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테마의 모방과 변주* 

- 제르좌빈에서 만젤쉬땀까지 -

조주관 

Starik Derzhavin nas zametil 

1, v grob s암lodia， blagoslovil... 

- Pushkin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문학 작품 분석에서 <상호 텍스트성 intertekstual' nost’>이란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개념으로 동장하였다1) 상호 텍스트성의 일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상호 텍스트성 in tertekstual' nost’”이란 개념은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그 역사는 상당히 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플 
라톤의 모방론이나 시적 영감 이론 둥은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바의 상호 텍스트 
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소크라스식 대화는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 
의 개념과 많은 공통점을 지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역시 통일성과 보편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과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호라티우스와 롱기누스를 비롯한 키케로와 뀔틸리아누스와 같은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의 경우에도 크게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고대 희랍시대와 
로마시대의 작가들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호 텍스트성의 문제는 르네상 
스 시대에 이르러 보다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산화적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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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는 한 텍스트가 다른 문학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말한다. 그 

리하여 <인용 tsitatsiia> , <모방 imitatsiia> , <번역 perevod> , <패러디 

parodiia> , <표절 plagiarism> , <암시 allusion> , 그리고 <패스티쉬 pastish> 

등의 〈원천연구>라는 익숙한 형태들은 넓은 의미로 상호 텍스트성의 범주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조 

금씩 다르게 사용되며 다른 말로 <얽힘 텍스트성>이나 <간 텍스트성>이라는 말 

을 사용하기도 한다 21 

츠베땅 토도로프 Tzvetan Todorov는 환기의 측면에서 이 상호텍스트성을 중 

요 요소로 파악하면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환기시키는 것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로랑 제니 Laurent Jenny의 정의에 의하면 상호텍스트성은 “단순한 

인용이나 회상의 경우와는 다르다. 단순한 인용이나 회상의 경우는 의미없는 선행 

텍스트의 요소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상호 텍스트성은 선행의 텍스트로부터 전체 

적인 구조， 형식， 그리고 의미의 모형을 인용하거나 전환시키는 것，，3)을 말한다. 미 

하일 바흐씬 Mi셈1ail Bakhtin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결된 닫힌 단 

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무수한 텍스트성의 흡수이고 그에 의한 변형이다. 그리하 

여 언술은 본질적으로 다른 언술들과의 연관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의 

언술이 다른 언술들과 갖는 관계를 지칭하기 위하여 바흐씬은 대화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의미의 다가성을 갖는 이 용어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두개의 언술 

샤이의 모든 관계는 상호텍스트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바흐씬의 이러 

한 경향을 받은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는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텍스트 (발화)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여러 

을 밝혀 내는 데 주력해온 신화 비평가들 역시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상호 텍스트성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문학 작품의 기원이나 영향 관계를 주로 연 
구하는 역사비평， 그 중에서도 발생학적 비평 이론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상호 텍스트 
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 들어와서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가들과 문학 생 
산 이론을 주창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가들 역시 이 문제에 적지 않은 관 
심을 표명한다. 그동안 상호 텍스트성이 형식주의나 역사 비평 또는 사회 비평 이론 
가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배소 dominanta> 
로 나타나 체계적으로 이론화 되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서이다. 

2) 조주관~러시아 시강의~ (열린책들， 1993) p. 73: 이 책에서 우리는 상호텍스트성， 
통텍스트성， 메타텍스트성， 파라텍스트성， 그리고 초텍스트성에 대한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3) Laurent ]enny. “La Strategie de la forme" , Potique , 27, (976) , p. 262. 1. P. 
Smimov. Porozhdenie Inteteksta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1985), p.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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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그것을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 더 나아가 크리스테바는 상호 텍스성이란 

텍스트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인식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모든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공개적인 또는 은밀한 

인용이나 인유 또는 패러디j)에 의해서든지 이전의 텍스트가 지년 특성을 이후의 

텍스트가 흡수하는 것이나 또는 공통의 문학적 규약들과 관례들에 단순히 참여함 

으로써， 어떤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의 메아리가 되거나， 그 텍스트 

들과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이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을 러시아 시의 역사에 적용하여 시 텍스트의 상호 관 

계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있고 홍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tj) 러시아 시의 역사 

