒤를 쫓는 청동기마상은 과잉 

억압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49) 과연 예브게니는 어떻게 죽음을 맞는가? 

11, 03apeH 꺼HOIO 6J1ellHOR, 그러더니 어스름 달빛 아래 

npOCTepmH pyKy B B뻐IHHe ， 한 손을 높이 치켜들고서 

3a HHM HeCeTC~ BcallHHk WellHWß 청 동기 마상이 그를 뒤 쫓는다. 

Ha 3BOHKO-CKaQymeM KOHe; 말발굽 소리 울리 며 

11 BO BCIO HOQb 6e3YMen 6ellHYA. 가없은 미 치 광이 를 밤새 도록 

KYlla CTonw HH 06pamaJl, 그가 내닫는 곳마다 

3a HHM nOBClOllY 8callHHk WellHwA 청 동기 마상이 어 디 든지 뒤 쫓는다， 

C T~*eJlYM TonOTOM CKaKaJl. 무거운 말발굽 소리 울리며. 

(강조는 인용자) 

47) 푸슈킨과 니콜라이 I 세와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내인 나탈리 

야 곤차로바를 사이에 둔 3각 관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레드니츠키도 지적하고 있 

는바청동기마상」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져가던 시기에 

씌어졌다. W. Lednicki(955), p. 73. 

48) "Pushkin was prepared in 1826, in the period of the ’honeymoon’ of his 

relations with the Tsar, to see a ’family ’ similarity between Nicholas 1 and 

Peter the Great." W. L려nicki(1955)， p. 78. 
49) 이러한 과잉억압의 희생자인 예브게니는 단순히 ’6ellHwR’한 게 아니라， ’ 6ellH때， 

6ellHwR’하다. 화자-푸슈킨은 “나의 가엽고도 가없은 예브게니 (6ellH뼈， 6ellH뼈 MoR 

EBreHHR)"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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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없은 미치광이’ 예므게니는 이 대목에서 무거운 (대문자)‘청동기마상’에 

완전히 포박돼 있다(각운 구조상으로 이미 포획돼 있다). 이러한 환영 이후에 

예브게니는 얼마 더 살지 못하고 물에 떠밀려온 시체로 발견된다. 이것이 서 

시에서 ‘무서운 시절’의 ‘슬푼 이야기’라고 예고된 이야기의 결말이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결말에서의 청동기마상은 서시에 등장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인 

물 표트르 대제의 형상과 양립하기 어렵다. 때문에 본문에서의 청동기마상은 

물화된/경화된 표트르， 혹은 표트르의 ‘외설적 이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인바， 이 경우 「청동기마상」의 진정한/은닉된 대립은 표트르 대제와 

청동기마상의 대립， 혹은 표트르 대제와 니콜라이 I 세의 대립이 될 것이다. 

4 r청동기마상j의 이중적 진실 

「스페이드의 여왕J，청동기마상」과 함께 1833년 ‘광기의 장르들’을 구성하 

고 있는 시 「신이여 나를 미치지 않게 해주소서! (He .IlaH MHe õor COHTH C 

YMa.)J (833)5이는 W. 레드니츠키에 따르면청동기마상」의 ‘서정시적 후기 

(lyrical postscript)’이 다 51) 시 의 전문은 이 렇 게 돼 있다. 

He naR MHe 50r CORTH C YMa. 신이여 나를 미치지 않게 해주소서. 

HeT, J1er'{e nocox H cYMa; 아니， 차라리 지팡이 들고 벌어먹는 게 나야요. 
HeT , J1er4e Tpyn H r Jlan. 아니， 차라리 노역과 굶주림이 더 나아요 

He TO , 4T05 pa3yMoM MOHM 그건 내가 이성을 소중히 여겨서도 아니고 

51 nopo:I<HJI; He TO , 4T05 C HHM 이 성 과 헤 어 지 는 게 

PaCCTaTbC~ 5~ He pan: 기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50) A. c. nymKHH(1977) T. 3, c. 249 이 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G. Rosenshield(1994) 
"The Poetics of Madness: Pushkin ’s "God grant that 1 not lose my mind" ," 

