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언과 역사:
푸슈칸의 역사인식에 대한 재고

김

1.

진

영*

‘역사주의’에서 ‘신역사주의’로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이다(l1c TOplUI

HapOlla np l! HallJlell<H T IT03TY)" 라는

푸슈킨의 발언이야말로 과감한 것이었다. 1825년의 펀지글에 등장했던 그 말

은 다른 시인으로 하여금 영웅 서사시를 쓰도록 종용하던 끝에 나온 것이었
지만， 1) 이후 역사 서술에 몰두하게 되는 푸슈킨 자신의 문학 여정을 상기해

본다면， 오히려 예언에 가까운 선언이었다고 여겨진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발생했던 역사 및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학

을

위시한

예술

분야

전반에

있어

역사적

소재가

중심을

이루게

되며，

1820-30년대에 걸쳐 스콧 류의 역사 소설이 러시아 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
가했다는 사실은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푸슈킨의
효프의
의해

대표적인 역사물 (W 보리스 고두노프.!1，폴타바」， 『대위의

역사』 등)이

씌어졌고

애초 스콧으로부터

딸.!1，푸가

그러나 푸슈킨만의 작가적 특성이나 역사관에

흡수했던 스타일과 기법의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일

반론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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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네디치에게 보낸 1 앓5년 2월 25일자 편지. A. C.

CO 'lHHeHHit

B

l1eCJl TH

TOMaX( 이하

ncc) ,

T.

10,

nymKI-IH(1 977-1979) no.쩌'oe coφaHHe
100. 이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JI. , c.

번역은 인용자 자신의 것임.

2)

물론，

Jurij Striedter(1977) "Poetic Genre and the Sense of History in Pushkin ,"
New Literary History , Vol. 8, No. 2, Winter, pp. 295-309처 럼 스콧의 영 향이 나
유행보다는 푸슈킨 자신의 역사관에 의해 그의 역사 소설 장르가 생성·진화되었다

고 보는 경향도 있다. 19세기 초 유럽의 역사 붐과 그것의 문학적 발현에 대해서는

Georg L버‘acs(1웠) The Historiml Novel, Boston, pp. 19-88; Lionel Gossman(1990)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Cambridge, pp. 83-226 둥 참조. 러 시 아 내 에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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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 문학의 ‘역사주의’에 관해서는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

가 있어왔는데，3) 이는 무엇보다도 20세기

꽤 많은 연구

러시아를 지배한 실증적 사실주의

와 사회주의적 경향성의 여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역사 붐이

격동적인 시대 상황， 그리고 단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불가피한 발생 요인을
납득해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듯이，4) 구소련의

인문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

월터 스콧 수용사를 다룬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끼. R. AeBKoBHQ(1973) ’깨CTOpHQeCK aJI

nOBeCTb ," 5. C. M3líJl ax(pell.l PyccKaJl 110BeCTb XIX B.: HCTOpHJI H l1po따'eMaTHKa )/(aHpa ,
A. , CC. 108-34; IOp때 MaHH(1993) "BaJlbTep CKOTT B pyCCKOM
flp06J1eMa aBTopa B xYI10)/(eCTBeHHoil

J1HTepa Type ,

3CTeTHQeCKOM c03HaHHH ,"

l1:1< eBCK ,

CC. 196-206; MapK

A뻐 TmYJIJl ep(l996) 3110xa BaJ1bTepa CKOTTa B POCCHH, cnõ. 참조. 스콧 소설의

시학

적 특성과 푸슈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모두 푸슈킨이 스콧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요컨대 스콧이 견지한 서술 시점상의 일관성을 패러디

하거나(유리 만)， 스콧의 약점을 보완하면서(알트슐레르)， 푸슈킨은 스콧의 수법 위
에 역사의식을 확립해 놓았다는 식이다.

3) ‘HCTO띠 3M’을 ‘역사주의’라고 옮기기보다는 ‘역사의식’ 또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편이

경우에 따라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푸슈킨 문학의 콘텍스트 속에
서 ‘HCTOpH3M’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편적 차원의 역사 인식이 아니라 특정 시
기의 특정 경향 또는 방법론적 원칙(시기적으로는 F 보리스 고두노프』 이후， 경향
변에서는 프랑스 역사관+사실주의)을 일컨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의식’이라

고 할 경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historicism’이 이
미 ‘역사주의’로 번역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일이다. ‘역사주의’ 및 ‘신역사주의’의

기본 개념에
als.

대해서는 The Encyclopedia 01 Philosop!zy(1967) , Paul Edwards et

eds. , N Y.,

π， pp. 22-24; Encyclopedia 에 Literature and Criticism (1 991) ,

Marin Coyle et als. eds. , London, pp. 791-805; David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α띠

Contemporary

H. Ri chter ed.(l999) ,

The

Trends , Boston, pp. 1204-1221

등 참조. 푸슈킨의 ‘역사의식’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C. M. neTpoB(1953) HCTopH'æCKHil
pOMaH A. C. flyUJKHHa ,
CTHJ1J1,

M.; r. A. rYKOBcKHlí (1 957) flyUJKHH H l1po6J1eMbl pea J1HCTH'æCKoro

M.; 5. TOMameBcKHlí(l96 1) "I1 CTOPH3M nymKHHa ," 1기yUJKHH， M.-A. , T. IT, CC.

154-199; 11. M. TolíõHH(1969) "Bonpoc bI HCTO따 3Ma H xyllo:l<ecTBeHHa~ CHCTeMa nymKHHa
1잃O-x

rOIlOB ," flyUJKHH: Hcc.π'el10BaHHJI H MaTepHaJ1N, 6, A. , CC.

35-59; r. n. MaKorOHeHKO

(199 1) "뻐 HCTOpHH iþOpMHpoBaHH~ HCTopH3Ma B pyCCKolí J1HTepaType ," 1ψ0 6.πeMbl HCTopH3Ma B pycCKoh

J1HTepaType KOHeLJ XVIII-Ha 'laJIo XIX B.(XVIII B. , cõ. 13) , A. ,

CC. 3-65; H. R 3lí1leJlbMaH(1984) 1η'DlKHH: HCTOPHJI H COBpeMeHHOCTb B xYI10)/(eCTBeHHOM
C03HaHHH 1103Ta ,

M. 동을 일차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의 주요 관련 자료는

CHM(2003) flOBeCTb A. C. flyUJKHHa <<Ka l1HTaHCKa Jl 110 'l Ka>):

n:l<H EH

I1BH)/(eHHe HCTOpHH H pa3-

BHTHe xapaKTepOB , nHCC. Ka HIl. iþHJI. HayK , cnõ. 에 수록된 목록을 참조할 것.
4) 루카치는 19세기 역사 소설의 기원 배경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프랑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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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학문적 근거 모색에 다름 아니었다.