4) Julia Kristeva, Desire in Language: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ed. Leon S. Roudiez, trans. Thomas Gora, A!ice Jardine, and Leon S. Roudiez 
(New York: Co!umbia University Press, 1980), p. 66. 크리스테바의 이러한 이 
론은 후일 구조주의 시학을 주창한 조너던 컬러 Jonathan Culler에 의해 재천명되 
고 있다. 컬러는 자신의 저서 Ii"Structura1ist Poetics: Structuralism, Linguistics, 
and the Study of Literature~에서 “시는 다른 시 그리고 독서의 관습과의 관련성 
올 제외하고는 창조될 수 없다. 시가 시로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련성 때 
문이며， 그 위치는 그것이 출판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나중에 의미가 변 
한다면， 그것은 그 뒤에 쓰여진 책들과 새로운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5) “패러디 Parodiia"는 산문이나 운문에서 학 작가나 혹은 한 부류의 작가들올 우습 
게 보이려는 방식으로， 특히 우습게 부적절한 테마에 이들을 적용시키면서 모방하 
는 사고나 구절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하는 것이지만 우스광스러운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전환된 모방이다. 패러디는 
모방의 한 형식이지만 항상 패로디된 작품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러니한 전 
도에 의한 모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원래의 텍스트를 조롱하 
고 풍자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재문맥화하고， 통 
합하고， 관행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작품들도 패러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미 
셀 리파테르 Michae! Riffaterre는 롱랑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패러디를 <텍스트의 
상호성〉으로 보고， 다른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텍스트를 해독하는 행위라고 말한 
다. 린다 허천 Linda Hurtcheon은 이전의 예술작품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 
도시키고 <초맥락화>하는 통합된 구조적 모방의 과정을 말한다 린다 허천은 패러 
디를 문학사에서 하나의 발전상의 원칙으로 간주한다. 패러디의 범주는 광범위하여 
전체 장르에 관한 패러디， 한 시대나 조류에 관한 패러디， 특정 예술가에 대한 패러 
디， 개별 작품에 대한 패러디와 작품의 일부분에 관한 패러디， 그 예술가의 전체 작 
품의 특징적 양식에 대한 패러디의 경우가 가능하다. 

6) Ju!ia Kristeva, “Word, Dia!ogue, and the Nove! ," in Desire in Lα1망따ge: A 
Semiotic Approoch to Literature and Art, ed. Leon S. Roudiez, trans. 
Thomas Gora, A!ice Jardine, and Leon Roudiez (New York: Co!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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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시간의 테마는 제르좌빈에서 만젤쉬땀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전통의 테마 

가 되고 었다. 문제는 이 테마가 제르좌빈 이후 여러 시인들의 시텍스트에 교묘하 

게 모방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많은 시인들이 완벽한 기교와 자 

유로운 창조 정신으로 문학적 효과를 위해 이전 시인들의 원텍스트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하여 제르좌빈의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시간 테마의 모방과 변주 

문제를 연구하는 일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논자는 시간에 대한 이미지와 사고의 

발아들이 어떤 맥락을 거쳐 수정되고 발전되는지를 그리고 전통적 시간 개념과 어 

떤 관계를 맺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1. 제르좌빈과 19세기 시인들 

18세기 말 러시아 최대의 시인으로서 러시아 시 문학사에서 고전주의 시인으로 

서 또는 전낭만주의의 시인으로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는 제르좌빈은 시 

간의 테마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시인이었다. 즉 18세기 러시아 문학사가 시간 

테마의 측면에서 이룩한 발달의 많은 부분을 개척한 시인은 제르좌빈이었다. 그는 

러시아 시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객관적 시간 (역사적 시간)과 주관적 (개인적 

인) 시간의 차이점을 지각하였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 모델을 통하여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숙고한 작가였다 7) 그는 자신의 개인 인생사에서 시간의 의미를 파 