SEE], Vol. 38, No. 1, pp. 120-147 참조. 이 논문의 개 정 본은 G. Rosenshield 
(2003) 제2부에 수록돼 있다. 로젠쉴드에 따르면， 러시아 아카데미판 전집에서는 

이 시가 183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씌어진 걸로 보는바， 그럴 경우 창작시기는 

r청동기마상」과 거의 일치한다. 최근의 학자들은 1835년 창작설을 내세우기도 하 

지만， 여기서는 정설에 따르기로 한다. 이 시의 창작시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는 G. Rosenshield(2003) , pp. 214-5의 각주(1) 참조. 
51) W. Lednicki(95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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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a 6 OCTaBHRH MeH~ 

Ha BOJIe, KaK 6:잉 pe30B 껴 

nyCTHJIC~ B TeMHwß JIec! 

~ neJI 6w B nJIaMeHHOM 6peny, 
~ 3a6wBaJIC~ 6w B qany 

HeCTpoßHhIX, qYnHhIX rpe3. 

H ~ ß 3aCJIYmHBaJIC~ BOJIH, 
H ~ r~neJI 6μ， CqaCTb~ nOJIH, 
B nycT꾀e He6eca; 

H CHJIeH, BOJIeH 6뻐 6w ~， 

KaK BHXOpb, pOlOmH꺼 nOJI~ ， 

JJOMaIOlI\Hß JIeca. 

lla BOT 6ena: COßnH C YMa, 
H CTpameH 6ynemb KaK qyMa, 
KaK pa3 Te6~ 3anpyT, 
nOcan~T Ha uenb nypaKa 

H CKB03b pemeTKy KaK 3BepKa 

llpa3HHTb Te6~ npHnyT. 

A HOqblO CJINmaTb Gyny ~ 

He rOJIOC ~pKH꺼 COJIOBb~ ， 

He myM rnyxoß ny6POB -

A KpHK TOBapHmeß MOHX, 
lla 6paHb CMOTpHTeJIeß HOqHWX, 
lla BH3r, na 3BOH OKOB. 

만일 내가 자유의 폼이 된다면 

나는 그 얼마나 재빠르게 

어두운 숲으로 달려갈 것인지’ 

열병에 걸린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아름답고 혼란한 몽상에 

흘딱 빠져들 텐데. 

그리고 파도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행복에 가득 차서 바라볼 텐데， 

텅 빈 하늘을. 

나는 힘이 넘치고 마음껏 자유로우리. 

들판을 파헤치고 

숲의 나무들을 부러뜨리는 회오리바람처럼. 

하지만 이런 건 재난이다: 당신이 미친다면 

사람들은 페스트처럼 두려워하며， 

당신을 당장에 가두고 

사슬에 묶어놓을 것이다. 

그리고는 창살 사이로 짐승처럼 

당신을 괴롭히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밤마다 듣게 되리라 

꾀꼬리의 청아한 목소리도 아니고 

참나무숲의 술렁이는 소리도 아닌 -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간수들의 욕설과 

사슬이 쩔렁이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다섯 개의 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닐 수 있다. (i)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1연)， (ii)개인적/상상계적 차원에서 모든 구속으 

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광기 (2-3연)， (iii)하지만 사회적/상징계적 차원에서 

감금의 대상인 광기 (4-5연). 즉， (ii)와 ( iii)은 광기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각각 

대응하는바， 이 두 연은 ‘미친다는 것 (COATH C YMa)’이 갖는 양가적 의미를 시 

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서정적 화자에게서 광기의 긍정성이 아무 

리 유혹적이라 하더라도 그 부정성(=재난)에 대한 두려움까지 상쇄시켜주지는 

못한다. 해서， ( i )에서처럼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서정적 화자 

인 ‘나’의 논리적/이성적 결론이다. 비록 광기가 자유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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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차라리 노역과 굶주림의 삶을 감내하겠다D.52) 

