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씌어지는 신화와 살아지는 신화* 

- 쪼베따예바의 “유리디스가 오르페우스에게”를 중심으로 -

김 진 영 

1. 다시 씌어지는 오르페우스 신화: 자세히 원기 

“나라변 경고할 수 있었올 텐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Ül6μ 0때elO cyt.leJla B 

HymHTb: He or JUllIbIBaACjj!) 1> - 왜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았을까라는 의문에 대 

한 해답을 쪼베따예바는 이와 같은 가정과 함께 모색하기 시작한다. 

죽은 아내를 되찾기 위한 오르페우스의 모험이 버질 이전까지의 문헌에서 대부 

분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은 팩 홍미로운 사실이다 2) 여기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예외는 플라톤이라 하겠는데， 그는 r향연」에서 아내를 따라 죽을 용기 

가 없던 오르페우스가 살아있는 채로 그녀를 구해오려한 점에 분노한 신들이 그 

에게 벌을 가했다는 이야기를 옮기고 있다 3) 그러나 버질 이후의 작가들은 오르페 

우스의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그의 비겁한， 그러므로 불충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사랑에서 찾아왔다. 그것은 차라리 “광증" (dementia)과 “광 

분" (furor)씨에 가까운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낳은 부주의와 성급함 때문에 오르 

패우스는 뒤를 돌아다보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은 이숭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문턱에서 아내를 다시 잃고 만다는 것이다 5)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파스테르나크에게 보낸 1926년 5월 26일 편지 중에서 P. M. PH.nbKe, B. naCTepHaK, M. 

UBeT aeBa, !!HCbMa 1926 rOLIa (μKHHra， 1앉)())， c. 118. 
2) Wilkinson, The Georgics of Virgil (Cambrid따e， The University Press, 1969), 

p. 117 참조. 
3) Plato, Symposium (New Haven: Ya1e Univ. Press, 1987), p. 56. 
4) Virgil in Two Volumes (Cambridge: Harva떠 U띠v. Press, 1978), Vol. 1, p. 230. 
버질의 오르페우스 신화 텍스트는 Geor.밍c Il끼 453-527 (pp. 229-33)에서 찾을 수있다. 

5) 오르페우스 신화를 다루고 있는 문헌은 많으나， 그 중 문학사적 전통올 고찰하고 있 
는 대표적 자료로서 다음올 참고할 수 있다: Bowra, C. M., “Orpheus a때 Emγdice，" 

The αlSsical Quarterly, No. 3, 1952, pp. 113-26; Elizabeth Sewell, πJe Or，찌lic 

Voi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0); J Warden, ed., Orpheus: πJe 

Metamorphoses of a Myth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82);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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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돌아다보지 않겠다는 신과의 약속에 대한 파괴가 인간 오르페우스가 맞이 

하는 불행의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파괴된 약속의 내변에는 바로 사량이라는 인 

간적 약점이 그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버질 이후 현대에 이르는 

작가들은 거의 동의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들은 또한 이 모든 인간적， 운명적 사 

건의 부담을 오르페우스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집중시키는 데에도 대부분 동의한 

다. 오르페우스가 죽음의 나라로 모험을 떠나고，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음악으로 

신을 감동시키며， 그러나 역시 오르페우스가 실수를 하여 자신의 사랑을 잃고마 

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이 이 렇듯 이숭과 저숭을 오가며 운명을 결정짓는 동안 

여자 “주인공” 유리디스는 내내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자신에게 내려질 운명을 기 

다려야한다. 유리디스의 역할은 공간적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어서， 

오비드의 r변신」에 의하면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다보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순 

간에도 그녀는 “아무 불평없이，，6’ 뒤돌아서는 것으로 되어있다. 운명의 결정에 참 

여하는 남자와 그 결정을 기다리는 여자， 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남자와 말없 

는 여자라는 내용상의 차별적 분리 현상은 텍스트의 형식적인 면에도 그대로 반 

영됨을 알 수 있는데， 곧 신화는 오르페우스의 관점에서， 즉 죽음을 대면한 살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개되어질 뿐 그 반대편의 관점은 간과되어져 온 것이 서 

술 형식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나라변 경고할 수 있었을 텐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라는 쪼베따예바의 가 

정은 오르페우스 신화의 이와 같은 전통적 관점에 팩 혁신적인 자극을 가해준다 

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이제껏 당연히 받아들여져 왔던 수동적 인물로서의 유 

리디스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웅직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왜 오르 

페우스가 뒤를 돌아 보았을까 보다는 왜 유리디스는 그로 하여금 뒤돌아 보게끔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에 쪼베따에바는 관심을 기울인 것인데， 그러한 의구심은 다 

음과 같은 독창적인 답변을 낳고 있다. 

050pOT 야!þeJl - l1eJlo PYK 3BpHl1HKH. (<PyK> - '1epe3 BeCb KOppH110p A 

Hl1a!) 050pOT OpφeJl - JlH50 CJlenOCTb ee ~5BH， HeBJlal1eHHe e~ (CKOpeß! C 

Kopeß!) 재50 - 0 , 50PHC, 3TO CTpaWHO - nOM뻐Wb 1923 rOl1, MapT, ropy, C 

TpOKH; 

He Ha110 0때e~ cx。뻐Tb K 3BpHl1HKe, 
H 5paTbJlM TpeBO*HTb ceCTep -

깨50 npHKa3 05epHyTbcJI - H nOTepJlTb. Bce, '1TO B Heß e띠e ~5HJlO -

Sega!, Orpheus: The Myth of the Poet (Ba!timore: Johns Hopkins Press, 1989) 
6) Ovid in Two Volumes (Cambridge: Haπard Univ. Press, 1976), Vol. II, p. 69. 오 
비드의 오르페우스 텍스트는 M etamorphoses, B∞k X: 1-85 (pp. 65-71)에서 찾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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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JlellH.lI.lI naM.lITb, TeHb TeJla , KaKO꺼-TO MNCOK ceplIUa , eme He TpoHyTYR .lIlI 

0101 6eCCMepTb.ll, nOMHHWb? 

- ... C 6eCCMepT않 3Me꺼HYM yKyCOM 

KOH4aeTC.lI *eHCKa.ll CTpaCTb! 

Bce, 4TO eme OT3YBaJlOCb B HeR He ee *eHCKOe HM.lI - WJlO 3a HHμ， OHa 

He MOrJla He 뻐TH， XOTJI μ。*eT 6YTb y*e He XOTeJla HlITH. … Ax, JlCHO: Q때e 

R 3a HeR np때eJl - lKIITb , TOT[MoJlOlleu] 3a Moe꺼[MapycJI] He *HTb. QTTOrO 0 

Ha (JI) TaK pBaHYJlaCb. 5Yllb JI 3BpH뻐KoR， 뻐e 없JIO 00 ... c TYlIHO - Ha3an!" 

3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쪼베따예바가 그리고 있는 유리디스가 기존의 수동적인 

여주인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쪼베따예바가 제시하는 그녀는 사랑 받는 것 

.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물이며 8) 말없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르페우스 

로 하여금 뒤돌아 서도록 명렁하는 주체이다. 쪼베따예바의 유리디스는 그야말로 

지나친 사랑의 성급함 (기존의 신화가 오르패우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았던 바로 

그 성급함) 때문에 오르페우스를 뒤돌아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자 

신의 열정에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아예 이숭으로 되살아갈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 

고야 마는 (오르페우스를 뒤돌아보게 만옮으로써) 그런 정열의 화신인 것이다. 

죽은 유리디스를 인간적 정열의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 정열의 기억을 모두 상실 

해버린 무감(無感)의 인물로 보느냐는 문제는 그 신화를 다룬 많은 시인들의 관심 

부분이 되어왔음이 분명하다. 이 문제의 해결은 곧 유리디스가 과연 오르페우스를 

따라나서고 싶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추측으로 직결되며， 아울러 그녀의 역할이 

수동적인 객체의 선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 능 

동적인 주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준다. 

예컨대 고대 문헌의 경우， 뒤돌아본 오르페우스에게 손을 뻗으며 운명의 잔혹 

함을 한탄하는 버질의 유리디스는 아직도 인간적 정열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여지 

데 반해， 인간적 정열을 완전히 망각한 듯 팔을 뻗는 오르페우스를 뒤로 한 채 

아무 불평없이 자신이 왔던 곳으로 선뜻 돌아가는 오비드의 유리디스는 수동적 

인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다. 현대문학으로 돌아와 볼 때， 쪼베따예바는 자신 

의 여주인공을 정열의 화신으로 설정한 반면， 렬케는 그와는 정반대인 완전한 무 

정열， 무기억의 인물을 여주인공으로 삼았음을 보게 된다. “오르페우스. 유리디스. 

헤르메스" (Orpheus. Eurydike. Hermes)라는 릴케의 1904년 시에 묘사된 유리디 

7) nHCb뼈 1926 rOll!!, c. 118-9. [ ]안의 것은 인용자의 주석임. 1924년 쓰베따예바는 홉 
혈귀를 사랑하게 되는 처녀의 이야기를 담은 n03Ma-CKa3IÇa “뼈J101leu"를 써 파스테르 

나크에게 헌정하는데， 뼈J101leu와 MapycJI논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이다. 
8) 반연 오비드는 오르페우스의 능동성(αnα1$ oculos)과 유리디스의 수동성(αm따m)을 
강조했다: Ov띠，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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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이미 성(性)의 개념 자체를 초월해버린 채 아무 감각없이 오르페우스를 따 

라가고있는 절연(絡緣)의 인물이 라 할 수있다. 

Sie war in einem neuen Mädchentum 
und unberührbar; ihr Geschlecht war zu 
wie eine junge Blume gegen Abend, 
und ihre Hände waren der Vermählung 
so sehr entwöhnt, …9) 

렬케의 유리디스가 보여주는 이숭으로부터의 완전한 절연감은 오르페우스가 뒤 

를 돌아다보는 순간 그 절정에 이른다. 그 어느 곳에서도 철저한 망각과 무관심 

의 상태가 이토록 완벽히 묘사된 적은 없올 것이다. 

Und als plötzlich jäh 
der Gott sie anhielt und mit Schmerz im Ausruf 
die Worte sprach: Er hat sich umgewendet -
begriff sie nichts und sagte leise: Wer? lO) 

렬케의 유리디스가 죽음올 통해 습득한 이 완벽한 망각의 상태는 쪼베따예바의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이름에 웅답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기억”과 너무도 강열한 대조를 보여준다. 죽음을 통해서도 삶에 대한 기억을 완전 

히 없애지 못하는 유리디스의 고뇌는 쓰베따예바가 편지글에서 부분적으로 인용 

하고 있는 1923년 시 “유리디스가 오르페우스에게”에서 보다 상세히 표현되고 있 

다. 