푸슈킨의 역사철학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민중성’과 ‘반전제성’의 강조라
던가 ‘객관적 사실성’에 대한 집착이 20세기 혁명 정신에 의해 조건 지어졌음
을 추측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푸슈킨 연구사에서

정전으로

간주되었던 토마셰프스키의 관련 논문이 “푸슈킨의 사실주의는 진보적 인본
주의， 민중성， 그리고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5) 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음

은 그 면에서 다분히 시사적이다. 푸슈킨의 역사주의가 고전주의 식의 단편적

인 암시를 통한 현실 비판 (CHCTeMa ’ npHMeHeHHH , allusions ’)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유추를 가능케 하는 낭만주의식 역사 재현 (npHHUHn HCTOpHqeCKHX aHanOr째)
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역사적 펼연성의 법칙 (3aKOH HCTOpHqeCKOα Heoõxo，m뻐OCTH) ’

에 입각한 사실주의로 이어진다는 그의 3단계 발전론 또한 실은 진화의 변증
법과 혁명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토마셰프스키 이후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 역사

주의에 대한 기본 생각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 1830년대의

푸슈킨은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을 신봉했으며， 역사를 ‘사회적

요소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진보의 웅직임’으로 보았다”는 견해에 소비에
트 연구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6) 일찍이 구조 시학과 문화학 연구에 몰두했던

명과 혁명전쟁들， 그리고 나폴레옹의 흥망성쇠에 의해 최초로 ‘집단적 경험’이 되어
버렸다”고 단언했다. “투쟁의 사회적 취지， 역사적 전제조건과 상황을 밝히”면서， 결

국 “인간의 삶이란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임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프로파간다 수단’으로서의 역사 인식이 생겨났다고 그는 해석하는데

pp. 19-29) ,

그와 같은 견해는 당연히

이후 소비에트 연구자들의

(Lukacs(l963) ,

역사주의

비평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

5) TOMameSC I< HlI (l96ll, C. 154.
6) Alexander Dolinin(1999) "Historicim or Providentialism? Pus비nn ’ s Historγ of

Pugachev in the Context of French Romantic Hi storiography ," Slavic Review ,
Vol. 58, No. 2(Summer) , p. 292. 한편， 에 트킨드는 푸슈킨 수용의 변천사를 요약하
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역사의식이 ‘해벙기’ 이후부터 약화되고， 대

신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구조주의적 분석과 순수 문헌학적 고증이 주요 방법론으
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변화를 공식적인 ‘역사주의 원칙 (npHHI.\Hn
HCTopH3Ma)’에 대한 실질적 거부의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Hanpaso ,"
얘5-482.

BO:l<e CT8eHHblll

rJI4r0J1: fly8/KH.껴 npoqHT4H~1l 8

E. H. 3T I< HHIl (1999) "C Jlesa
M. CC.

POCCHH H 80 φip4HI<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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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만， 고문서

연구자들， 그리고 에트킨드나 시냐프스키같은 망명

학자들을

제외한다면 제도적 사상의 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대부분의 연구자
들에게 그것은 곧 자신의 역사의식에 대한 변호였을 수도 있다. 그들이 ‘역사

적 필연성의 법칙’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던 푸슈킨의 역사관은 한편으론 자신
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부이기도 했던 것이다.
푸슈킨의

역사의식을 둘러싸고 보다 유연한 견해가 대두되는 것은 대략

1980-1990년대에

이르러서로， 러시아의

경우 체제

변환과 직결되고， 영어권

학계의 경우에는 펼경 후기 구조주의 및 신역사주의 연구의 정착과 연관성을
갖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푸슈킨의 후기 역사 철학은 결코 ‘역사적 필

연성의 법칙’에 입각한 낭만주의식 역사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부터 7) 푸슈
킨의 숙명론이 과거의 연구자들에 의해 역사주의와 사실주의로 오인되어왔다
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8) 근래의

연구는 대부분 소비에트 사관의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몰두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후기 구조주의와 신역사주의의 배경 속에 동장하는 영어권 논의의 중심에
는 무엇보다 담론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는 재구성되고 재경험되
고 심지어 위조된， 다시 말해 주관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된 과거에 불과할 뿐
이라는 단정 앞에서 지나간 날의 객관적 사실성은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대신
초점은 역사를 구성해내는 상상력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

키는 다양한 조건들에 맞춰진다. 더불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일견 역설적인
표현도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9) w 푸슈킨의

역사적 상상력』이란 제목의 최근

연구서가 다시 한 번 증거해주듯 말이다.1 0 )

역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가다머가 지

적한 것처럼， 실제 과거와 현재 관점이라는 “지평의 혼합(fusion of horizons)" 11)

7) Alexander Doli띠n(1 999) "Hi storicim or Providentialism? Pushkin ’ s Hi story of
Pugachev in the Context of French Romantic Hi storiography," p. 292.
8) c. A. K때 aJlbHHK (1 998) XY,llO)f(eCTSeHHlUI 뼈'.!10CDØHJI ny8/KHHa , cn (Í., c. 142.
9) 신역사주의 이론가인 Hayden White의 책 Metl따istory: πJe HistoricaI l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1 timore , 1973)을 상기 하자.
10) Svetlana Evdokimova(1999) PUS빠in 칭 Historical lmagination, New Haven. 제목
이 예견해주듯， 예브도키모바의 연구는 신역사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푸슈킨의

역

사쓰기를 분석하고 있다.

11) 없ns-C없yG외arrer(1쨌)1h따1 aul Metlrrl, NY. , p. 273-4;

The History in Literature, NY. , p. 17에 서 재 인용.

H

Lindenberg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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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허구라는 문제가 오늘에 와서야 처음 제기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불가피한 허구성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12) 후기 구
조주의나 신역사주의의

입장에서

역사 서술의

허위성은 단순 비판되지

않으

며， 대신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변호된다. 시대 상황， 힘의 논리， 유행이
나 규범 등에 의해 형성되고
인 허구성은 비사실의

그래서 항상 변할 수밖에

지표이기보다 유동적

없는 담론의 한 측변

진실의 단서일 따름이다. 푸코가

말한 ‘에피스테메 (episteme) ’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이 란 없는 만큼， 역
사 서술 역시 당연히 그 변동성의 숙명 안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
적 진실， 절대적 언어란 없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붕괴되고， 역사보다는 차

라리 ‘메타역사’를 논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푸슈킨의 역사 서술은 문학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상상력이
나 시학， 신화 만들기의 차원에서 새롭게 읽혀지는 것이고， 근래의 연구물들
이 바로 그 경향을 말해준다. 예컨대 역사가 서술 장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 에머슨의

『보리스 고두노프』 분석 13) 또는 그와 반대로 역사 인

식의 변화가 서술자의 정체 및 서술 형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장르론，14) 역
사적 진실과 시적 진설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일련의 비교 연구 15) 등은 모두
순수 문학 작품이냐 아니냐의

구분을 떠나 담론의

속성과 구조를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은 후 그 속에서 생성되고 진화된 러시아 역사를 해부해보
려는 시도이다. 역사 자체를 담론의 역사로 해석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
작 중요한 것은 푸슈킨의 ‘역사철학’이 아니라 ‘예술철학’일 것이다. 그리고 만
약 그 안에 ‘진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과거의 역사주의

자들이 신봉했던 단일한 객관성의 진실은 아닐 터이다.

12)

이는 가령， 회고적 서술이

사쓰기의

태생적

안고 있는 “허위의 불가피성 (HeOÕXOll째。 CTb JDI<H)"을 역

오류로 지목했던

톨스토이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다전쟁과

평화』를 통해 보여준 툴스토이의 ‘메타역사’론은 푸슈킨의 역사론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비교 연구의 가치가 크다.

13) Cary! Emerson(1986) Boris Godunov: Transpositions 0/ a Russian Theme ,
Bloomington.
14) Striedter(1977) 참조.
15) Andrew WachteJ( l994) An Obsession with HistOTγ Russian Writers Coηfront
the Past, Stanford, pp. 66-87; naB Hll BeTea (1 900) "CJJa BJl HCKOe llape뻐e ， n03T B HCTOpHH
H K811HTa.HCK8.!l IlO'IK8 nymKHHa," ABTOp H TeKCT, cnõ. , CC. 132-49; Dan Ungurianu(l998)
"Fact and Fiction in the Romantic Hi storica! Nove!," Russian Review , Vol. 57,
No. 3 (Ju!y) , pp. 380-93; Evdokimova(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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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역사주의

비평의 기본 입장을 소개하는 글에서 그린블랫은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과거의

역사주의에는 일원적인 (monologicaD 경향이

있다. 즉， 식자층 전

체， 심지어는 인구 전체가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유일무이의 정치적
시각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말이다.