그런 식으로 이 시는 1830년대 푸슈킨이 품고 있었던 광기의 의미론을 간명 

하게 집약하고 있다. 그 의미론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상상계의 광기 

(=자유) 

상징계의 광기 

(=감금) 

이 시의 1연 (C YMaj CYMa)과 4연 (C yMaj qYMa)에서의 각운 형식 또한 이러한 

도식에 호응하는바， 같은 도식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 

C yMa 

l/ \I 
l cyMa 

j\ /l 
니YMa 

미치지 않고자 하는， 즉 아무리 비렁뱅이의 보따리 (CYMa) 같이 곤궁한 처지 

에 놓일지라도 이성 (YM)과 헤어지는 걸 (C YMa) 서정적 화자가 꺼리는 것은 광 

기가 사회 속에서 곧 페스트처럼 격리/감금되는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유배 경험을 갖고 있었던 푸슈킨에게 있어서 광기(=문학)의 이러한 

이중성은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섣적인 것이다 때문에， 광기의 두 가지 양 

태 혹은 결과로서의 자유와 감금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과 절제， 그리고 복화 

술이 필요했을 법하다. 사실 그러한 미덕과 기법은 마치 이드(=자연/민중)와 

초자아(=황제) 사이의 상호 대립적인 요구 사이에 끼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만) 하는 ‘자아’의 테크닉이기도 하다(그런 의미에서 푸슈킨 문학을 ‘자아의 

생존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청동기마상」 읽기에서도 일차적으로 필 

요한 것은 그러한 테크닉(생존술)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청동기마상」에서 

예브게니와 푸슈킨은 청동기마상을 매개로 하여 각기 다른 상대와의 적대적 

52) r스페이드의 여왕」의 에필로그에는 광기로 인해 감금된 게르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것은 광기의 부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학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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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내는바， (모순이나 불일치가 아니라) 이러한 

이중적 대립， 이중적 시각/태도에 이 작품의 진실이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중성은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와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다” 

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푸슈킨이 선택할 수 있었던 테크닉(생존술)의 산 

물일 것이다，53) 

킨
 

스
 
” 고

 
T 

예브게니 표트르 대제 

니콜라이|세 

53) 하지만， 그의 이러한 테크닉은 비록 직접적으로 불경 등의 혐의를 받게 한 것은 
아니지만 니콜라이 I 세의 검열을 통과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1833년 12월말에 황 

제 니콜라이는 ‘하급관리 예브게니’의 슬픈 이야기를 쓴 푸슈킨을 ‘시종보’로 임명 

함으로써 그에게 ‘합당한’ 대우/복수를 했다. 따라서 1837년 1 월， 푸슈킨의 죽음은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한 하급관리의 죽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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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Semantic Oppositions in The Bronze Horseman 

Lee, Hyun-Woo 

There has been many reputes on the theme of The Bronze 

Horseman(1833) which is one of the finest works of A. Pushkin, but the 

riddle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mage of Peter the Great in 

introduction and that of the Bronze Horseman of the main story about a 

'little man' named Evgeny who lost his fiancee by flood has not been 

solved. 

According to A. Blok, Pushkin was a ’poet of harrnony ’ and he always 

tried to find middle way in conflicting situation in his time through his 

writings. As a poet he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the greatness of 

Peter the Great who built the Petersburg, but he could not reconcile with 

the surplus-repression of Nicholas who was a descendent of Peter and a 

personal censor of him. So the ambiguous attitude of Pushkin to Peter 

results in the dual oppositions in The Bronze Horseman , which has made 

readers embarrass in finding the real or secret message of this work.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al opposition on the semantic and thematic 

level in the work lies not in the opposition between Peter and Evgeny, but 

in the opposition between Peter and the Bronze Horseman implying 

Nicholas. That was a technique for Pushkin to satisfy the conflicting 

demands from inside and outside.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5. 3. 9 
논문심사일 2005. 3. 17 - 2005. 4. 16 
심사완료일 2005.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