3BPJ.l뻐Ka - OplþelO: 

ßnR Tex, OT*eHJ.lBWJ.lX nocneAH J.le KnOqbR 
nOKpoBa (HJ.I yCT, HJ.I nam’T!' .. ) 
0, He npeBYWeHJ.le nJ.l nOnHOMOql깨 

Oplþell, HJ.lCXOIDII따깨 B AJ.lD.? 

9) 그녀는 새로운 처녀성을 얻었던 것이고/무형이 것이 되어있었네; 그녀의 성(性)은 

저녁이 되올 무렵의/어린 꽃송이처럼 닫혀 버렸고，/그녀의 창백한 손은 아내가 된 
다는 것에/그리도 어색해져 버렸던 것이네 Rainer M. Rilke, New Poems, ]. B. 
Leishman πans. (NY: New Directions, 1964), p. 144. 본 논문에 인용된 모든 시 텍 
스트의 번역은 인용자 자신의 것. 

10) 그리고 갑자기，/신(神)이 그녀를 멈추고， 고뇌의/외침과 함께 말했을 때: 그가 돌아 
섰다!고 -/그녀는 아무 동요도 없이 조용히 말했네· 누가?: Rilke,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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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l TeX, OTpemHB뻐X nOCnenHHe 3BeHb~ 

3eWHoro ... Ha no*e H3 no* 
CnO*HB미싸~ BenHK~ nO*b nHue3peHb~ ， 

BHyTpb 3p때HW - CBHlIaHHe HO*. 

YnnOqeHO *e - BCeWH p03aWH KpoBH 

3a 3TOT npoCTOpHuß nOKpoR 

BeccwepTb~ ... 

llo ca뻐X neTeRcKHX BepXOBHR 

JIIoÓHBm째 - NHe Hy*eH nOK얘 

BecnaW~THOCTH... Hðo B npH3paqHOW 1I0We 

cew - npH3paK TI>I, Cyml깨， a ~Bb -

jf, WepTBaJl. •• lITO *e CKa*y TeÓe, KpOWe: 

- <TI>I 3TO 3aÓYllb H OCTaBb!> 

Bellb He paCTpeB。뻐mb *e! He nOBneKyc~! 

HH pyK Bellb! HH yCT, qTOCí npHnaCTb 

YCTaWH! - C CíeCCWepTb~ 3WeHHI>IW yKyCOW 

KOHqaeTC~ *eHCKa~ CTpaCTb. 

YnnOqeHO *e - BCnOW~HI’ WOH KpHKH! -

3a 3TOT nOCnenHH꺼 npOCTOp. 

He HallO 0때e~ CXOllHTb K 3BpHlII’Ke 

'" H CípaTb~W TpeBO*HTb CeCTep. 

껍데기의 마지막 한 끄트러기까지 끊어버린 

자들에게 (입도， 뺨도 없는!…) 
오， 저숭으로 내려오는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권한올 념어서는 것이 아닌지? 

세상과의 마지막 고리까지 거부해버린 
자들에게 ... 잠자리(똥) 중의 장자리에 

외시(外視)의 위대한 거짓을 내려놓은 채 

내면올 바라보는 자들에 게 - 만남은 칼일 뿐. 

값은 다 치뤄졌어 - 온갖 피의 장미들로 

이 불멸의 
속박 없는 형태를 위해 ... 

5 

11) MapHHa UBeTaeBa, çTHXOTBooeHH껴 H n03뻐 B n~TH TOMa~ 이후 앤， NY: Russica , 

1980-1983), ill: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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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태강의 맨 꼭대기에 닿도록 

사랑했었던 - 내게는 명온이 필요해 

망각의 평온이 ... 이 망령의 집에서 

정장 망령은 살아있는 당신이고， 실재는 

죽어있는 나이기에 ... 당신에게 무슨 말올 할까， 
〈잊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 외에. 

절대 흥분시키지 마! 나가지 않올 걸! 

팔도 없잖아! 입맞출 

입도 뱀의 깨물음이 가져오는 불멸과 함께 
여자의 열정은 끝나는 법. 

값은 다 치뤄졌어 - 내 비명올 기억해봐 
이 마지막 자유를 위해. 
오르페우스는 유리디스에게 내려올 필요가 없어 
형제는 자매를 흥분시킬 필요가 없구. 

동일한 신화를 다루는 여느 시와 비교해볼 때， 쪼베따예바 시의 특징은 우선 

그 상황 설정에서 잘 나타난다.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숙명적인 장면에 초 

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릴케의 경우처럼 오르페우스의 뒤를 따라가는 유리디스를 

그리는 것과는 달리 이 시는 죽음의 세계에 갇힌 유리디스와 그곳으로 하행 중인 

오르페우스를 묘사하고 있다. 오르패우스는 아직 지하의 세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유리디스의 만남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영영 이루어 

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 각각 지상과 지하라는 분리된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두 연인의 단절감은 가장 단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그들의 

거리감 또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겠다. “CB때aHMe H。*”라는 압축된 표 

현이 말해주듯 그들의 만남은 칼로 찌르는 아픔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로는 절단과도 같은 “만남의 부재"(He-CBH.IlaHHe)를 말한다고도 볼 수있다 12) 

죽음의 세계에 갇힌 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유리디스의 정적(伊的)인 상태 

가 현재 하행중인 오르페우스의 동적(펠!的)인 상태와 대비를 이루면서 그들의 완 

벽한 단절감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시 전체를 통해 유리디스와 연결된 단 하나 

의 운동 통사인 nOBJleKycJI는 He라는 부정소사가 선행하고 있는데다가 완료체 미 

래형으로 쓰이고 있어 실은 움직임의 부정， 즉 절대적 무동(無動) 상태에 대한 그 

녀의 의지를 강하게 단언해준다고 할 수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하행의 움직임 

12) 실제로 쪼베따예바는 1없5년에 있었던 자신과 파스테르나크와의 만남에 대해 HeBCTpe'la라 

는 표현을 쓴 바 있다. M. UBeTaeBa, !!HCbMa K A. TeCKOBOn (Praga, 1969), C.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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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ICXOLlJlIIU때)으로 출발한 오르페우스의 상태는 결국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일반 

부정 (He HanO CXODIITb)으로 종결지어지는데 이는 그의 운동성 역시 궁극적으로는 

유리디스의 정적 상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그녀의 무동(無動) 

의 의지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만다는 것을 예견해준다고 하겠다. 

유리디스를 위시한 죽은 자들이 이숭세계에 대해 보여주는 굳은 절연감은 

일련의 형동사들에 의해서도 암시되어진다. 시에 둥장하는 총 7개의 형동사 

- OT:I<eHIIB뻐X， OTpellllBmlκ CJIO:I<lIBln싸서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료체 과거형인데， 이러한 문법적 특성은 OT-, C-, y

둥의 접두사에 의해 연출되어진 단어 자체가 갖는 단절과 종결의 의미에 한층 강 

도를 더 해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13) 

유리디스와 연결되어 있는 단 하나의 현재형 형동사 3P.sllllllN 역시 별도의 설명을 

요구한다. 시에 동장하는 시 각과 관련된 세 단어 nllJ..te3 peHb.sl, 3 P.slIlIlN, CB뻐aHlle 중에 

서 첫 두 단어는 그들이 공유하는 어원적 바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의미상의 대 

립 관계를 갖고있다. 유리디스를 위시한 죽은 자들은 말 뜻 그대로 “내면을 보는 

자"(BHYTPb 3P.slDI.IIM)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앞에 소개된 “얼굴을 보는 것”의 거짓 

됨 (nO:l<b nllJ..te3peHb.sl)을 대립적으로 강조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의 

비극이 결과적으로는 얼굴을 보는 실수에서 기인했던 만치， 이 외시(外視)와 내시 

(內視)의 대조는 곧 유리디스와 오르페우스 죽음과 삶， 또 더 나아가 거짓과 진실 

을 구분 짓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유리디스는 뱀을 보지못했기 때 

문에 결국은 그 뱅에게 물려 죽고， 오르페우스는 유리디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완전히 잃고 만다는 기존 신화의 구조를 쓰베따예바의 시는 바로 이러한 시 

각 능력의 차원에서 반전시키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보는 자”는 유리디스이지 

오르페우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화가 강조했던 오르페우스의 “얼굴을 보 

는 행위”는 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대신 

유리디스로 하여금 내면을 보는 눈， 즉 허상이 아닌 진실을 보는 능력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쪼베따예바는 신화의 기본적인 대립구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기존 신화의 반전은 시각의 문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화의 관점 

이 죽음의 세계로， 유리디스의 내면으로 옮겨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이승과 저 

숭의 관점이 뒤바해게 되고， 아울러 삶과 죽음의 문제 또한 뒤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접두사 。T-와 c- 모두 완결의 상태 내지 이탈， 분리의 의미를 부여해주며， y-역시 완 
전한 이탈과 결말의 상태를 암시하는데， 이는 Ol'*eHIIBIIIIX와 ynnoqeH。 같은 신조어의 
경우 외에도 OTpemllB뻐X나 Cno:l<llB뻐M 같은 기존의 의미가 별개의 것인 단어에 있어서 
까지 그 이차적 뒤앙스를 가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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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0 B npH3paQHOW nowe 

cew - npH3pak TY, 야뻐꺼， a JlBb -

jI, WepTBaJl ••• 

이숭에서의 삶은 곧 저승에서의 죽음이고， 그 반대로 이숭에서의 죽음은 삶이 

된다는 신화의 뒤바뀐 관점에 따라 정작 죽은 것은 오르페우스고 유리디스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묘한 파라독스가 탄생한다. 삶(cy..째， JlBb)과 죽음(wepTBaJI， 

npH3pak)이 대립되고 있는 이 연에서 유리디스와 오르페우스 역시 마침내 

대립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실제적 대면이 아니라 “나(jI)와 너( TY)"라는 인칭 

대명사를 통한 간접적 대면인 것이 사실이다. 