L..J

흔히 조리 있는 일관성을 생래적으

로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상상하는

소가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요
- 그 시각이 바로 역사적 사

실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16)

신역사주의의 목소리를 빌려 말해보건대

“생래적으로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Gnherently coherent and consistent)" 역사적 사실이란 없다. 오직 그러한 역사
적 사실을 찾아내려는 욕구만이 일관될 뿐이다. 러시아 역사를 다루는 푸슈킨에
게도 그 욕구는 있었고， 푸슈킨을 바라보는 소비에트 역사주의자가 그랬듯， 오늘

날 푸슈킨과 과거의 역사주의자 모두를 바라보는 신역사주의 비평가 역시 그 욕
구를 품고 있다. 단， 그것이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의 욕구라는 점， 일원적이 아니
라 다원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단히 자의식적이란 점에서 후자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이다”라는 푸슈킨의 말은 어떤 관점을 택
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애초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말은 소재

로서의 인물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좀 더 넓혀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서사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되지 않은 스바토슬라브의 혼
이 떠돌고 있다”고 당신이

언젠가 쓰지

않았습니까. 블라디미르는? 그리고

또 므스티슬라브는? 돈스코이는? 예르마크는? 포자르스키는 또 어떻습니까?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입니다.17)

역사주의 관점에서의 역점은 아마도 ‘민족의 역사’란 주어에 떨어질 것이다.
영웅적

인물 개개인의

역사를 넘어 ‘민족/민중 (HapOll)’ 전체의

역사로 확장된

그 역점의 파장은， 더 나아가 낭만주의자들의 관심사였던 ‘지방색’과 함께 지
방색의 보유체인 ‘민중성’ 개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같은 시기

16) Stephen Greenblatt(2001) "Introduction to The Power of Forms in the English
Renaissance," V. B. Leitch(ed.) 까Je Norton Anthology 01 Theoη and Criticism ,
N Y., p. 2253-4.
17) nym때H ， ncc, T. 10, 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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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쓴 한 초고에서 푸슈킨은 시를 민족/민중 고유의 지방색이 비쳐지는 거울
로 비유한 바 있다.

작가에게

있어

민족성 (HapOllHOCTb) 은 오직

자국민들만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덕목일 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심지어
단점으로 여겨질 여지조차 있다.

[...] 각각의 민족은 기후나 통치 방식， 신앙

둥에 의해 독특한 외형적 성질을 띠게 되고， 그것은 대체로 시의 거울에 반

영되기 마련이다. 민족에게는 그 민족만이 갖는 사고방식과 감정의 방식， 수
많은 풍습과 믿음과 습관들이 있다.1 8 )

민족 고유의

민족성

외에도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감정의 진실성， 그리고

느낌의 개연성 (HCTHHa CTpaCTeß , npaB~OnO~OÕHe qyBcTBoBaH뼈 B npe~OJIarae뼈
OÕCTOjlTeJIbCTBax)"을 통해 “지나간 시대를 진실 그대로 되살려낸다 (BOCKpeCHTb

MHHyBmHß BeK BO BCeß ero HCTHHe)"는 것이 푸슈킨의

민중역사극론이었다.1 9 )

역사의 진실성은 시인이 그려낸 시대상의 사실성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다

시 말해， 시의 진실이 곧 역사의 진실인 셈이다. 역사는 단순히 시인의 소재
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시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역사는 시인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푸슈킨은 카람진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
견한 것처럼， 고대 러시아를 발견한 "20) 시인-역사가로 평가했던 것이다.
시인과 역사가가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역사주의와 신역사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한다. 전자의 관심이 역사가로
서의 시인에

있다연， 후자는 시인으로서의

역사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시인

이 발굴해내는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 전자는 회의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바
로 그 사실에 도전장을 던지기 때문이다.

2.

r 폴타바』

푸슈킨 자신은 역사 서술에 있어 주관성의 요인을 배제한 적이 없다. 문학

18)

nym l< HH , "0 HapO llH OCTII B J!IITepaType ,"

ncc,

T.

7,

c.

28-9.

편집자들에 의해 ‘문학의

민족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초고는 푸슈킨 사후(1 855년) 발표되었다.

19)
20)

nym l<lIH, "0 HapOllHO꺼 llpaMe 11 llPaMe MaFψ'a nOCIll1HHl(a"(l잃0) ， κ.c， T.
nyml씨H ， "BocnOMIIHaH뼈 "(1 없5) ， ncc, T. 8, c. 49.

7, CC. 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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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사물인 경우 작가의 주관성은 무엇보다 상상력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다.

푸슈킨이 말하는 역사극의 사실성은 “예상되는 상황”하에서의 개연성으로， 두
말 할 나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원칙을 연상시킨다 .21) 역사 소설 또

한 ‘역사적인 시대’와 ‘상상의 이야기’가 조합된 것으로，껑) “소설적 사건은 역
사적 사건의 거대한 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23) 역사 서사시도 마찬
가지 여서폴타바 J(nOATaBa ， 1828) 의 마제파가 “역사 속 인물과 똑같이 행동
한다”고 주장하는 푸슈킨의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다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표트르 대제와 스웨덴 왕

칼 XII의

대접전 0704-1708) 을 다룬 장시

「폴타바」에 쏟아진 비평가들의 혹평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인은 다음과 같
은 논리를 펼쳐 보인다.

첫째， 비평가들은 여자가 늙은 남자와 사랑에

적이

빠지는 경우는 자고로 본

없고， 따라서 늙은 헤트만[코자크족 대장]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NB:

역사적 고증)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 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
냐， 체스톤? 알아도 믿지 않겠다”는 식이다.

그 설명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 사랑이야말로 더 할 나위 없이 변덕스러
운 감정이 아니던가. 난 지금 일상적으로 젊음， 좋은 머리， 아름다움보다 더
선호되는 추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화 속의
전설들과 오비디우스의

변신들， 레다， 필리라， 파시파에， 피그말리용을 기억

한다면， 그와 같은 허구들이 전혀 시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해와 전투 이야기로 데즈데모나를 매료시킨

늙은 검둥이 오델로를 보라

이태리 시인[알피에리]에게 최고의 비극을 쓰게

만든 뭐라를 보라.
그들은 또 마리아(또는 마트료나)는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허영심에

이끌렸던 것이라고 했다. 마치 최고 판사의 딸로서 게트만의 정부가 되는 것
이 대단한 영예이기라도 한 듯 말이다! 그들은 나의 마제파가 “사악하고 멍

청한 영감탱이”라고도 비난했다. 내가 마제파를 사악하게 그려놓은 점만큼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겐 추호도 없다.

21)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제시해주는 까닭에 시인이

역사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IX장.

22)

"B Hame BpeMJI no ,Q CJlOBOM poMaH pa3 )'M eeM HCTopH 'I ecKyro 3noxy , pa3BHTyro B B빠뻐
mJJ eHHOM nOBeCTBOBaHHH."

ncc, T. 7,
23)

며mkHH， "삐pl빼 빼IJIOCJlaBCK뼈，

HJIH pyccKHe B

1612

rO lIY"(1

830) ,

c. 72.

"POMaHH 'I eCKOe npOHcmeCTBHe 6e3 HaCHJlHJI BXO때 T B P뼈y o6mHpHeRmyro npoHcmeCTBHJI
HCTOpH'IeCKoro."

c. 73.

l1ymKHH, ’뼈뼈 빼1JI0CJlaBCK뼈，

HJIH pyccKHe B

1612 rolIY'’(1 830) , J1CC,

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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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의 역사인식에 대한 째고

자신이 유혹한 처녀의 아버지를 처형하는 순간엔 특히나 그렇다. 그 인간의

멍청함은 행동이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본데， 내 장시에 나오는 마제파
는 역사 속 인불과 똑갇이 행동하며， 언변 또한 그의 역사적 성격을 말해준

다. 비평가들은 나의 마제파가 지나치게 원한에 사무쳐 있다， 소러시아의 통
치자는 학생이 아니다， 따라서 따귀를 때리거나 콧수염을 잡아당긴 것 따위

로 복수할 사람은 아니라고들 지적했다. 이 또한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의 예일 것이다. 여전히 “알아도 믿지 않겠다”는 식이다. 마제파로 말하