악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였다. 제르좌빈의 이러한 시간 의 

University Press, 1980), p. 66: 크리스테바는 이 논문에서 어느 한 발화가 화자 
(작가)나 청자 (독자) 또는 다른 발화 (문학작품)와 갖는 상호관련성을 크게 <수평 
적> 관계와 <수직적 > 관계의 두 가지로 구별한다. 여기서 수평적 관계란 발화가 
화자나 수신자와 맺는 관계를 가리키며 수직적 관계란 발화가 그 이전 또는 동시 
대의 다른 발화와 맺는 관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크리스테바는 바로 발화의 수직적 
관계를 가리키기 위하여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분 
석하고자 하는 것도 러시아 시사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관계， 즉 통시적 관련성을 
알아 보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상호 텍스트성은 수직적인 종적 관계에 못지 않 
게 수평적인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7) 학위 논문 WTime Philosophy in Derzhavin ’ s PoeticsJ (1991)에서 논자는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 개념을 기초로하여 제르좌빈의 시작품을 분석하였다. 특히 직 
선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개념을 연구하여 제르좌빈 
이 누구보다도 시간 개념에 사로잡힌 시인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 
를 자신의 특유한 시간 개념으로 사유한 시인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원 
하는 사람은 본인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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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이어받아 19세기의 시문학에서 시간의 양상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시인들 
은 뿌쉬낀과 쥬체프라 할 수 있다 8) 

2.1 제르좌빈과 뿌쉬낀 

뿌쉬낀은 여러 작품에서 개인적인 시간 개념을 역사적인 시간 개념에 접목시켰 

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과거 시간과 대치시키고 과거에서 현재를 도출하였다. 그 

가 과거에 관심을 돌린 것은 대체로 1820년대 후반으로 조국 러시아의 운명과 자 

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였다. 이때부터 삶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테마가 

그의 시에 등장한다. 1836년 경에 뿌쉬낀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 

었다. 그는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한 불변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만이 개인 

적인 시간을 영원과 결합시키고 개인성에 영혼의 불멸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뿌시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불멸의 가치인 영원성의 문제는 제르좌빈의 시 텍스 

트와의 비교 속에서 파악하면 한결 이해하기 쉽다. 두 시인이 시간의 테마를 어떻 

게 다루어 나가며 뿌쉬낀이 자신의 스승인 제르좌빈의 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알아보자. 

문학 비평가들이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자주 언급하는 작 

품들은 호라티우스의 시 rExegÍ MonumentumJ 9)’ 제르좌빈의 시 r기념비 

8) 문학에 나타나는 시간은 여러 양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시간은 작가의 
철학적 표상을 반영한다. 둘째로 시간은 지속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세째로 시간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조기능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하여 관심 

을 두는 것은 첫번째 양상과 세번째 양상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석하는 이후의 
러시아 시인들 특히 제르좌빈， 쥬체프， 만젤쉬땅은 시간 철학에 남다른 관심을 표 
명하고 하나의 계보아닌 계보를 만들어낸 철학시인들로 자리메김될 수 있다. 

9) 호라티우스의 시 작품 rExegi monumentumJ: 1’ve reared a fame outlasting 
brass, / Which in us more than kingly height/ Shal1 Egypt’s Pyramids 
surpass, / Unharmed by countless seasons' flight.// The wasting rain, the 
North wind ’d rage, / On it shall leave npo lasting trace, / Nor shall it e ’er 
grow dim with age/ While Time runs his unfinished race./ / Not all of me 
shal1 die. For Death, / Though he should still my beating heart, / Takes but 
a fragment with my breath/ And leaves untouched the greater part.// My 
fame, by future ages still/ Shall be renewed from day to day, / While up the 
Capitolian hill/ Both Priest and vestal take their way.// Where Aufidus with 
rapid wave/ Sweeps on, and droughty Daunus rules/ A sluggish stream that 
scare can lave/ The land of rustics he controls./ / Raised from my former 
low degree, / AII future nations shall rehearse/ The glorious union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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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atnik J (1795), 그리고 뿌쉬낀의 시 r나는 기적의 기념비를 세웠다 Ia 

pamiatnik sebe vozdvig nerukotvornyiJ (1 836) 이다. 제르좌빈의 r기념비」는 호 

라티우스의 시 rExegi MonumentumJ을 인용부호 없이 모방하고 변주시켜 자기 

작품을 만들었다 IOJ 제르좌빈의 텍스트는 호라티우스 시의 〈번역 perevod>이라해 

도 무방하나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 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된다 11J 그러 

나 뿌쉬낀의 텍스트는 호라티우스의 모방이라기 보다는 제르좌빈 시 텍스트의 모 

방과 변주라고 할 수 있다 12J 그로뜨 Ia. Grot의 견해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 

me, / Of Latin with Aeolic verse.! / Then wear, melpomene, with pride, / 
The mien your merits high should bear, / And weave, by willing figures 
tied, / The Delphian laurel in my hair. 