시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나타나는 이들의 만남은 그러나 결코 순조로운 것이 

아니고， 이는 시의 리듬에 그대로 반영된다. “너”는 억양의 강조로 인해， 그리고 

다음 줄 맨 앞에 위치한 “나”는 쉽표가 만틀어내는 강한 쩨주라(ue3ypa)로 인해 

각각 별도의 역점을 배당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껏 규칙적이라 할 수 있 

던 암피브라히 (a빼뼈paxHA) 운율에 불규칙적이고 빠른 템포의 리듬전환이 온다 14’ 

이와 같은 리듬상의 변이현상은 “죽은 것은 살아있는 너이고 죽은 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귀절에 별도의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대조되어왔던 운동성의 문제， 개별성의 문제 15> 시각의 문제， 종결 

과 진행의 문제 동은 이제 삶과 죽음의 대립으로 정의되면서 결국 오르페우스는 

살았고(또는 죽었고) 유리디스는 죽었기(또는 살았기) 때문에 그 둘은 결코 결합 

될 수 없다는 지극히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쓰베따예바의 유리 

디스는 그 사실올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무모한 오르페우스의 하행올 거부하는 

것이다. 두 연인은 실제로는 만나지 않지만， 대신 그 만남은 유리디스의 내면 세 

계를 통해 설정， 예행되어진다. 제 4연에 나타나는 “나”와 “너”의 긴장된 대면은 

실제로 있게 될 두 연인 사이의 “무(無)만남"(He-CBHnaHHe)에 대한 일종의 예견이 

되겠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그 둘의 대연 장면올 읽는다기보다는 두 대명사 “나” 

와 “너”의 대립적 관계 (내용과 형식면에 모두 적용되는)를 통하여 경험하게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스의 무산되어지는 만남은 시의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언어 

14) _’- - - --’- -’-
(’)’ ’ 
I ’ ’ -(’)’ -
(’)’ - - ’ - - ’ 

15) 시의 전반부(전체 25행 중 처음 12행)에 국한해볼 때 오프페우스는 개별적 인불로 묘 
사되는(0때eR， 뻐CXODJIIllHR B AHn) 반면， 유리디스는 개별성이 배제된 채 성별의 분별 
조차 없는 죽은 자들 집단의 일원으로 포함되고 있다 (llJUI TeX'" / llJUI 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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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반영되어진다. 제 5연으로 이어지면서 “나”와 “너”라는 주체는 모습을 감 

춘다. 그 둘의 자취는 대신 He paCTpeBO:<<Hllb와 He nOBneKyc.SI라는 동사형에서 느 

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시의 종결부인 제 6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지면서 

대신 두 주인공의 이름이 사격(料格)으로 둥장함을 볼 수 있다. 

He HallO 0때elO CXO뻐Tb K 3BpHlnIKe 
H ðpaTb.SlM TpeBO*HTb CeCTep. 

그런데 이렇듯 서서히 희미해져간 두 연인 사이의 인연은 놀랍게도 동기간이라 

는 별도의 형태로 급전환한다.삐 그들 사이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가까 

울지는 몰라도 남녀의 사량은 완전히 배제된， 아니면 배제되어야 하는 (그렇지 않 

을 경우 근친상간이 되므로) 동기의 관계로 변하는 것인데， 이는 곧 그들의 만남 

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지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읽 

혀질 수 있겠다. 이와 덧붙여 여기 둥장하는 형제와 자매가 복수형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이 사용됨으로써 문제는 오르페우스와 유리디 

스라는 두 연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변해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이는 시의 전반부를 통해 느껴졌던 유리디스의 비개별 

성(뼈 Tex .. " tVUI TeX"')에 대한 재확인이자， 그녀가 대변하는 죽음의 법칙 -

성별도， 개별성도 모두 초월되어야한다는 - 에 대한 예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즈베따예바의 유리디스가 여기서 보여주는 열정에 대한 거부를 예를 들 

어 릴케의 여주인공이 습득한 무정열， 무기억의 상태에 비유할 수는 없음이 분명 

하다. 쪼베따예바의 여주인공 역시 죽음과 함께 오는 열정의 종말(KOH4aeTC.SI 

*eHCKa.Sl CTpaCTb) , 기억의 종말(nOKO때 ;'6eCnaM.SITHOCTH)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릴케의 경우처럼 완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 는 다만 망각의 필요성 (..lHe HY*eH nOKOß;' 6eCnaM.SITHOCTH)을 주장함과 동시 에 

무정열의 법칙을 선언하고만 있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쪼베따예바 시를 

우리는 역설의 렌즈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7' 죽음의 세계가 요구하는 원칙 

에도 불구하고 유리디스는 이승에서 자신이 누렸던 열정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 

16) 1921년 시 “0때eA"에서도 즈베따예바는 두 연인의 동기 관계를 암시한 바 있다 

(BlIOJJb 06빠IpalOlI\erO reðpa - ;'ópaT HellQ뻐A MoA! ceCTpa “。.SI!).

17) 실제로 즈베따예바가 이야기하는 정열은 죽음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겠다. 웅답되어지지 않는 열정에 괴로와하는 문학 또는 신화 속의 여주인공들 
이 오필리아， 페드라， 유리디스의 순(順)으로 거의 동시 (1923년 초)에 씌여진 그녀의 
극적 독백시에 동장하는데， 예를 들어 오필리아는 거르투르드 왕비(햄릿의 어머니)의 
열정을 변호하면서 죽은 자신을 “불멸의 정열" (R, Bama ðecc“ epTHa.sI cTpacTb)이라고 
님 큰 rl 
T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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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코 오르페우스를 따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자로서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 기억올 잊어야만 

되겠다고 부르짖는 것이다 18) 그녀가 단언하는 무동 (無動 He nOBnekYCJI)과 무감 

(無感 He Ha~O TpeBO%HTb)의 선언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깊은 

절망감이 낳은 거부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11. 살아지 는 오르페 우스 신 화l<ð.lI<.lloe HanHCaHHe - vie vécue 

Eurydice to Orpheus 

But give them me, the mouth, the eyes, the brow! 
Let them once more absorb me! One look now 
Will lap me round for ever, not to pass 

Out of its light, though darkness lie beyond: 
Hold me but safe again within the bond 
Of one immortal look! All woe that was, 

Forgotten, and all teπor that may be, 
Defied, -no past is mine, no future: look at me! 

1886년에 씌어진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Browning)의 시는 지금까지 보아 

온 즈즈베따예바의 시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외면적으로 그들 두 시는 많은 유사 

점을 보여주는데， 우선 제목이 같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유리디스의 관점에서 신 

화를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녀가 되살아날 수 없었던 것이 오르페우스의 책임이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디스의 책임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두 시인 

의 해석이 엇갈립을 보게 된다. 프라우닝의 유리디스는 실제로 오르페우스에게 

뒤돌아보라는 명령 Oook at me!)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쪼베따예바가 가정 

18) 기존의 신화에서는 유리디스에게 두 번 사는 기회， 그리고 결국은 두 번 죽는 운명이 
주어지지만， 쪼베따예바의 신화에서는 죽음은 한 번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속해있는 죽음의 세계는 “마지막 공간" (nOCJlellH때 npoCTOp)이므로 그 다음의 

세계/상태는 더 이상 있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 외에도 

두 번 더 등장한다). 또한 두 번 반복되는 “불멸”이란 단어도 (npoCTopHblIt nOKpolt/óe 
CCMepTbJl; C 6eCCMepTbJl 3MeltH뻐 YKYCOM) 어원상 “죽음이 없다"(6eC+CMepTbe)는 말이 

기 때문에 두번째로 주어지는 죽음의 기회플 원칙적으로 부정하고있다고 보겠다. 삶 
의 세계에서 볼 때 인간은 죽게되어 있지만， 죽음의 세계에서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는 반전된 관점의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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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눈먼 사랑이나 정열의 수치심에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브라우닝의 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결코 여자/연인으로서의 유리디스가 아니다. 두 연인의 사 

랑 문제를 므라우닝은 관심 밖으로 제쳐둔 채 대신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순간적인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리디스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브라우닝의 유리디스가 오르페우스의 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순간만이라도 다시 살기 위해 서다. 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명령문형의 반복 

(But give them me, the mouth, the eyes, the brow! / ... look at me!)이 말 

해주듯 오르페우스가 유리디스를 보는 것은 곧 그녀에게 몽을 주는 것으로 비유 

되고있다. 다시 말해， 그녀의 해체되었던 몸의 각 부분이 그의 시선을 통해 다시 

금 하나씩 재생되어 집합된다는 것이다 19' 기존의 오르페우스적 관점에서 보면 유 

리디스는 그가 뒤를 돌아볼 때 죽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브라우닝의 유리디스적 

관점에 의하면 그녀는 그가 보는 동안에만 살 수 있다. 관점이 전이됨에 따라 삶 

과 죽음의 문제가 뒤바뀌게되는 경우가 여기서 또 나타난다. 죽어있는 유리디스 

는 오르페우스의 시선올 통해 부활하게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버질이나 오 

비드가 그의 시선을 죽음의 (mortal) 시선으로 정의했던데 반하여 브라우닝은 “불 

사"(immortaD라는 정반대의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형식면에서 볼 때， 브라우닝의 시와 쪼베따예바 시는 모두 유리디스가 오르페 

우스에게 독백하는 “극적 독백시 "(dramatic monologue)의 장르를 취하고있다. 극 

적 독백시란 바로 브라우닝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예술적으로 완성시킨 시 장르 

의 하나로서，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독백 또는 방백하듯이 단일 인물의 관점과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을 지칭한다 20' 극적 독백시의 장르가 원칙 

19) 쪼베따예바의 유리디스 역시 해체된 신체를 갖고있다 HH yCT, HH J1aHHT! HH pyK Benb! 