자연 당시 귀족적 명예 의식이 극에 달해 있던 유럽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
다. 그렇기에 모스크바의 차르가 가한 모욕을 두고두고 기억하다가 기회가
주어진 순간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거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
결같고 잔인한 그의 성격이 전부 들어 있다. 폴란드인이나 카자크인의 콧수

염을 잡아당기는 일은 러시아인의 턱수염을 움켜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
플리츠키 (4anJIHUKHl!)로부터

온갖 모욕을 겪었던 흐멜니츠키 (XMeJIbHHUKHl!)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의 판결에 의해 손에 넣은 보상은 바로 차플리츠키

의 잘라낸 콧수염이 아니었던가 말이다(코니스키 연대기 참조 ).24)

작품의 비사실성 비판에 맞서는 푸슈킨의 반격 도구는 역사적 사실성과 보

편적 개연성 둘 다이다. 늙은 마제파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나 콧수염에 대
한 특정 민족의 감정은 고증된 것인데다가(역사적 사실성)， 비이성적인 사랑
의 감정， 상처받은 명예에 수반되는 복수 심리 또한 진리에 가까운 일반론인
만큼(보편적 개연성)， 비평가들의 지적에는 역사적 근거와 논리력 모두가 결

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변론이며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를 지

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문학이 확보한 역사적 진실성을 자신한다.

그러나 푸슈킨에게 쏟아진 비평의 부당함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의 변론에
담긴 작위성마저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개연성에 대한 비판에는 역사성으로，
역사성에 대한 비판에는 개연성으로 푸슈킨은 맞선다.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

를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역사적 고증을

콧수염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는 논리에는 연대기 기록을 그리고 마제파의 불확실한
배반 동기에는 복수심에 찬 폴란드인 흐멜니츠키의 예를 들면서 방어하는 식

이다. 그는 인물의 행동과 언변이 보여주는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
의 주관적인 관점이 부각시킨 인물의 사악한 성격 또한 인정한다. 마리아의 사
랑이 역사적으로는 물론 오랜 신화적-시적 전통을 통해 고증되었음도 밝힌다.
객관성을 표방한 푸슈킨의

반론은 사실 어찌 보면 시적 주관성의

24) nymKHH , "OnpOBeplI<eHHe Ha KPHTHKH"(1830) ,

ncc,

T.

7,

c. 132-3.

변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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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푸슈킨의

반론 근거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전설

모두에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관된 역사성도， 또 일관된 개연
성도 없다. 푸슈킨의 항변과는 모순되게 「폴타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은 비평가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로， 가령 마
리아의 본명이 마트료나이고， 그녀는 외동딸이 아니며， 마리아 마제파 관계의

본말도 실제와는 다르고， 마제파와 콧수염 사건은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둥이 그 예이다.정) 다분히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마제파의 형상이 “사악하고

멍청한 영감탱이”로 굳혀졌음도 작가가 인정한 대로이다.
그런대도 푸슈킨이 자신의

마제파만을 유독 역사적

진실인

양 선언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르일례예프의 서사시 「보이나로프스키

BoRHapOBC I< ßRJ (1 825) ,

알라드인 (E. A.nall벼H) 의

볼테르의 『칼 12세의

역사Histoire

소설

「코츄베이 KoqyõeR J (1 828) ,

de Charles XII.!l (1772) , 그리고 그것에 기
초한 바이런의 「마제파MazeppaJ (1 818) 등， 기존 작가들의 낭만적 문학 작품
과 역사 서술은 모두 푸슈킨에게 불충분한 고증과 왜곡의 실례로서 비쳐진다.
마제파는 당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작가들 중에는 그

를 자유의 영웅으로， 즉 또 하나의 보그단 흐멜니츠키로 그려내고자 했던 사
람도 있다

역사에 나오는 그는 간교함과 사악함이 피에 흐르는 야심가로서，

은인이었던 사모일로비치를 비방하고， 가없은 정부의 아비를 죽이고， 표트르
대제가 승리하기 전에는 그를 배반했다가， 칼 왕이 패배하자 이번엔 또 그를
배반하는 인물이다. 그는 길이길이 정교회의 파문은 물론 전 인류의 저주를
모면할 수 없으리라.
또 어떤 낭만적인 소설에서는 마제파가 무기를 손에 든 여자 앞에서 얼굴

이 하얘지면서， 프랑스 멜로드라마 류에나 어올리게 바들바들 떠는 늙은 겁
쟁이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반란자 헤트만의 성격을 풀어나가고 셜명하는데

있어 역사적 인물을 제멋대로 왜곡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26)

「폴타바」의 서문격인 이 글은 푸슈킨의 서사시가 꾀하고 있는 목적， 즉 문
학을 통한 ‘역사바로잡기’라는 의도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푸슈킨이 지적하고

25) 실제로 마리아가 코츄베이의 여러 딸들 중 한 명인 마트료나임은 푸슈킨이 작품
뒤에 붙인 주석에 밝혀져 있다. 그 외에도 r 폴타바」에 드러난 역사 왜곡 및 그 동
기(정치적 선악과 개인의 윤리적 선악 대비)가 되는 푸슈킨의

Evdokimova(1999), pp. 173-208 참조.
26) nymKHH , "npellHC JlOBHe K nepB얘y H311aHH~

nOßT4BH’ (1829) , noζ T.

역사관에 대해서는

4, c. 386-7.

시인과 역사

있는 역사 왜곡이 마제파에

-

푸슈킨의 역사인식에 대한 재고

대한 낭만적

79

형상화가 가져온 오류인 만큼， 그의

「폴타바」가 시적으로는 탈낭만주의를 지향할 것이며

그것이 결국 충실한 역

사 재현으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가설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누

구의 역사인가”라는데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본 ‘역사바로잡기’인가，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근본 동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푸슈킨의 서문 초고에 언급된 ‘역사’는 폴타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역
사이다. 패배한 우크라이나와 스웨멘 그리고 ‘반란자’ 마제파의 자리는 당연히
거기에 없다. 참고로 푸슈킨과 달리 마제파를 우크라이나 독립투사로 묘사한
르일례예프의 낭만적 서사시에는 ‘마제파의
KOPHHJIOBH4) 의 글이 앞부분에

생애’에

대한 코르닐로비치 (A.

O.

인용되어 있다. 마제파의 간계와 비열함을 강조

하면서 그의 반란이 결코 순수한 조국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공식

입장의 문헌이 삽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국

의 검열 때문이었다. 코르닐로비치의 제도권 역사 서술은 이어지는 서사시의
허구적 낭만성을 드러내면서 문학 앞에 선 역사의 권위를 재천명하는데， 역사
적으로 올바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데올로기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

요했던 그 삽입 문헌은 ‘ 12월당’ 시인 르일례예프의 알리바이였던 셈이다.
독자들은 혹 시인이 그려놓은 마제파와 역사가가 묘사하는 마제파의 인물
성격이 상반되는데 대해서 놀라워할 지도 모른다. 굳이 설명하자면， 시에서
는 마제파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그것도 최고의

색깔로， 그려내는 반면， 가

차 없는 후대와 공정한 역사가는 그를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
다.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자신의 오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설득의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조카인 보이나로프스키를 자기편으로 이끌기
위해 미사여구로 꼬드기고는， 그의 순진함을 이용해 표트르 대제와의 전쟁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숭리는 진실의 편이어서， 배반자는 하늘의 벌을 받고 말
았다.잉)

르일례예프의

서문은 이처럼

러시아의

“공정한” 역사관을 재차 반복한다.

그것은 자신의 서사시가 갖는 역사성 자체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승리는 진실의 편이어서

27)

르일례예프의

배반자는 하늘의 벌을 받았다 (Ho HCTHHa BOCTOP-

r 보이나로프스키」

CTHXOTBopeHHκ J1.,

c. 434.