10) William Edward Brown은 자신의 저서 r A History of 18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Ann Arbor: Ardis , 1980)에서 호라티우스 Horatius (65-8 B. C.)가 
18세기 러시아 작가들에 준 영향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은 호라티 
우스가 러시아 시인들 로모노소프， 제르화빈， 르보프 L ’vov 0751-1803) , 까쁘니스 
뜨 Kapnist 0758-1823) , 무라비요프 Muraviev (1757-1807)에게 준 영향을 상세 
히 밝히고 있다. 여기 한 예로서 브라운은 까쁘니스뜨와 호라티우스의 관계를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In a rather lengthy essay written to accompany the 
Horatian odes, Kapnist discloses the particular method which he employs in 
writing them. They are Qaraohrases or 빡itatio낀â of the Latin orgina1s, often 
quite free, in which the Russian poet makes an effort to render allusions, 
proper names, and the like, which for a Russian of his age could have been 
intelligible only with a commentaπ. bv analO1wus and oerfectlv intellÎllible 
contemnorarv reolacementâ. He makes no attempt to render the Latin with 
literal exactitude; indeed, as he confess, he does not even know the 
language, and has to rely on Q careful interlinear translation made by one of 
his friends. The results of this odd system are surprisingly excellent. Horace 
in Russian dress is an attractive figure , with no less of the essential 
qualities of his verse. One side of Kapnist ’s complex personality seems to 
have been genuinely attuned to Horace's." 밑줄은 인용자 강조) 

11) Iu. M. Lotman. “Pisat리’， kriti i perevodchik ]a. A. Galinkovskii," XVIII Vek, 
vol. 4 (Moscow: ANSSSR, 1959), pp. 246-7, 255-6을 참조하라. 여 기 에 호라티 
우스 Horace와 핀다르 Pindar에 대한 제르좌빈의 관심과 시학 이론에 대한 로뜨 
만의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12)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는 자신의 저서 f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New York: Simon and Shuster, 198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작 
가들은 점점 독창적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남의 글을 다시 고쳐 쓴다 
고 생각한다. 글쓰기는 이제 독창적으로 비석에 글을 새낀다는 이미지에서 남의 글 
을 단순히 옮겨 적는다는 필경사의 이미지로 바뀌어 간다." (p. 135)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텍스트는 호라티우스， 제르좌빈과 뿌쉬낀 
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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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Pushkin po따a강Ia1 uzhe ne Goratsiiuiu, a priamo Derzhavinu, 
sokhraniv ne t01 ’ko to zhe chis10 sti압10V i sπof s tem zhe zag1aviem, 
kak v ego "Pamiatnike", no ves ’ 암lod mys1ei, da강le mnogie 
vyrazheniia svoego pr떠shestvennika. ,,13)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동일 텍스트의 인용이나 번역이 같은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호라티우스의 텍스트가 러시아어로 각기 다른 시인들의 완 

성된 작품으로 나타날 때， 그 의미층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럼 먼저 원 

텍스트의 번역이 제르좌빈과 뿌쉬낀의 시에서 어떻게 모방되고 변형되는가를 살 

펴보자. 

<제르좌빈의 텍스트: DTl> 

Ia pamiatnik sebe vozdvig chudesnyi, vechnyi, 

Metallov tverzhe on i vyshe pir없nid; 

Ni vukhr' ego, ni grom ne slomit bystrotechnyi, 

1 vremeni polet ego ne sokrushit. 

<뿌쉬낀의 텍스트: Ptl> 

Ia Pamiatnik sebe vozdvig nerukotvornyi, 
K nemu ne zarastet n따odnaia tropa, 

V oznessia vyshe on glavoiu nepokornoi 

Aleksandriiskogo stolpa. 

제르좌빈 시의 제 1연인 <텍스트 DTl>에서는 기념비의 기적성， 영원성， 고도 

성， 견고성이 부여됨으로서 기념비의 시간성이 강조된다. 가상의 기념비는 실재의 

사물 즉 금속과 피라미드와 비교되고 그 보다 더 가치있는 속성이 부여된다. 여기 

13) Ia. K. Grot. Zhizn' Derzhavina. Sochineniia Derzhavina s ob깐ásnitel'nymi 
primechaniami Ia Grota. t. VIII, SP 6., 1880. str.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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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인은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 

는 금속과 건축물에 비교되어 내구성과 높이가 비교대상 보다 길고 높다. 자연 

(천둥과 바람)이 시간의 흐름에 도전하는 파괴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시인은 기 

념비의 견고성과 지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천퉁， 회오리 바람과 시간 개념을 투입 

시킨다. 파괴적 이미지의 시간도 기념비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텍스트 DTl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미지는 기념비의 영원성 (불멸성)이다. 