20) 몇몇 시인， 비평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에 대한 본격적인 성격 연구는 아 
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겠는데， 목가(救歌)， 연극， 수사학 등 주변 문학 형식과의 
연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장르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 특색이나 형식면에서의 한계 

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비명가 개개인에 따라 

장르의 성격올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정적인 기준 하에서 다루느냐는 

문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이 극적 독백시로 규정되려면 1. 일 
정한 화자， 2. 일정한 청자， 3. 일정한 상황이라는 세가지 기본 조건올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단， 청자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그 존재가 요구되지만， 실제 
로는 부재하는 수가 많아， 이런 경우 극적 독백시와 일반 독백시와의 경계선은 희미 

해진다고 하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극적 독백시의 실질적인 청자는 독자이며， 시에 
나타난 청자는 화자와 독자 사이의 일종의 매개체 역할올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한 반드시 구두(口頭)로 전달되는 말이어야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어， 혹자는 씌어 
지거나 생각되어지는 말을 같은 장르 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오비드의 Heroides가 
그 좋은 예). 이처럼 장르의 범위가 워닥 불분명해지다보니까 그 안에서 청자와 화 
자와의 관계， 상황， 또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내부적 세분화릎 꾀하는 움직임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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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독백의 형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가(哀歌 lamentation), 광대의 장광설 

(harangue) , 기도， 목가 둥의 다른 독백시와 형식적으로 항상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명상이나 낭독조의 표현 방식을 취하는 많은 류의 

서정시(특히 낭만주의 이후의 서정시)와도 반드시 절대적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21) 그러나 이들 근접시와 극적 독백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 

다면， 역시 말 그대로 그 “극적”인 성격이겠는데， 바로 이 점이 후자를 단순한 독 

백이 아닌 어떤 일정한 상황에 대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직접적 대사로 규 

정지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극적 독백시는 “움직이고 있는 영 

혼"(soul in action)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22) “표현상으로는 서정적이 될 수 있을지 

언정 원칙적으로는 언제나 극적"(though often Lyric in expression, always 

도 한데 (일례로 Session은 완전형 극적 독백과 불완전형 극적 독백을 분리하고 그 

들올 다시 세분화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접근 방법은 팩 인위적일 뿐더러 작품 
자체의 이해에 별 도움올 주지못한다는 인상올 지울 수가 없다. 극적 독백의 장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Culler, A. Dwight, “Monodrama and the Dramatic 
Monologue," PMLA, 90:1, 1975, pp. 않ì6-84; Fletcher, R. H. , “Browning ’s 
Dramatic Monologs," Modem 1α19uage Notes, 23:4, April 1잊)8， pp. 108-11; K. 
G. Holmstrom, Monodrama, Attitudes, Tablealα Vivants: Studies on Some 
Trends of Theatrical Fashion, 1770-1815 (Stoc따101m: Almqvist & Wiksell, 1967); 
Howard, Claud, “The Dramatic Monologue: Its Origin and Development," Studies 
in Philology, vol. IV, 1910, pp. 33-88; W. R. Johnson, The Idea 01 Lyric: Lyric 
Modes in Andent and M<성'em Poetry (Berkeley: Univ. of Califomia Press, 
1982); Robert Langbaum, The Poet.η of Experience: The Dramatic Monologue 
in Modem Literary Traditi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7); 
Robert Pattison, Tennyson and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9); Sessions, Ina Beth, “The Dramatic Monologue," PMLA, 62, 1947, 
pp. 503-16 참조. 

21) Johnson은 극적독백시를 서정시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서정시유형과의 차이점 
올 시적 자아(the Poetic I)의 위치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 서정시를 크게 l. 자아-타 
아 시 (I - Y ou poem) 2. 명상시 (meditative poem) 3. 대화시， 서술시， 극적독백시 등 
으로 삼분류하는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자아-타아시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타아로 나타나는 

“너”는 (그것이 실재인불이건 허구인불이건간에) 독자에 대한 은유의 기능을 수행하 
면서 시인과 독자/청자 사이에서 상징적인 중계자 역할을 해준다. 반면， 명상시의 
경우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며， 설사 대화자가 설정되어있다하더라도 

이는 명상의 객체화나 집중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올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시， 

서술시， 극적독백시의 경우 시인의 목소리는 표면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목 
소리(블)의 이야기가 시인의 아무런 직접적인 판여없이 제시원다. W. R. Johnson, 
The Idea of Lyric: Lyric Modes in Ancient and Modem Poetry (Berke1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2), p. 3. 

22) Bliss Perry, A Study of Poet，γ (Boston: Houghton-Mifflin Co., 1920),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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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ìc in principle)인 장르로서 정 의 되 기 도 한다 23' 

극적 독백시와 여느 독백 서정시의 차이접은 또한 시적 자아의 정체에서도 찾 

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시적 자아Ühe Poetìc 1 또는 the Poetic Persona)의 목 

소리를 통한 일인칭 화법이 사용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시적 자아의 정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가， 또 그것이 시인 자신의 목소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동의 측면에서는 미세하면서도 예리한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브라우닝은 

자신의 극적독백시에 둥장하는 화자의 말(言)이 결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님을 

단언한 바 있다. 

though often Lyric in expression, always Dramatic in principle, and 
so many utterances of so many imagìnary persons, not mine. 

(인용자 강조) 

브라우닝이 여기서 강조하고있는 작품 속의 화자(시적 자아)와 시인 자신 간의 

분리는 물론 당시에 아직도 지배적으로 남아있던 낭만주의 서정시의 자전(自傳) 

적 경향에 대한 역반웅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시인의 사적(私的)인 감정 표 

출이 곧 시(詩)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문학적 시인과 자전적 시인의 초상은 당 

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낭만주의 문예 사조의 직설적인 창작관에 대한 

비판이자 그로부터의 탈피 수단으로서 추구된 것이 바로 제 3의 인불(그것도 상 

당한 역사적 객관성을 갖는)을 화자로 내세우는 극적 독백시의 출범 동기였다는 
말이다 24' 

그런데 이처럼 시인의 자전적， 경험적 자아로부터 서정적 자아 (곧， 시적 자아) 

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브라우닝의 의도가 역시 극적 독백시를 즐겨 사용했던 러 

시아의 시인 즈즈베따예바의 경우에도 부합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검토해볼 필 

23} Robert Browning, The Poem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1), VoL 1, 
p.347. 

24} 콜린즈(8. Collins)는 같은 맥락에서 브라우닝의 시작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 
한다: “Like other Victorians, Browning was reacting agaìnst the mode of 
personal confession which the Romantics before him had conceived and 
popularized. Browning’s own evasion of Romantic directness involved a double 
maneuver, a retreat into the past (usually the Italian Renaissance), and a 
rhetorical displacement of the author by a dramatic speaker. ... by avoiding 
direct address he gains a measure of objectivity. Retelling replaces telling. The 
other replaces the self." “Literary Reputation and the Thrown Voice," in M. 
Harris & K. Aguero eds., A Gift 01 Tongues: Critical ClYJllenges in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1987),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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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겠다 25) 

독백시 형식이 쪼베따예바의 서정시가 갖는 지배적 서술체임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25) 작가， 화자， 주인공이 모두 합해져 하나의 일치된 모습으로 둥장하는 

화법이 그녀의 산문 예술을 특정짓고 있음도 거론되었다 Z7) 일반적으로 

쓰베따예바의 작품이 지니는 강한 전기적 요소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고 보겠는데， 혹자는 그러한 연유에서 그녀의 시를 “서정적 일기”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28) 실제로 “역사가 있는 시인들과 역사가 없는 시인들"(n03ThI C 

25) 브라우닝과 달리 쓰베따예바는 자신의 시를 “극적 독백시”라 명명한 적이 없다. “유 
리디스가 오르페우스에게”외에도 그녀는 많은 수의 극적 독백시 형태로 씌어진 작품 

을 남겼다. 대표적인 예로 “Ka8a.nep lIe rpHe! HanpaCHO ••. "(1917), “H3 UHKJla <lloH-JI( 

yaH>"(1917); “PyaH" (1917); “ npHr80C*lleHa …"-I.\HKJI(19때); ‘'CH8꺼JIJIa - ‘,l.1IalleHI.\ 

y"(1922); “oeperHCb ••• "(1922); “Cl!þeJlHJI - r뼈J1eTy"(1923); “Cl!þeJlHJI 8 3a뻐ThI KOpoJle 

- 8b1" (1923); “φenpa" -I.\HKJI(1923); “KnHHOK"(1923); “Marll밍lHHa"-뻐KJI(1923) 둥올 들 

수있다. 이들 시가 공유하는 뚜렷한 장르적 주제적 특색에도 불구하고 그뜰이 극적 
독백시의 관점에서 분류되어 함께 연구된 적은 현재까지없다. “MarllaJIHHa"-뻐KJI에 대 
해 연구 단행본을 출간한 φapHH。는 일종의 “원근 화법 "(paKypc)올 위한 “내적 관점” 

(8HYTpeHHaJl nepcneKTH8a)으로서 각각 막달리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텔”로 하는 

“나”와 “너”가 등장한다고 언급할 뿐 그 장르적 특색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지 않 
는다. E. φapHHO， MMφ。J10rH3M H TeOJlOrH3M U8eTae80A: “MarllaJIHHa" - “UaPb-lIe8Hl.\e" 

- “nepeVJlO'l-KH"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onderband 18 (Wien, 1985). 

쪼베따예바의 시에 나타나는 극적 요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된 적이 있는데， 가령 

안토콜스키 (n. AHTOKOJlbCK째)는 망명기간 동안 실현될 수 없었던 희곡에의 관심이 대 

신 시의 “연극적 특정"(npH3HaKH Cl.\eHH3써a)으로 대치되어 시인 자신이 고전 회곡의 

여주인공 역을 맡아 연기하는 식의 작품을 낳게되었다고 설명한다. M. U8eTae8a, 잭용 
.!.Q (M.: HCKyccT80, 1988), c. 16. 또， 가스파로프(M. racnapo8)는 “연기적 서정시" (Hrpo 

8aJ1 -poJJe8aJl J1HpHKa)가 쓰베따예바의 중기시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OT 

n03THKH 6써ITa K n03THKe CJl08a," 8 뺀앤쁘 ll8eTae8a: CTaTbH H TeKCT!!!,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onderband 32 (Wien, 1992), c. 9. 

26) 브로드스키 (H. OPOllCKHß)는 쪼베따예바 시에 자주 동장하는 일언칭 형의 독백 형식올 

시인 자신의 “진실성/개방성”과 결부시킨다: “U8eTae8a n03T '1pe38h1'1aAHO 

HCKpeHHHß, 800 611\e , 803MO)l(HO, ca~ß에A HCKpeHHHA 8 HCTOpHH pyCCK。꺼 n033HH. OHa HH H3 

'1ero He lIeJlaeT TaAHbI H MeHee 8cero H3 C80HX 3CTeTH'IeCKHX H IþHJI。∞IþCKHX Kpell'。’

paCCblnaHHbIX 8 ee CTHxax H npo3e C '1aCTOToA J1H'IHOrO MeCTOHMeHHJI nep80ro J1Hl.\a 

ellHHCT8eHHoro '1HCJla." “06 OllHOM CTHxoT80peHHH, ’ 8 MapHHa U8eTae8a, çTHXOT80peHHJI 

” n03Mbl 8 nJlTH TOMaX 1: 41. 
27) Mal.\ee8CK때， 3. “npHeM 뻐빼3al.\HH nepcoHalI<eA H ero φYHKI.\HJI 8 a8T06HOrp!l!φH'IeCKOA 

npo3e M. U8eTae8얘 8 TPVlIbI l-ro Me*llVHaPOlIHoro CHMnρ3H써!! (Bem: Peter Lang, 
1991), c. 134. 