서문 전문. K. φ. P~neeB(1971) llOßHOe C06paH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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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CTBOBaJl a , 1:1

npOB l:I,lleH l:l e Ha l< a3a JlO 1:1 3MeHHl:Il< a)" 라는 르 일 례 예 프의 말에 서 우

리는 아이러니를 읽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이 자유사상의 시인이었고， 그로
인해 1 년도 채 못돼

교수형을 당하게 될 운명의

르일례예프에게는 그 말이

지독한 역설이자 예언에 불과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푸슈킨의 「폴타바」 서문도 마제파를 러시아의 적으로 지명하기는 마찬가지
이며， 부분적으로는 코르닐로비치의

서술을 그대로

되풀이하기조차 한다.쟁)

하지만 아이러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말
한 대로， 푸슈킨이 전제로 하고 있는 역사란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역사
로서， 러시아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서문의 첫 문장을 비롯해 서사
시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이다.

폴타바 전쟁은 표트르 대제 재위 기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경

사스런 사건 중 하나이다. 그 전쟁을 통해 가장 위험한 적을 제거했음은 물
론， 남쪽 지방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북방 지역에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표트르 대제가 완성시킨 개혁의 불가피함과 성
공도를 입증했기 때문이다.갱)

운명의 전쟁터에서/ 천둥이 치고， 여기저기 불길이 인다.! 그러나 전운은
이미/ 우리 쪽에 기웅기 시작했다.! 연속 표격을 당한 병정들이/ 서로 뒤엉
켜 먼지처럼

나가떨어진다.!

(...)/ 전쟁 신의 은총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준다/ 그 때 하늘의 영감을 받은/ 표트르 대제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져 나
왔다/ “나가자， 신의 은총과 함께!" 추종자의/ 무리에 에워싸인 표트르 대제

가/ 천막에서 나타났다. 빛나는/ 눈 무서운 얼굴.! 민첩한 거동. 그는 눈부시
도다.! 그 자신 흡사 신의 분노로구나.왜)

표트르 대제의
(神意)와의

참전과 신의 응징과의

동일시가 보여주듯

비유

절대군주주의

타바」의 역사관은 일관된 것이며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와 신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폴

그 일관성은 「폴타바」의 성격을 낭만적 서

사시보다 고전적 영웅 송시의 범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근거이기도 하다.31) 푸

28)

“마제파는 당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다"(푸슈킨의 서문) VS. “마제

파는 18세기 러시아 역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에 속한다"(코르닐로비치의 역
사 서술 첫 문장). 그 외에도 푸슈킨이 그려 놓은 마제파의 성격과 관련 일화들은

코르닐로비치의 그것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29) nym l< HH , ncc, T. 4, C. 386.
30) nym l< HH , noζ T. 4, c. 213.

시인과 역사

-

푸슈킨의 역사인식에 대한 째고

81

슈킨의 창작 의도는 “왜 칼이나 마제파가 아닌 표트르 대제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어야만 하는가 "32) 라는 역사적 펼연성의 명제를 다각도로 증명해주는
데 있었다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 속에서 또 한 가지 홍미롭게 대두되는 것이

푸슈킨 자신도 언급한 바 있는 에피그라프의 문제이다. 바이 런의 서사시 「마
제파」 앞부분에서 따온 영문 에피그라프는 다음과 같다.

The power and glory of the war,
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men ,
Had pass ’ d to the triumphant Czar.
푸슈킨이

이

대목을 통해 피터

대제를 승리로 이끈 전쟁의 의의를 드러내

고자 했으며， 그런 이유에서 서사시의 제목 또한 ‘폴타바’로 삼았다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33) 그것은 조금 성급한 해석일 수 있다. 제목의 선정 배경에

대

해 푸슈킨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럽 통신」은 내 서사시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며， 아마도 바이런이 연상

될까봐 ‘마제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지적이
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에피그라프에

있다바흐치사라이의 분수」 역시

원고에는 ‘하렘’이라고 했었으나， 그만 벨랑콜리한 에피그라프(물론 내 서사시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 나은)에 끌린 나머지 그렇게 되고 말았다.없)

푸슈킨이 사디 (Sadi) 의 시에 나오는 ‘분수’에 이끌려 서사시의 제목을 바꾼 것
이라면， ‘폴타바’는 바이런의 ‘전쟁’이란 단어로 인해 둥장한 셈이다. ‘분수’가 하

렘의 메토니미인 것과 같이， ‘전쟁’ 또한 러시아의 영광을 가리키는 메토니미이
자 표정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힘과 영광은 표트르 대제의 승리

로 귀결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의 헛된 숭배자인 인간처럼 신의 없는 (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men)" 것으로 정의되고 만다. 만약 푸슈킨이 차르의 위
력과 영광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문제의 두 번째 행은 생략될 수 있었을 것이

31) KH (Ía.nbHHK(1998) , CC. 141-149; Evdokimova(19!:꺼)， pp. 173-208.
32) H. 3. CepMaH (1 971) "XYIlOl(<eCTBeHHU IIpo (ÍJl eMaTHKa H KOMII03H I.\H5I 1103뻐 nOJ1TaBa ,"
A. C. nymKHH. CTaTbH H MaTepHa J1N, rOpbKHII , C. 28; K뼈aJIbHHK(1998) ， c. 142 에 서 재
인용.

33) Evdokimova(1999) , p. 176-7.
34) nymKHH , "OllpoBep*eHHe Ha KPHTHKH" (1 830) ,

ncc, T. 7, c.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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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리의 결과에 앞서 승리의 변덕스러운 속성을 폭로하는
그 한 줄을 푸슈킨은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35)

비록 폴타바 전쟁의 승리는 신의 뜻에 따라 러시아 차르에게 넘어갔지만，
인간의 힘과 영광에 지워진 무상함과 유한성의 한계는， 마치 변덕스런 신에

의해 어느 때고 뒤바뀔 수 있는 전운처럼， 국가적 운명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다. 러시아가 누리게 된 오늘의 영광이 역사의 현재적 사실이라면， 인간이
기억해야 할 역사의 영원한 진실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폴타바」의 에필로그가 각인시키는 교훈이기도 하다. 에필로그는 본
문에 동장했던 인물들의 백년 후 운명을 기억의 단층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
치이다. 본문이 재현하는 전쟁의 실재가 역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에필로그가
지정하는 기억의 위계질서 또한 역사일 것이다. 실제로 총 47 행에 불과한 이

역사의 공간은 몇 년 동안의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본문 전체보다도 훨씬 장
구한 역사를 다루면서， 시와 언어로써 이어지는 기억의 힘을 강조해준다.
백년이 지났다. 열정의 자유로 가득 갔던/ 강인하고 당당한 용사들， 그들
이/ 남겨놓은 건 무엇이던가?/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느니/ 그들의

전력과

고난과 숭리 의/ 피 어 린 혼적 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노라.! 오직 폴타바의 영

웅인 그대만이/ 북쪽 대국의 백성들/ 그들의 전투적인 운명 속에/ 거대한 기
념벼를 세워놓았다J 날개달린 풍차들이 줄지어/ 벤데라의 황량한 언덕을/ 평

35)

바이런의 서사시는 “ triumphant

Czar" 다음을 맞춤표로 끝맺지 않고 계속해서 이
"The power and glory of the war,/ 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
men,/ Had pass ’ d to the 띠umphant Czar,/ And Moscow ’ s walls were safe
again,/ Until a day more dark and drear,/ And a more memorable year,/ Should
give to slaughter and to shame/ A mightier host and haughtier name;/ A
greater wreck, a deeper f，머1/ A shock to one - a thun띠
1띠
야erbo
d
이따，
lt to 때
all./，
ν
ï Such was
..
the hazard of the die; ….“"
ha
없za
따r떠
d 아
0 f the 버
die
리)'’의 비유가 말해주듯 바이런은 러시아의 승리를 일순의 영광으
어 간다.

로 간주하면서， 주사위의 회전처럽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숭패와， 따라서 언젠
가 뒤바뀌게 되어

있는 러시아의 운명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슈킨의 r 폴타바」를 그와 같은 바이런의 반러시아적 서사시에 대한 반론으로 읽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다. 예컨대， 푸슈킨。l “미umphant Cz따” 다음에 맞춤표를 찍어

인용함으로써 러시아의 숭리를 불변의 것으로 확정지었다던가， 또는 ‘주사위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승패의 변동이 왜 표트르 대제의 숭리에 와서는 고정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자신의 시로써 직접 보여주었다는 식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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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운 담장처럼 둘러싸고/ 뿔 달린 물소들은/ 병사들의 무덩가를 어슬렁거리

는 그 나라엔/ 무너져 내린 건물의 혜허와/ 이끼 낀 채 땅 속 깊이/ 파묻혀버

린 채 개의 계단만이/ 스웨벤의 왕에 대해 말하는구나/ 그곳에서 가신들만
거느린/ 어리석은 그 영웅은 홀로/ 터키 군대의 요란한 습격을 막아내다가/ 그
들의 권표 아래 칼을 내던졌었다./ 그러나 우울한 나그네여， 그곳에서/ 헤트만

의 무덤은 결코 찾지 못하리./ 마제파는 잊혀진 지 오래/ 여태도록 일 년에 한
번씩/ 성당의 장엄한 성전에서/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두

수난자의 유해가 장든/ 무덤은 남아 있도다./ 성당 안 옛 성자들의 무덤들 사이
에/ 고요히 잠들이 있도다/ 디칸카에는 오랜 전 벗들이 심었던/ 떡갈나무 몇 그

루가 무성히 자라/ 아직까지도 후손들에게/ 처형당한 조상의 이야기를 전해준
다./ 그러나 죄 많은 딸 ... 그녀에 대해서는/ 전설도 침묵한다. 그녀의 고통과，/ 그
녀의 운명과， 그녀의 종말은/ 암흑에 가리어져/ 알 길이 없구나. 다만 때때로/ 마
을 사람들 앞에서/ 헤트만의 노래를 하던/ 눈 먼 우크라이나 시인이/ 어린 카자
크 소녀들에게/ 죄 많은 처녀의 이야기를 잠깐씩 전해줄 뿐.3 6 )

에필로그가 기록하는 기억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그것의 실체와 생성과정

에 대한 역사이다. 표트르 대제의 엽적은 “거대한 기념비 (orpOMH뼈 naMJITHHK )"

에 의해 기억되지만， 죄 많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직 눈 먼 시인의 노래를

통해 전해질 따름이다. 기억의 강도나 매개체의 공신력， 그리고 그 전파성 등
은 모두 인물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오르내리기 마련으로， 역사적 중요도는

또 역사를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결정됨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
트르 대제와 칼 왕을 각각 거대한 기념비와 폐허로써， 배반자 마제파와 충신
코츄베이， 이스크라를 정교회의

에필로그야말로 승자의

저주와 칭송으로써

대칭

기억되게끔 설정한

관점에서 바라 본 러시아인 푸슈킨의 공적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에펼로그에 나타난 기억의 층위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해부해 볼 수
도 있는 문제이다. 공적

기억의

층위는 거대한 기념비에서

지나쳐가는 노래

로， 러시아 제국에서 속국 우크라이나로 하강하며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나，37)

비공식적인 기억의

층위에서

본다면， 반드시

손으로 세워진 기념비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그렇지도 않다. 표트르

대제의

저주 (anathema) 로， 비문으로， 마

침내 시인의 시로 이동하는 기억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36) nymKHH , f1CC, T. 4, c. 220 (인용자
37) 에펼로그에 나타난 기억의 하강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강조).

구조에

관해서는 Evdokimova(1999) , p. 20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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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속된다. 승리한 집단에게는 제도와 물질의 역사가 있고， 반대로 그 역사

가 외면하는 패자에겐 시의 역사가 있다. 두 가지의 기억 모두， 즉 역사가 기
록하는 전쟁의 이야기와 시가 기록하는 사랑의 이야기， 승리하는 집단의 경험

과 패배하는 개인의 경험 모두가 푸슈킨의 서사시를 구성하는 사건이며， 에필
로그는 백년이란 세월을 뛰어 넘겨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후기의 푸슈킨이 국가관이나 사회의식， 섬지어 문학 원칙에
보보다는 차라리 보수의 성향에

있어서까지 진

다가섰다는 견해가 제시된 지는 오래이나，38)

그와 더불어 전제되어야 할 점은， 그것이 진보성이 되었건 보수성이 되었건，
푸슈킨의 논리가 언제나 단순한 흑백 논리로부터 멸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폴타바」가 승리한 집단과 패배한 개인 모두의
같은 시기에

쓴

r1829 년

원정시의

기억을 기리고 있듯， 또

아르즈룸 여행 J(rryTemecTBHe B Ap3pyM

BO BpeM j\ ITOXOlla 1829 rOlla) 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노래함과 더불어 사라
진 카프카즈를 애도하면서

카프카즈 원주민의

야만성과 러시아의

폭력성을

동시에 폭로하듯이， 그리고 『보리스 고두노프』가 보리스 고두노프와 가짜 드
미트리와 민중 모두에게 역사적 책임의 소재를 두고 있듯이， 또한 「대위의 딸」
이 귀족과 농민 계층의 뒤섞인 관점으로 푸가효프를 바라보듯이， 푸슈킨이 견
지한 관점에는 항상 단면성이 아닌 다면성의 원칙이 존재한다.

3.

r 대위의 딸』과 『푸가효프의 역사』

푸슈킨의

역사관에

있어서 때로 자기 모순적인 입장과 주장이 교차되는 것

은 그와 같은 다면성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양면성이기보다는 분명 다면성이

다. 혹자는 “양성 의 사상적 -문체 적 층위 (llBa HlleAHO-CTHJIHCT HtIe CKHX ITJIaCTa)" 라

38)

푸슈킨의 남성적 지배욕과 제국주의적 정복욕에 대해서는 Stephanie Sandler
(1989) Distant Pleasures: Alexander Pushkin and the Writing of Ex i! e,
Stanford; Katya Hokanson (1 994)
Literary Imperialism , Norodnost ’ and
Pushkin ’ s Invention of the Caucasus ,1/ The Russian Review , Vo l. 53, No. 3
(J uly) , pp. 336-52; Monika Greenleaf(1994) Pushkin αld Romantic Fashion ,
Stanford 참조. 푸슈킨의 문학적 의고주의 (archaism) 에 대해서는 10. M. J1 oTMaH(1983)
POMaH A. C. nyJUKHHa "EBreHHη OHerHH": KOMMeHTapHH, J1., C. 307; B. Bauypo (1 994)
nOseCTH nOKOHHoro I1saHa neTpoS Ht.fa 5eJl KHHa ,1/ 3anHCKH KOMeHTaTopa , cnõ. , cc. 29-47;
Dolinin(1999) , p. 29 1.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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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컨고，39) 혹자는 “양가적 진실 (llBoenpaBllHe) ，’이라 일컨는 방식으로때) 시인-역사

가 푸슈킨이 직면해야 했던 예술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또는 실제와 상상력의

충돌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것은 소설과 역사라는 두 장르로 동일한 소재를 거의
동시에 소화해낸 한 쌍의 역사물， 즉 「대위의 딸』과 F 푸가효프의 역사』의 비교에

임해서는 특별히 부각되는 문제로 따라서 그 두 작품이야말로 시인과 역사가로
서의 이중 과제를 가장 극명히 반영하는 예인 양 어김없이 거론되곤 한다.
소설로 쓰는 역사와 역사로 쓰는 역사

이 두 작업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어 슈클로프스키보다 더 간명할 수는 없을 듯싶다. “소설에서는 『역사」
에서 쓴 것을 쓰지

않고

『역사』에서는 『대위의

딸』에서 쓴 것을 쓰지

않았

다”는，41)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 한 문장이 전부이니 말이다. 평소 시인의

직감을 통해 작품 분석에 관한 한 그 어떤 연구자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보
여줬던 츠베타예바 역시， 강렬한 대조의 수사법이 강조하듯， 시인과 역사가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툴로부터 결코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

r 대위의 딸』의 푸가효프와 『푸가효프 난의 역사』의 푸가효프.