28) 쪼베따예바는 초기 시집 ”3 1I8VX K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뼈” 
CT없H - lIHe8빠IK ， ι，fOJI n033HJ1 - n033HJ1 cotícT8eHHhIX HMeH" (racnapo8, M., “ÛT n03THKH 

6blTa K n03깨Ke CJl08κ" c. 7에서 인용). racnapo8에 의하면 쪼베따예바는 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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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TopHe때 H n03T~ 6e3 HCTOpHH)이라는 중요한 에세이에서 쪼베따예바는 “시인의 

‘나’는 누구인가"(4TO TAKOe <,,> n03Ta?)라는 질문을 자신에 게 던지고는， 다분히 

심리분석적이라 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꿈꾸는 

인간으로서의 나"( <,,> lIeJlOBelleCKOe, " NellTATeJ\Jl)라는 정의를 내리고있는 것을 

보게 된다. 

TO,'ITO B Teðe CKpYTO H 3AKOnAHO, A B CTHXAX OTKp~TO H BYpA%eH。’

-- H eCTb TBOe n03TH'IeCKOe <">, CHOBHll'leCKOe <JI>. 

HHWMH CnOBAWH, JI n03TA eCTb npellaHHOCTb ero nymH CHaN OnpelleneHHOr 

o polla, nOCemeHHe n03TON onpelleneHHYX CHOB, TaAH뼈 HCTO'lHHK He BOnH e 

ro, a BceA ero npHpOll꾀. 

~ n03Ta eCTb " CHOBHllUA nnoc " pe'leTBOpUA. n03TH'IeCKOe " -- He 'ITO 

HHoe, KaK " Me'lTaTen", npoðy*lleHHOe BlloXHoBeHHOA pe'l~ H B 3TOA pe 'lH 
29) 

"BJleHHoe. 

다분히 프로이드적 창작론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 인용 

문에서 쓰베따예바는 아주 간단히 말해 시인의 문학적 자아란 곧 인간으로서의 

그가 갖는 “꿈/무의식”에 의해 형성되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다:4)) 브라우닝이 강 

조했던 것같은 문학과 전기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일기식 서정시(뻐eBHHI<O뼈 *aHP)에 나타나는 “삶의 시학”에서 후기의 “언어의 시학”으로 
이르는 발전 과정올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외에 즈베따예바의 작품에 나타나는 
강한 전기적 요소에 대해서는 PaeBCI<M- XbI03, 0., “‘ABToðHOrpa빼g’ B npo3e UBeTaeBOA, 
Pe빼30Ba H naCTepHal<a," B IPVlI!II 1-ro Me*마HaPOlIHorQ f.쁘펀으펀앤!I， (Bem: Peter 

Lang, 1991), cc. 146-59; Caal<JlHU, AHHa, “o npaBne ‘neTOßHCH’ H npaBne n03Ta" 

쁘낀g댄 젠표쁘.!y앤， 1983, no. 11, c. 208-14 참조. 이들 논문외에도 즈베따예바의 
삶과 예술이 갖는 긴밀한 상호 연관성에 의거하여 그녀의 삶올 이해하고 작품올 
해독하는 경향의 대표적 연구서를 언급하자연 Simon Karlinsky, Marina Tsvetaeva: 
The Wαnan， her World α띠 her Poet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MapHJI Pa3Yi'IOBCKaJl, ~apHHa UBeTaeBa: 뻐φ H neRCTBHTenbHOCT!? (London, 1983); 

AHHa CaaI<JlHU, 센앨밴흐 llBeTaeBa: CTPaHH뻐 뼈3HH H TBop'!ecTBa(191O-19221 (M., 
1986); ]ane A. Taubman, A Life Through Poetry: Marina Tsvetaeva's Lyric 
Diaη (Columbus: Slavica Publishers, 1988). 

29) UBeTaesa, 액객얀뾰단앨 (M.: HCKyCCTSO, 1991), C. 104. 인용된 부분은 쓰베따예바의 
러시아어 원문이 아니라 서보크로아트어로부터의 번역문. 에세이의 원본은 보존되지 

않았다. 

30) Freud, “The Relation of the Poet to Day-Dreaming," in ClrJracter and Culture 
(NY: Collier B。이‘s， 1963), pp. 34-43. 쓰베따예바의 작품 및 삶에 나타나는 꿈의 기 
능에 대 해서 는 A꺼3eHmTeRH， E. “K ßOCTaHOSKe npo6ne뻐 ‘COH S *"3HH H TBop'!eCTse M. 

UseTaesoA’ s 센웰밴용 쁘한앨쁘~ çTaTbH H Tel<CTl!!,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onderband 32 (Wien, 1992), pp. 121-34 참조. 



16 러시아연구 채3권 

사실 인간으로서의 쪼베따예바와 시인으로서의 쪼베따예바를 동일시하면서 작품 

속에서 삶의 반영(또는 그 반대)을 찾는다는 것은 형식주의자들이 내세운 문학적 

자율성에 세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문학도들에게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작가와 인간을 구별하고， 작가와 화자를 구분하며， 화자와 

주인공을 분리하는 데까지 익숙해진 오늘날의 문학관으로 볼 때， 그 모든 인물의 

합일화란 일종의 지적(知的) 시대착오(anachronism)로까지 여겨질 지도 모르겠 

고， 또 실제로 구소련의 많은 “인생 및 작품"(*H3Hb H TBOp4eCTBO)식 작가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두 측면을 너무도 노골적인 상웅관계에 

서만 보려고 했던 감성적 단순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개인의 인생과 작품이란 두 측면을 밀착시켜 생각하 

도록 요구하는 시대가 있고， 또 그런 시인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브라우닝이 

탈출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이며， 쓰베따예바가 그 대표 

적 인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lJ 우리가 낭만주의 시인(가령 레르몬토프의)의 

작품을 그의 전기적 배경 없이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쓰베따예바를 읽기 위해서 

는 그녀의 인생에 대한 주석이 다른 어느 시인의 경우보다도 요구됨이 사실이다. 

시인 자신의 창작 원칙에 의하건데 “모든 진정한 글은 살아지는 인생이며 상황문 

(狀況文)"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 .1lY6o J<o BeplO, 4TO J<a*lIoe HaCTOJllllee nHCaHHe - H3 onlolTa vie vécue, 

Gelegenheitgedicht. n03TOM}' HH J<Orlla He npHBeTCTBy.o, OC06eHHO B paHHHX 
nHCaHHJlX, qHCTOrO BYMNCna, J<oTopuR OTO*lIeCTBnJllO C Kpaq J<OBC J<HN. ECnH ðu 
B퍼 ceRqac B3J1nHCb nHCaTb p。μaH - OH BhllDen ðN onpeneneHHO nnoX. PaCCJ<a3U 
*e - nonynpaBlIa, nO.1lYB버빼cen - 3TO 3aRueB. ~ 3a *H3Hb, 3a TO, qTO ðuno. 

321 
니TO 6uno - *H3Hb, J<a J< 6uno - aBTOp. ~ 3a 3TOT COI03. 

그런데 이러한 쪼베따예바 자신의 말을 들으며 작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 

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짓는 식의 실수를 범해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 

31) 문학과 전기가 갖는 상관 관계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토마셰브스키의 (0. T，야，lameCBJ<때)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논문 “Literature and Biography," in L. Matejka & K. 
Pomorska, eds. , Re，떠ings in Russ따1 Poetics: Formalist and Structuralist Views 
(Cambridge: The MIT Press, 1971), pp. 47-55 플 참조바란다. 낭만주의 시인의 삶 
과 예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 A biography of a Romantic poet was 
more than a biography of an author and public figure. The Romantic poet ωIQS 
his own hero. His life was poetry, and soon there developed a canonical set of 
actions to be carried out by the poet" (p. 49). 

32) A. B. 4epHOBaJl에게 보낸 1925년 4월 25일 편지 중에서. UBeTaeBa, !:!eH311aHHhle nHCbM 
용 (Paris: YMCA-Press, 1972), c.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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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녀 자신 고백하고 있듯이， 시인은 역사가가 아니며， 그러기에 “감정적 

으로는 기억할 수 있어도 실중적으로는 야무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 

문이다.엽) 게다가 시인에게는 또한 다분히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사실(lþaKT )을 안 

출해 낼 능력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쪼베따예바는 계속해서 말한다. 

~， KOHe'IHO, NHOrOe, BCe, no npllpOlle cBoeR, IIHOCKa3YJO, HO llYNalO - 11 

3TO lI<lI3Hb. φaKTOB j[ He TporalO H‘IKorlla, " IIX TOJlbKO TOJlKYJO. TaK j[ 

• 34' nllcaJla BCe CBOII OOJlbmlle Be~lI.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냐(고전주의) 삶이 예술을 모방하는 것이냐(낭만주의) 

는 로트만(IOP뼈 J1oTNaH)의 유명한 양분논리가 쪼베따예바의 경우에 와서는 성립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그 둘의 관계는 복 

사가 아닌 일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쪼베따예바에게 있어 문학과 현실간의 

관계는 모방(mimesis) 이론에 입각한 창작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학이 곧 

현실”이라는 인생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경우 문학적 작가와 

전기적 작가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쪼베따예바 연구가는 시 

인의 인생을 통해 그의 난해한 시구절을 이해하는 것이지 반대로 작품올 통해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접근 방법올 변호하고있지만 35' 예술을 통 

한 인생의 창조를 지향하며 또 실행했다고 믿어지는 쪼베따예바의 경우에 있어서 

는 그런 변호마저도 새삼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정작 문학사가에게 필요한 것은 작가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창조해낸 

“전기적 전설”이라는 토마셰브스키의 명언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중이 바로 쓰 

베따예바의 경우가 아닐까 한다 36' 그녀에게 있어 전기적 “전설”이라는 말은 은유 

33) Bepa ByHRH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꺼 Bcê noMHlO 3NO~1I0 

HaJlbHO, R n。‘ITR HR4erO He nONHIO nocToBepHOrO ... 80 NHe Be4HO 11 CTpaCTHO 6oPlOTCJI 

n03T R RCTOpRK" (~eR311aHJllJle nRCbN~， c. 428, 434). 쓰베따예바의 자전적 산문이 갖는 
허구성의 모순에 대해서는 CaaKJlHQ가 다옴과 같이 합리화하고 있다: “npo3a MapR뻐 U 

BeTaeBOß, r .lle OHa Bcn。빠IHaeT 0 ce l5e, 0 CBoeß ceNbe, 0 BCTpe4ax C JJO，띠b뻐， - TOll<e 

C04eTaeT B cel5e 15ψIb R 뻐Iþ; 60Jlee Tor。’ 。Ha nOCTpoeHa Ha 3TO~f llByellRHCTBe. 

B CBoeß Ne~lYapHoß npo3e MapJ’Ha UBeTaeBa BOCKpeWaJla JJOlleA 11 C06~THJI 뻐eHHO He 

6WJJbII a φaHTa3HeA n03Ta, TBOpRJIa CØOIl npaBny, npaøny' n03Ta’ (CaaKj[HQ, “o np 

aBlle ‘J1eTOnRCR’ R npaslle n03Ta,"c. 208-9). 
34} ~eR311aHJllJle nRCbN~， c. 423. 
35) Jane Taubman, p. 3. 
36) “[for a writer with a biography] The literarγ work plays on the potential 

real.ity of the author’s subjective outpωrings and confessions. Thus the 

biography that is useful to the literary historian is not the author’s curriculum 

vitae or the investigator’s account of his life. What the literary historian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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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전설이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전설， 또는 차 

라리 “신화”를 우리는 그녀가 재기록하고 있는 전설의 이야기들에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다르게 말해지고 있는"(.11 BCe HHOCl<a3YJO)인) 

유리디스의 신화， 또는 오필리아나 페드라나 막달리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한 

“다르게 말해지고 있는” 그녀의 인생의 이야기를 읽는다. 곧， 그녀의 전기적 전설 

과 문학적 전설이 서로를 위한 비유가 되는 것이다. 

쓰베따예바에게 있어 오르페우스 신화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회랍의 전설일 뿐 

아니라 바로 여류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전설이다. 그것은 연인과 결합 

할 수 없도록 운명지어진 열정의 여인에 대한 신화일 뿐 아니라 그러한 비극의 

삶이 곧 예술이 되어야하는 한 시인의 신화인 것이다. 

쪼베따예바는 자신이 (재)창조한 많은 여인들의 초상에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 

던 유리디스의 운명을 부여했다. 오필리아， 페드라， 막달리나 동의 초상은 모두 

운명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며 죽음 앞에서도 소멸될 줄 모르는 열 

정을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 그들의 독백을 듣고 

있어야하는 남자 주인공들은 많은 경우 그러한 열정의 격렬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여 

성을 아예 모르거나 (LleBcTBe뻐1<) 아니면 싫어하기까지 하는 남자(*eHOHeHaBHCTH따) 

로 일반화된다 38) 이는 분명 기존 신화가 일러주는 사실에 대한 반론이거나 최소 

한 과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듯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있어서 쓰 

베따예바는 “양심”이라는 제 3의 목소리까지 벌어가며 그러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일격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9) 

즈즈베따예바가 자신의 여주인공들에게 부여한 이러한 운명의 파라다임(paradigm)은 

곧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운명의 모습과도 일치됨을 보여준다. 1926 

needs is the biographical legend created by the author himself. Only such a 

legend is a literary fact" Tomashevsky, p. 55. 
37) 쪼베따예바의 신조어적 동사 HHOCI<a3aTb는 비유， 알레고리(allegorγ)의 의미로 통용되는 

명사 HHOC I<a3aHHe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나는 어원적 풀이 (HHO-C l<a3aTb)로 직역했다. 

38) aeBCTBeHHHI<과 *eHOHeHaBHCTHHI<은 햄릿에게 붙여지는 명칭이고(“oþ때HJI-r뼈JJeTY") ， 
이폴리트(페드라의 양아들)는 neBCTBeHHHI<과 Her HeHaBHCT뻐K으로 불리어진다 (“f10cJJa뻐e"). 

39) 가령， “햄릿과 양심과의 대화"(뻐aJJor r aMJJeTa C COBeCTI>IO, 1923) 를 통해 햄릿이 사 
설은 오펼리아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며， 이는 “오필리아가 햄릿에게”에서 표현 
펀 오필리아의 왕자에 대한 비난 (aeBCTBeHHHI<! *eHoHeHaBHCTHHI<!)을 충분히 정당화 
하고도 남논다. 이와 함께 동시대 여류시인 아흐마또바(AxMaTOsa)의 “〈햄릿〉을 읽으 

며 "(YHTaJI <rru.lJleTa> 1909)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흐마또바 역시 오필리 
아에 대한 햄릿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필리아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한 것이었 
음을 일인칭형으로 이야기하고는 었지만， 그녀가 전달하는 시적 자아의 독백에서 느 
껴지는 것은 즈즈베따예바의 작품이 지니는 극적인 요소나 현장성이 아닌 절제된 명상 

성 (1맺想、性)이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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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파스테르나크의 중재로 렬케， 쪼베따예바를 포함한 세 명의 시인 간에는 삼각 

의 서신 왕래가 시작되는데， 그들이 나눈 사랑과 우정의 관계는 반(半)환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단순한 서신 교류라기보다는 자아 도취적 감정 표현의 장(場)이 

라 여겨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옹갖 시적 찬사와 감탄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서 

간문의 장르에서 쪼베따예바가 자신의 시에 버금가는 언어적， 표현적 과장체 

(hyperbole)를 최대한으로 과시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한편 자신이 쏟아놓는 감정의 지나친 강도가 오히려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의식하는 듯， 한 편지글에서 자신은 인간(즉 남자)으로서의 상대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주장하지 않으며， 상대가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서신 왕래를 중단 

할 것이라는 자아 억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PIIJ1bKe-4eJ10BeK. HanllCaB, 3anHyJ1aCb. JJNl6J11O n03Ta, He 4eJ1OBeKa 

••• HanllCaB: PIIJ1bKe-4eJ10BeK, JI IIMeJ1a B BIIJIY TO, rlle lIJlJI MeHJI HeT MeCTa. 

n03TOMY BCJI φpa3a 0 4eJ10BeKe 11 n03Te -- ‘뻐CTblll OTKa3 , OTpe4eHlle, 4T06 

T버 He nOnyMa J1, 6YllTO JI X04y BToprHyTbc껴 B TBONl lKII3Hb, B TBOe BpeMJI, B 

TBOll lIeHb (lIeHb TPYllOB 11 06meHIIIl), KOTOp외II pa3 HaBCer lIa paCnllCaH 11 

pacnpelleJ1eH. OTKa3 -- 4T06μ 3aTeM He CTaJ10 6oJ1bHo: nepBOe IIMJI, nepBOe 

째CJ10 ， C 1<0TOpμ째 CTaJJKIIBaeWbCJI 11 KOTOpble OTTaJ1KIIBaNlT Te6J1. (5epe대Cb 

。TKa3a!)

MIIJ1bIIl, JI 04eHb nocnywHa. ECJ111 T에 MHe CKalKeWb: He nllWII, 3TO MeHJI 

BOJ1HyeT, JI HYlKeH ce6e lIJ1J1 CaMOrO ce6J1 -- JI BCe nollMY 11 CTepnJ1lO. ‘” 

이렇듯 쪼베따예바는 억지로 시인으로서의 렬케와 인간으로서의 릴케를 구분하며 

인간 렬케는 자신의 관심사에서 배제해버린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것이 

역설적인 부정임은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41) 인용문을 통해 세 번 반복되는 “거절” 

(OTKa3)이라는 단어는 곧 인간 릴케를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정이자 상대방의 거절에 대비한 일종의 자기 방어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유리디 

스 시에서 보았던 역설적인 무통(無動)， 무감(無感)의 의지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 

는데， 쓰베따예바의 “거절”과 유리디스의 “명령"(뒤돌아보라는)은 의미상뿐 아니라 

음성상으로까지 (OTKa3-nplIl<a3) 서로를 반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역설적 거절은 쓰베따예바의 문학세계는 물론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된다 42) 본 논문의 초입부에 인용된 파스테르나크의 편지에서 그녀는 “ 1923 

40) n[IICbMa 1926 rOll~， c. 95-6. 
41) 그녀는 같은 편지에서 실제로는 시인과 인간이라는 분리된 릴케가 존재할 수없음을 

1'1 인한다: “HeT, Pa꺼Hep， JI He KO)])]eI<UIIOHep, 11 4eJ10Bel<a PII.IIbKe, 1<0TOPblll 60Jlbme n03 

Ta (KaK HII nOBep삐H -- IITor OllllH: 6oJlbme!), -- 1160 OH HeceT n03Ta (pbluapb 11 KOH 

b: BCAllHI1K!), JI JINl6.rno HeOTlIeJIIIMO OT n03Ta." C.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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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을 상기하는데， 그것은 유리디스시가 씌어진 때일 뿐만 아니라(시는 3월 23 

일에 씌어짐) 두 시인 사이의 관계가 만남보다는 헤어져 있음으로 인해 그 절정에 

달해있던 시기라 볼 수 있다.1922년 8월 쪼베따예바는 베를린에서 프라하로 이주함 

으로써 3년 반 남짓한 체코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베를 

린을 방문하게된 파스테르나크는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쪼베따예바가 떠났다 

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에 찬 편지를 그녀에게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대신 “다른 세상”에서의 만남을 선호 

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쓴다.잉) 다른 세상에서의 만남이란 그녀의 경우 꿈이라던가 편 

지를 통한 만남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만남에 대해 

쓰베따예바의 딸은 “아폴로로부터 요정이 도망치듯” 그녀가 파스테르나크에게서 의 

도적으로 도망친 것이었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1923년 3월 베를린에서 러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파스테르나크는 쪼베따예바에 

게 자신을 전송하러 와달라고 청했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또 한번의 만 

남의 기회에 그녀는 “가지 않을 것이다"(R He npHeny)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절의 

편지를 보낸다.굉)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파스테르나크 쪽의 표시(즉， 와달라는 요 

청)가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상실이 

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라 믿는(NO~ cynb6a--noTep~) 쪼베따에바의 묘한 숙명적 태 

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스테르나크의 뒤늦은 “허락”에 의해 용기를 얻은 듯， 그 

녀는 곧 이어 같은 편지에서 일종의 명명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한다. 

naCTepHaK, 3TO Ha'lanOCb C <CecTpμ> ， " BaN nllcana. Ho TorAa, J1eTOM, 
" OCTaHOBIlJla, nepepy61lna OTbe3AoM B ApyrYJO cTpaHy, B ApyrYJO lICIl3Hb, a 

Tenepb MO~ lICIl3Hb -- B잉， H NHe HeKYAa yexaTb. 