같은 손으로 썼으니， 같은 푸가효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손이

아니었다대위의

딸』의 푸가효프를 쓴 것은 시인이었고푸가효프

난의 역사』의 푸가효프를 쓴 것은 역사가였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푸가
효프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
푸슈킨의 푸가효프는 역사적인 푸가효프에
(apxlI s) 에

대한 서정시인의

대한 시인의 반격이요， 사료

반격이다. “그래 안다， 다 알고 있다. 실제의 모

든 것을， 모든 것의 실제를 안다. 푸가효프가 저열하고 치졸했다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을 난 알고 싶지가 않다. 나의 것이 아년 남의 사

실에 난 나의 사실로써 맞서리라.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저급한 진실의 떼거리보다 내겐/ 우리를 솟아 올리는 단
하나의 거짓이 더 소중하기에 "42)

(…)

애. M. ]JOTMaH (l 992) "1111e I! Hu CTpyKTypa KanHTaHcKoit POtfKH," H36paHHble CTaTbH, T. II,
Ta J\J\IIHH , c. 418.
40) Ungurianu(1998) , p. 389.
41) Victor Shklovsky(1977) "In Defence of the Sociological Method," in L. M.
0 ’ Toole & Ann Shukman(eds.) Russian Poetics in Translation , No. 4, p. 96.
42) 푸슈킨의 시 「영웅 repo l! J (1830) 에 나오는 구절. 이 시는 푸슈킨이 주장한 예술적

39)

진실의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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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짓밟아버린 푸가효프의 무의식적 욕구를 시로써 복권시키고， 푸슈
킨의 손에 의해， 역사에 의해 단에서 끌어내려졌던 푸가효프를 다시 그 단
위로 올려 보내는 것. 해심 저 밑바닥에 떨어져버린 역사의 비열함에서 푸가

효프를 전설의 드높은 단 위로 들어 올리는 것.

(. .. )
그리하여 푸슈킨은 시의 힘으로써 치졸한 중에서도 가장 치졸했던 한 인

물을 더 없이 관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대위의 딸』에서

역사가-푸슈킨은 시인-푸슈킨에게 패배하고 말며， 푸가

효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한 마디는 영원히 그 시인의 편에 서 있다쩌)

단호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가-푸슈킨이

시인 푸슈킨 앞에

서 패배하고 만다는 츠베타예바의 논지는 순전히 시인으로서 자신의 선험적

(a priori) 확신에 의거한 것으로，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제
로 “역사가 푸슈킨은

언제나 낭만주의자 푸슈킨을 패배시켰다 "44) 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시인 푸슈킨은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츠베타예바의

단정 또한

“알아도 믿지

않겠다”고 고

집하는 비평가에게 가했던 푸슈킨의 반론을 상기해볼 때，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의

또 다른 실례로 비쳐지기조차 한다 .45)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적인 직관에도 불구하고， 시인과 역사가에 대한 과장된 대립상에

있어서만

큼은 츠베타예바가 푸슈킨을 오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얘) 그 오독의

단적인

결과는 F 대위의

딸』과 『푸가효프의

역사」

집필

시기의

가장

선후 관계에

관한 혼동일 것이다.

츠베타예바는 푸슈킨이 푸가효프에

대한 역사를 먼저 쓴 다음， 그에

대한

시적 응수로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시를 역사의 절대적 우위

에 상정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시가 역사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설정이야말로 츠베
타예바가 전적으로 왜곡시킨 집필 역사에 불과하다~대위의 딸」이 『푸가효프

NY. ,

43) MapHHa UBeTaeBa(1979) "TIym I< HH H TIyra 'l eB ," H36p8HH8 J1 npo38 B IlByX TOM8X,
T.

44)

2,

CC.

294-300.

’꺼 HCTOpH I< Bcerlla llo6e ll<lI aJJ B TIym I< HHe pOMaHTH I< a." TOMameBC I< Hß (1 96ll , C. 194.

45) r 폴타바」의 역사성 비판에 대한 푸슈킨의 반론 ("OllpOBepll<eHHe Ha

46)

I< PHTH I< H,"

1830)

을 다시 한 번 참조할 것.
물론 고의적인 오독이기가 쉽다. “오독이더라도 그렇게 읽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츠베타예바의 푸슈킨은， 관련 산문 모음집의 제목 (Moß
TIymI<HH) 이 말해주듯， ‘그녀만의’ 푸슈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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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보다 뒤늦게 완성되고 발표된 건 사실이지만(각각 1836년과 1834년)，

실제로 구상은 소설에서부터

출발되었고(1832년)， 다만 애당초 소설의

보충

자료로서 표트르 대제에 관한 사료 검토와 함께 시작되었을 역사 연구가 빠

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설을 제치고 먼저 독립된 저작의 형태를 갖추게 되
었을 뿐이다.깎)

츠베타예바의

확신과는 달리， 역사와 소설이 자신만의

일관된 푸가효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대한 푸가효프와 무자비한 푸가효프， 용맹한 푸가

효프와 비겁한 푸가효프， 생각하는 푸가효프와 무모한 푸가효프 둥， 상반된
그의 면모는 결코 소설과 역사， 그리고 시인과 역사가라는 이분법에 발맞추어

나눠지지 않는다. 하나의 장르， 하나의 서술 주체 안에서도 푸가효프의 형상
은 역동적이며， 다분히 상호모순적인 면을 지닌다. 푸가효프는 물론， 그 외 다
른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 사건이

일어나는 시공간의 경계， 반란의 동기와 진

행 과정， 우연과 섭리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일관성이나 명료한 원칙은
발견할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의 기이한 얽힘 (CTpaHHoe

cuenneHHe OÕCTO~TenbCTB)~) 속에 서 매 순간 판단과 선 택 의 분기 점 에 처 해 야
하는 것은 역사와 소설 속의 인물들 모두이며， 작가인 푸슈킨과 독자인 우리
또한 그 면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뇨프 개인의 역사와 러시아의 역사， 소설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섭리와 우연의 작용 외에는 “상황의

기이한 얽힘”에 대해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 속의 푸슈킨
역시 푸가효프 난에 얽힌 인과의 과정을 일관되게 풀어나가지는 봇한다.49) 로

맨스의 틀을 빈 소설이 귀향한 주인공의
할 수 없듯， 역사의

행복한 삶이라는 인위적 결말을 피

결말 또한 푸가효프의

처형， 그리고 푸가효프와 관련된

모든 기억의 공적 말살이라는 인위적인 법령의 실행과 맞물리게 되어 있다.

47) ~대위의 딸』의 집필 과정에 대해서는 Paul Debreczeny (1 983) Alexander Pushkín:
Complete Prose Fíctíon, Stanford, p. 526-7, 532과 같은 해에 씌어진 그의 다른
책 The Other Pushkín , Stanford , pp. 239-56 참조.
48) nymKHH , ncc, T. 6, c. 312.
49) 서술의 앞부분에서는 푸가효프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
면서 일견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푸슈킨도， 난
의 진압 과정에 이르러서는 이성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운과 섭리의 개입을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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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시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예카테리나 여왕은 난의 근원지

였던 강의 옛 이름을 없댔다. 야이크 카자크는 우랄 카자크로 명칭이 바뀌었
고， 그들의 마을 또한 우랄로 개명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반란자의 이름은

그가 맹위를 떨쳤던 지역에서 아직까지 올려 퍼지고 있다. 민중은 ‘푸가효프
슈치나’ (rryraqeBIIIHHa) 라는 절묘한 이름을 통해 그 피비린내 나는 시절을 아
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50)

정부가 지워버린 역사 대 민중이 다른 방식으로 지속시켜온 역사의 대비는
일찍이 「폴타바」의 에필로그가 보여줬던 기억의 층위를 재현하는 것이다폴
타바」의 시인-역사가가 그랬던 것과 같이， 푸가효프의 푸슈킨은 얽혀버린 기
억들을 파고들어 삭제되고 억눌려 있던 사실을 최초로 되살려낸다.51) 그리고
푸슈킨의 역사 안에는， 비록 그것이 공식적인 제국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순간

이라 할지라도， 민중의 전설과 가설， 유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함께 한다.
미완성의

이

역사는 내가 중단한 작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정부가 발행한 푸가효프 관련 문서 전부와 외국인들이 푸가효프에 대해 기

록한 것 중에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또한 몇
가지 다른 필사본 원고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생존자의 증언들도 활용
했다.잃)

사실성과 상상력， 또는 역사가로서의

과제와 시인으로서의

과제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푸슈킨이 『대위의 딸』과 『푸가효프의 역사』를 동
시에 집필한 것은 시와 역사를 분리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

사의 다면성을 거듭 확인할 펼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만약 그럴만한 의도와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의 “중단된 작업”은 이후 계속되었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의 딸』과 『푸가효프의 역사』의 관계를 단순히 이분법적 세계 속에
서의

“보완 (com이ementarity) "53) 이나 “장르간의

5이 마IIIKHH，

51)

ncc,

T.