Tenepb, pe3KO. lJTO IlNeHHO? B '1eN Aeno? ~ '1eCTHa Il "CHa, cnOBO --

42) 자신의 격 렬한 감정 표현에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올까에 대한 우려와 그런 우려로 
인해 쪼베따예바 편에서 먼저 후퇴해버리는 식의 행통은 렬케나 파스테르크 뿐아니 
라 다른 남성(일례로 5axpax)과의 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43) “Mofi JD061l뻐꺼 Blln 06~eH~ -- nOTycTopoHH때 COH: BllneTb BO CHe. H BTopoe -- nepenll 

CKa. nllCb씨10 ， KaK HeKllfi Blln nOTycTopoHHero 06~eHIlJl. MeHee COBepmeHeH, He:t<eJUI COH. 

HO 3aKOHhI Te :t<e .... R He JDOðmo BCTpe'l B :t<H3HIl." 1922년 11월 19일 편지， 맹객얀뾰 
얀쁘. pp. 379-80. 두 시인 사이의 이루어지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는 Jane A. 
Taubman, A Life πlTOU핸 Poetη， pp. 157-239; PaeBCKaJl -XbI03, 0. , “50PllC naCTep 

HaK Il MapllHa UBeTaeBa (K IlCTOpHIl npy:t<6씨 ~eCTHHK PYCCKorO CTyneH1.IeCKOr。 밸컨 

CTHaHCKoro nBll:t<eHIl!, no. 100, 1971, c. 281-305; A. C. 3IþPOH. Q!!!aPIlHe UBeTaeB얘 

(M,: COBeTCK때 nHCaTenb. 1989), CC. 140-65 참조. 
44) 3IþPOH, c. 144. 
45) HeH3naHHhle nHCb뼈， C. 잃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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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고조된 감정의 토로가 지나치지 않은지， 또 그래 

서 파스테르나크를 움츠러들게 하지나 않을지를 쪼베따예바는 동시에 염려하고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녀로 하여금 파스테르나크가 명령만 한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는， 수 년 후에 렬케에 게 하게 될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 

도록 만든다. 아울러 앞으로는 절도를 지킬 것이며， 대신 억제되어진 감정은 시에 

서만 보충될 것이라는 사실도 밝히도록 만든다. 

BLI He 60꺼TeCb. 3TO OllHO Tal<Oe nIlCbNO. .11 Be.ab He rnynell CTaJla - 11 

He HlIIllell, OTTOrO ~TO BaNII 3axJleðHyJlaCb. BaN He TOJlbl<O NO" OueHl<a 

T"lICeJla, HO 11 MOe OTHOmeHlle, BLI ellle He nOH뻐aeTe ， ~TO BLI - O.aapllBalOlIl째. 
4;1 

By.ay B Nepy. B CTIIXaX HeT. Ho B CTIIXaX B퍼 npOCTIITe. 

시가 삶을 대신한다는 쓰베따예바의 인생관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렬케와 마찬가지로 파스테르나크에 대해서도 그녀는 시인으로서의 관계， 시를 통 

한 관계만을 고집하며， 인간으로서의 현실을 통한 .관계는 거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편의 오필리아 시는 1923년 2월 28일에 씌어졌으며， 페드 

라의 절규는 두 편이 각각 3월 7일과 11일에， 그리고 유리디스의 변(辯)은 3월 23 
일에 씌어졌다. 파스테르나크는 3월 18일 베를린을 떠나 러시아에 돌아갔고， 쪼베 

따예바는 3월 17일과 4월 11일 사이에 “npoBo.aa"라는 연작시를 썼다.10편의 시 

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사랑하는 이와 운명적으로 헤어져 만날 수 없게 된 여인 

이 “전선" (npoBO.aa)을 사용해 연인을 “전송" (npoBOllLl)한다는 내용인데， 바로 앞서 

언급한 신화적 여주인공들의 운명 이 마치 주제와 변형(theme and variations)의 

관계처 럼 비유적으로 둥장한다.뻐 

46) I:!ell311aHHLle nllCbM~， C, 잃5. 여기서 쪼베따예바는 1없2년 6월에 처음 접한 파스테르나 
크의 시집 CeCToa MOJl lICII3Hb과 함께 “그것"(즉 사랑)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7) HeH311aHH뾰 매Cb뼈， C. '2S7. 
48) 가령， 

nOllCaJlellTe! (B ceM xope - ceA 

Pa3n11~aemb?) B npellCMepTHOM I<pHKe 

YnHpalOmHXCJI CTpaCTeA -

nyHoseHHe 3SPH.aHKH: 

4epe3 HaChlllII - H - pSbI 

3spκ뻐I<HHO: y - y - SbI, 

He y - (덴， ID: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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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쪼베따예바가 파스테르나크에게 보낸 위의 편지에서 확언하고 있는 “MO.ll 

cy~bõa -- nOTep.ll"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단정적 진단은 시인 쪼베따예바가 유 

리디스에 대해 내리는 진단 “ npHKa3 o CíepHyTbc.lI -- H nOTep.llTb"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현실 속의 여류시인이나 신화 속의 여주인공 모두 “상실”이 자신에게 

배당된 운명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랑하 

는 이와 만나기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데， 얻기보다는 잃어야하고， 만나기보다는 

헤어져 있어야 하는 여인의 운명은 하나의 주된 모신화(母神話 master-myth 또 

는 proto-myth)라고 하겠다. 그 모신화를 쓰베따예바는 자신의 전기적 전설에， 

그리고 문학적 전설에 각각 적용시키는 것이다. 현실은 곧 신화화되고， 유리디스 

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거절과 상실”이라는 운명의 큰 주제를 대변해주는 하 

나의 비유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명의 비유가 1923년에 대한 기억과 함께 다시 둥장하는 것은 바로 본 논 

문의 초업부에 인용된 1926년 5월 25일자 편지에서 이다. 같은 해 3월부터 렬케 

가 죽기 바로 전인 11월까지 지속된 쪼베따예바， 렬케， 파스테르나크의 서신교류 

기간중 그 열기가 고조에 달해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때 문득 상실과 거절의 주 

제를 꺼냈다는 것은 극히 쪼베따예바다운 행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 즈음 

쪼베따예바는 파스테르나크와 릴케 모두에게 일종의 “거절”의 사언을 보내는데， 

렬케에게는 자제의 의지를 표명했던 5월 13일 이후 6월 3일까지 편지를 일방적으 

로 중단했고， 그녀를 만나러 오겠다는 파스테르나크의 희망을 여지없이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렬케의 편지를 전송하면서 자신의 편지는 동봉하지 않았던 것 

이다.J9) 그런데 이러한 거절의 행위가 실은 자신의 행복올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역 

설적 갈망의 표시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한 심리적 동기를 오르패우스 

신화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5월 25일자 편지였다. 쓰베 

따예바의 파스테르나크와 릴케에 대한 침묵의 결단은 여기서도 의도적인 “거절” 

연작시 “npoBOlla"가 파스테르나크를 염두에 두고 씌어진 것이라는 점은 시작(詩作) 시 

기의 연관성이나 시에 내포된 이별의 주제 외에도， 즈베따예바의 3월 9일자(字) 편지 
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Bce paBHO, 3T0 'IYllOB뻐HO -- Bam OTbe311, C l5epJlHHCKOr。

재 lle l5apKanepa, C Moen JlH I50reMcK얘 rop찌， C KOTOpo꺼 18-ro ueJ뻐n lleHb (HI5o He 3 

HaJO 'Iaca!) l5yllY npoBO:t<aTb Bac -- nOKa 따뻐 HeH3naHHille nHCbMa, C. 잃4. 

49) TeCKOBa에게 보내는 1931년 3월 20일 편지에서 즈즈베따예바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끼 
eTOM 1926-ro rona, npo'lTJI rne-TO MOIO n03MY KOHua, B. l5e3Y뻐。 pBaHYJlCJI K。 뻐e， X 

OTeJl npHexaTb -- JI OTøena; He XOTeJla Bceo6 .. eA KaTaCTpo빼. (r。때 :t<HJla Me'lTOn, '1 

TO YBH:t<YCb.) 맨쁘쁘추쓰 표얀쁘액， c. 92. 렬케는 파스테르나크에 게 쓴 자신의 편 
지를 쪼베따예바룹 통해 부쳤던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펀지 외에 자신의 편지를 또 

한 동봉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베따예바는 자신의 편지 없이 멸케의 편 

지만을 전송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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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단어로 각각 설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BOpHC , T버 MeHJI He nOHJlJI. R Ta J< J1l()ðJlI() TBOe HMJI , ~TO llJ\JI MeHJI He 

HanHcaTb ero J1HWHHA pa3 , conpoBO:tClIa Jl nHCbMO PHJlb J<e , ðbIJJo HaCTOJlw.HM 

J1HWeHHeM, OT J< a30M. ... BoPHC , JI c lIe Jla Jla 3TO C03HaTeJlbHO. He OCJlaðHTb 

Yllapa pallOcTH OT PHJlb J<e. He pa311poÕHTb ero Ha lIBa. . .. 
501 

o PHJlb J<e. R TeÕe 0 HeM y:tee nHCaJla. (Et.ty He n뻐y.) Y MeHJI ceA~ac 

nO J<oA nOJlHoA yTpaT버 - ÕO :tCeCTBeHHOrO ee J1HJ< a - OTKA3A. npHWJlO CaMO. R 
BlIpyr nOHJlJla. A ~TOÕ버 3aJ<OH'IHTb C μOHM OTCyTCT뻐eM B nHCbMe (JI Ta J< H 

XOTeJla: Jl BHO, lIeACTBeHHO OTCYTCTBOBaTb) - BOpHC, npOCTaJl Be:te.재BOCTb 
511 

He COBCeM H깨 COBceM He npOCTbIX Bew.eA. - B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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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듯 쪼베따예바의 신화가 상실과 거절로만 일관된 것이라면， 그리고 

대신 빈 자리를 메꾸어줄 그 어느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 

무나도 잔인하고 불공평한 운명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 

히도 오르페우스 신화에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메세지가 있다. 신화는 사랑의 상 

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오르페우스)의 목소리라는 위대한 수확을 말 

해주고 있으며， 시인 오르페우스의 죽음μ만이 아닌 그의 예술이 갖는 위력 또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르페우스 신화를 소재로 하여 1935년에 씌어진 또 

하나의 시가 이 중요한 균형의 법칙을 설명해준다. 

ECTb C~aCT JIl’BUμ H C~aCTJlHBHUμ， 

neTb He Moryw.He. HM -

CJle3b1 깨Tb! KaJ< CJlallJ<o Bψ11’TbCJI 

rOplO - J1HBHeM npoJlHBHblM! 

4TOð nOll J<aMHeM ~TO TO lIpOrHyJlO. 

MHe '" - npH3BaHHe J<a J< nJleTb -

Me:tC CTeHaHHJI HallrpOÕHOr。

lloJlr nOBeJleBaeT - neTb. 

50) 앞서 인용된 오르페우스 신화에 대한 편지글은 바로 이 부분에 등장한다. 
51) nHCb씨na 1926 r。lIa ， c. 118-9.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서신 중단은 렬케의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의심한 즈즈베따예바 편에서의 과민 반용이었다는 것이 본 서간집 편집자들 
의 해석이다. c. 125. 

52) 오르페우스가 자신들의 사랑올 전혀 받아들이지않는데 분노한 여신뜰이 마침내 그를 
무참히 능지처참했다는 것이 신화의 비극적 끝맺음이다. 여기서도 역시 쪼베따예바가 

얘기하는 정열의 여성-무감의 남성이라는 주제가 엿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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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믹， rn: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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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e Han npyrow CBOH“ llaBHn, 
XOTb nononaw paCKOnOT! 
EcnH ð OP$eR He comen B AHn 

Caw, a nocnan ðhl ronoc 

CBoR, TOnbKO ronoc nocnan BO Tbwy, 
Caw y nopora Æ’mm써 

BCTaB, - 3BpHnHKa Õ퍼 no Hewy 
KaK no KaHaTy B버nna ... 

KaK no KaHaTy H KaK Ha CBeT, 
Cneno H ðe3 B03ðpaTa. 

1160 pa3 ronoc Teðe, n03T, 
llaH, OCTanbHoe - B3 J1TO. 

노래할 줄 모르는 

행복한 남녀가 있으니. 그들은 -

눈물만 흘리면 될 뿐! 슬픔이 흘러나온다는 건 

얼마나 달콤할까 - 폭우가 퍼붓듯이 ! 

바위 아래서 무언가 움직일 수 있게. 

허나 내게는 - 태형과 같은 본분 -
무덤의 신음 사이로 명령해오는 

의무 - 노래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도 

다빗은 친구를 위해 노래하지 않았던가! 
만약 오르페우스가 지하로 직접 
내려오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올 

보냈더라면， 자신은 문턱에 쓸모없는 존재로 

선 채， 목소리만을 어둠속으로 

보냈더라면 유리디스는 그룹 따라 
줄을 따라 나오듯 나왔을 텐데 ... 

줄을 따라 나오듯 세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시 돌아감 없이. 

목소리를 얻은 한， 시인이여， 
나머지은 잃어야하는 것이기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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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얻은 한 나머지는 잃어야하는 것이라는， 곧 시인인 한 시가 아닌 것 

은 포기해야 한다는 철저한 교환의 법칙올 이 후기시는 말하고 있다. 오르페우스 

와 유리디스의 이야기가 역시 둥장하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사 

랑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야만 하는 오르페우스의 예술이야기이다. 오르 

페우스에게 주어진 것은 목소리뿐이므로 유리디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 

의 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즉 노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 

저승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0, He npeBbllDeHHe JJH 

nOJ1HOM얘때/0때ell:， HHCXO.lVllllHlI: B AH/l?). 목소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역 

시 그것으로써만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묘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다.예 

오르페우스 신화가 시각의 관점에서 목소리의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그 신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비유의 내용은 바뀌게된다. 사랑의 알레고리는 이제 시적인 알 

레고리로 발전하고， 상실과 거절의 아픔은 창조의 힘으로 매꿔지게 되는 것이다. 

몸을 잃는 대신에 목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현실을 포기함으로써 시인이 되는 

것이다. 

여류시인의 전형이라 할 시빌(Sibyl)의 신화가 오르페우스 신화와 함께 쓰베따 

예바가 만들어내는 시적 알레고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다. 아폴로의 총애를 받은 덕에 영원한 젊음의 목소리를 얻게 되지만 그 대신 

육체는 노파의 것으로 남게 되어 결국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긴 채 예언의 노래만 

을 엮어내는 시빌은 바로 여자 오르페우스를 연상시킨다. 시빌의 몸은 쓸모없는 

오르페우스의 신체(CaM Y nopora JJHmHHM/BcTaB，…)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텅 

빈 “동굴”일 뿐이고， 대신，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만이 오르페우스의 목소리처럼 

불멸의 시로 남는 것이다 55' 

54) 블랑쇼 역시 이 점에 관해서는 즈베따예바와 의견을 같이하는데， 그의 글이 신기할 
정도로 그녀의 시를 연상시키기에 여기 부분을 인용한다: “ ... he[Orpheus] ought not 
to desire the sight and possession of Eurydice since he was only meant to sing 
her. His relation to Eurydice consists in nothing but his singing. He has neither 
existence nor reality apart from his song and through his song. And Eurydice 
stands for nothing but this uncanny dependence which reduces him to a shadow 
when he is not singing and can only make him free, alive and significant within 
the Orphic space and rhythm. Indeed it is only through song that Orpheus has 
any power over Eurydice. ... He loses Eurydice because he desires her beyond 
the lirnits prescribed by song." Maurice Blanchot, “Orpheus ’ Gaze," in his The 
Siren's Song, G. ]osipovici ed. , trans., S. Rabinovitch,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2, p. 178. 

55) 쪼베따예바의 신화가 시빌과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동시에 홉수하고 있다는 점은 
그녀의 시학이 갖는 “중성성"(the androgynous)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있다. 
쓰베따예바 시에 나타난 중성성에 대해서는 Kroth, Anya M., “Androgyny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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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HHa~ ~eBCTBeHHOCTb nemepoß CTaB 
nHBHOwy ronocy'" 

* 
Teno TBOe nemepa 

561 ronoca TBOer。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온전한 육체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목소리， 사랑의 상실 

후에야 오게 되는 예술의 보상이 시벌과 오르페우스라는 두 시인의 운명을 규정 

짓는 것인데， 이는 동시에 유리디스가 받아들여야하는 운명과도 다를 바 없다. 왜 

냐하면 지하세계에 갇힌 채 열정의 호소를 하는 유리디스 역시 시인 쪼베따예바 

의 분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올 잃고， 또 그와의 만남을 거절 

하면서， 완전히 용해된 자신의 몸(HH yCT, HH naHHT!'" HH pyK Be.llb! HH YCT,"') 

대신 그녀가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르페우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목소리이 

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 “유리디스가 오르페우스에게”이 

다. 기존의 신화속에서 침묵하던 유리디스가 마침내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가 

진 한 명의 시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우리는 이리하여 목격하게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시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결코 공유될 수 없는 두갈래 길에 

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쪼베따예바가 한 명의 여인이자 한 

명의 시인으로서 받아들였던 “태형 "(npH3BaHHe KaK nneTb)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것은 주어졌다기 보다는 쪼베따예바가 자신과 자신의 주인공들을 위해 창조한 

운명이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지도 모른다. 그녀가 쓴 오르페우스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동료 시인과의 관계는 모두 그러한 운명올 담은 모(母)신화의 패 

턴에 따라 성립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들 두 전설은 한데 합쳐져 다시 

그 모신화의 상태로 되돌아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쓰베따예바의 예술 

과 삶을 굳이 구분할 펼요없이， 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나눌 필요도 없이， 그저 

씌어지는 신화와 살아지는 신화로 이루어진 한 편의 커다란 총체로 해석할 수 있 

는 정당성은 바로 여기서 찾올 수 있다. 

Exemplarγ Feature of Marina Cvetaeva ’s Dichotomous Poetic Vision," Slavic 
Review, 38, 1979, pp. 562-82 참조. 

56) “113 l.UIKJ\a <CHBHJ\J\a> ," 댄， III: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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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Young Kim 

The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offers a close reading 
of Marina Tsvetaeva’s 1923 poem “Evridika k Orfeiu" in the context of the 
Orphic myth which dea1s with Orpheus' abortive attempt to bring his dead 
wife back to life. Unlike the conventional literary paradigm set by Virgil and 
Ovid, Tsvetaeva views the myth from Eurydice ’s perspective, and interprets 
the tragic love story not in terms of Orpheus' failure but in terms of 
Eurydice’s refusal to follow him. 1n Tsvetaeva ’s myth, it is the heroine, not 
the hero, who comes to the fore and confesses her passion in a language 
which vividly reflects her state of immobility and utter hopelessness.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Orphic myth which is embraced by 
Tsvetaeva herself and embodied through her relationship with Rilke and 
Pastemak. Although it is assumed that a poet’s biographical 'I' and poetic 
'I' do not necessarily coincide, by comparing the poem with Tsvetava ’s 
personal writings to and about those fellow poets, one can conc1ude that the 
myth of Orpheus indeed became her own life myth, and that the theme of 
refusa1 and non-meeting actually and continuously figured in her epistolary 
affairs with beloved poets. 

1n her later poem “Est ’ schastlivtsy schastlivtsy" Tsvetaeva describes 
Orpheus the archetypa1 poet as someone who has to lose all in order to 
obtain the poetic Voice. The portrait of Orpheus who dispatches his voice to 
the Hades, while his “superf!uous" being remaining at the threshold, can be 
read as a poetic allegory which Tsvetaeva envisioned for herself as well as 

for other poets. 
Eurydice refuses (and loses) her worldly happiness and yet sings about it 

in the poem; Orpheus has to keep singing despite his loss of worldy 

happiness. Both attain their poetship at the price of lost happiness, and 

their shared lot tums into a sort of a master-myth that gov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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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vetaeva’s fate as an androgynous, let us say, poet. The title “A WriUen 
Myth and a Lived Myth" refers precisely to this master Orphic myth 
Tsvetaeva created and then incorporated into her poetic and real wor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