대화 Gntergeneric 버려ogue)"54)

8, c. 192.

“여태껏 한 번도 공개된 바 없는 푸가효프 문서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국립 문서

보관소에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져 있었다”고 푸슈킨은 서문에서 밝
히고 있다. nylllK뻐， f1CC, T.

52)

nymKHH , l1iκ" T.

53)

Evdokimova(1 앉웠)，

8,

c.

8,

109.

p. 11-5,

54) Wachte[(1994) , pp. 66-87.

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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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은 제한적인 해석일 수가 있다.
r 푸가효프의
‘시적

역사J 는 발표 당시 브로네프스키 (5pOHeBCKHR) 란 역사가에 의해

허구성’ (n03 깨qeCKHe BμMblCJIμ) 을 단점으로 지적받았다. 푸슈킨은 이에 대

해 상세한 반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방대한 작업량과，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
서 요구되었던 ‘역사적 판단력’ (HCTOpHqeCKa~ KpHTHKa) 을 자신 있게 역설한다.

나는 푸가효프에

대해 출판된 모든 것은 물론

각종 필사본 원고와 칙령

과 보고서 등이 묶인 두꺼운 폴리오를 18권이나 주의 김게 통독했다. 나는
내가 다루고 있는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답사하면서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 죽은 문서들을 검증해보는 한편， 노인이 된 증인들의
노쇠한 기억력을 나의 역사적 판단력으로 검증하고자 했다.또)

푸슈킨에게

있어

판단력은

“믿을만한 사건들을 깊이
치

역사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연구하여 그들의

있게 서숨”하게 만드는 역사적

진정한 인과 관계를 명료하고 재

판단력과 “연대기가 갖는 시 적 신선함”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푸슈킨의 최종적인 진
술이었다 .56) ‘시적

자료에

허구성’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됐던 바로 그 측면은 수집된

대한 유추와 편집과 종합 과정이 요구했던 ‘역사적 판단력’의

라는 것을 우리는 푸슈킨의

반론에서， 그리고 그가 일관되게

이면이

생산해온 각종

역사물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제국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시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시인의 상상력과 역사가의 판단력 등은 반드시 상호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것

이다. 최소한 카람진의

뒤를 이어 ‘연대기작가’가 아닌 ‘역사가’로 인정받고자

했던 후기의 푸슈킨에게는 그렇다 .57) 그것은 역사를 다루는 ‘시인’으로서의 푸

55) nymKIIH, "06 HCTOpll 1l nyra앤 BCKoro 6YHTa"(1836) ,

ncc,

T. 8 , c. 274-5.

56) “오직 민중의 역사만이 민중의 진정한 요구를 말해줄 수 있다는 지당한 생각 끝에
코니스키 (KOHIICKIIß) 는 그 중대한 일 (r 소러시아 역사』 저술)에 착수하여 놀라운 성
공을 거두었다. 그는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판단력 [KpIITIIKa] 과 연대기가 갖는 시
적 신선함을 한데 혼합해 놓았다.

c..)

‘판단력’이 란 믿을만한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과 관계를 명료하고 재치 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말한다

nymKIIH ，

"C06p aHlle cO'IIIHe뻐ß feoplIJI KO Hll CKoro ApXllellilCKona BeJlopyccKoro"(1836) , T. 7 , c. 230.
57) "KapaM311H eCTb nepB뼈 Ham IICTOpllK 11 nOC Jl eaHIIß

J1 eTOnllceQ.

CBoe~ KpllTIIKOß OH

nplIHaane*IIT IICTOpllll , npocToaymlleM 11 ano~erMaMII xpOHIIKe. KpllTIIKa ero COCT아!T B
yqeHOM CJlllqeHIIH npeaaHIIß B OCTpOyMHOM 113 b1 CKaHIIII IICTIIHbI, B

~CHOM

11 BepHOM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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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킨에게 있어서도 물론 동일한 진리였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시인-역사가’
로서 그가 꿈꾸었던 ‘자유’의 본질이었을지 모른다. 민중 역사극에 대한 한 논
고에서 그 자신이 단적으로 선언했등 말이다.
작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학， 냉철함， 역사가가 갖는 공적인 사고，

통찰력， 생생한 상상력， 편견이나 사심의 배제. 그리고 자유.잃)

I5p~eHHH CO I5h1THl\," nymKHH , "ffCTOPHJ/

(1830) ,
58)

ncc, T ,

nymKHH 의 <<0 Hapo,11Hol\
(원문 강조)，

pyccKoro Hapooa , COtlHHeHHe HHKO Jl a51 nO Jlesoro"

7, c , 94 ,
l(paMe

H

l(paM e

Mar;ψ'a nOCaoHHlJa>> 집필안(1잃0)， ncc, T,

7, c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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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et and History:
Reconsidering Pushkin ’ s Historicism
Kim , Jean-Young
It is not until the 1980-1990 ’ s that Pushkin ’ s historicism finally becomes

liberated from the Soviet stronghold of Marxist dialectics. The Soviet
scholars , perhaps motivated by the social necessities of their own period,
embraced Pushkin ’ s historical awareness within the tendentious principle of
realism , which led to a more or less rigid interpretation of his historical
wntmgs.
The advent of post-structuralism and new historicism in the Westem
scholarship as well as the political change in Russia itself brought a major
modification to the monological frame of interpretation, as is well
documented in recent revisionary readings of the poet ’ s historical works.
In this new trend of scholarship the previous attempts to view the poet' s
historicism as a form of realism are strongly challenged, and history in
tum is reconsidered foremostly in terms of artistic ’ discourse ’, not in
terms of ideology or historical philosophy. As a result , imagination, poetics,
mythmaking , and generic differentiation emerge as the immediate concems
in analyzing his treatment of historical topics.
In clear awareness of this change in Pu shkin scholarship, and in
agreement with the poststructuralist and new historicist outlook on the
relativity of the so-called historical truth , this paper closely reads Pushkin ’ s
Poltava, The Captain's Daughter, and The HistOTγ 에 Pugachev together
with his critical articles , and reveals how Pushkin ’ s pluralistic and rather
subjective attitudes towards history as 따t is intertwined with his outwardly
monological and objective pronouncement as an artist-tumed-to-historian.
Although some of the recent studies tried to interpret the complexity in

95

Pushkin ’ s historical writings in tenns of ’ dual truth' , ' complementarity ’, or
’ intergeneric dialogue' ,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 of dualism ,
since Pushkin ’ s role as ’ poet-historian ’ does not necessarily bifurcate to
those of the poet and the historian apart. On the contrary, the paper
contends that historically critical mind and poetically liberating imagination
of his, brought in one, gives birth to an all-encompassing VlSlOn and
artistic power that endows all the contradicting elements and ideas with
utmost ’ freedom ’, which he himself pointed out as one prerequisite for a
writer of historical dr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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