그러나 뿌쉬낀 시의 제 1연의 <텍스트 Ptl>에서는 기념비의 명예성이 강조된 

다. 첫행에서 형용사 <손으로 만들지 않은 Nerukotvomyi>을 사용함으로서 기념 

비에 신성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처음부터 이 시는 장인정신 보다는 신성의 영감 

을 중시하고 있다. 이 기념비는 러시아 대나폴레옹 조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1834년 빼쩨르부르그의 궁궐 광장에 건립한 <알렉산더 탑>보다도 높고 당당하다. 

여기선 수직선 지향의 명예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연에서 나타나는 또 하 

나의 특징은 민중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후의 연에서 강조되는 시인의 사명에 대 

한 변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 텍스트에서 마술적인 병합과 다른 텍스트의 변형의 문제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읽기와 기호 해독이라는 하나의 암시된 이론에 의존하 

여 이들 텍스트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첫 연부터 두 시인의 시각의 차이점이 강 

조됨을 볼 수 있다. 제르좌빈은 사물을 등장시켜 구체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 

나， 뿌쉬낀은 민중을 동장시켜 친밀성과 사명감을 강조하여 약간은 추상적 이미지 

가 부각된다. 시어 선태에도 두 시인 간에 사물 중심과 인간 중심의 차이점이 나 

타난다. 제르좌빈의 <텍스트 DTl>에서 수직적 이미지의 구조물 즉 건축물 피라 

미드의 강조에서 나타나는 높이는 명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이 지향 

적 명예는 뿌쉬낀의 텍스트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시대의 인물로 변형되어 등장한 

다. 흥미로운 것은 제르좌빈의 시에서 전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시간과 자연의 

파괴적 특성이 뿌쉬낀의 텍스트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 2연에서 두시인의 텍스트에 나타난 상호 연관성은 무엇인가? 

<텍스트 DT2> 

Tak! - ves ’ ia ne umru, no chast ’ menia bol ’shaia, 

Ot tlena ubezhav, po smerti stanet zhit ’ , 

1 slava vozrastet moia, ne uviadaia, 

Dokol ’ slavianov rod vselenna budet cht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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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Pt2> 

Net, ves ’ ia ne umru - dusha v zavetnoi lire 

Moi prakh perezhivet i tlen ’ia ubezhit • 

1 slaven budu ia, dokol' v podlunnom mire 

Zhiv budet khot' odin piit. 

제르좌빈 시의 제 2연 <텍스트 DT2>는 첫연의 <영원한 Vechnyi>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텍스트는 계속해서 시간성이 강조된다:<내 모 

든 것은 죽지 않고，/ 타락을 빠져나온 내 일부는 죽은 후에도 살리라.> 즉 제르좌 

빈의 몽체의 일부가 여기서는 시 속의 영혼으로 변신된다. 제 2연의 3행부터 <나 

ia>와 슬라브 민족이 연결된다. 슬라브 민족이 세상을 명예롭게 하는 한 시들지 

않는 내 영광은 계속 자라나리라. 기념비의 시간성인 영원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죽음이 어떻게 삶으로 전환되어 나타나 

는가이다. 

시인의 삶은 현재의 순간과 다른 시간 차원의 교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두께를 얻는다. 그 

러면서도 그것은 나의 삶의 궤적과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생각 또 세대의 연속과 

삶의 되풀이의 느낌으로 이어진다. 말할 것도 없이 과거와 미래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적 기념비의 존재에 의하여 중지되듯이， 세대를 건너가는 

삶의 리듬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공시적 존재로서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또 개 

인의 기억과 희망은 공동체의 기억과 희망과 기획에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뿌쉬낀의 <텍스트 Pt2>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간성이 아니다. 뿌쉬낀은 <이 세 

상에 단 하나의 시인이라도 살아 있다변，/ 나는 영원히 칭송받으리라>고 말하며， 

그는 혼자를 강조하며 시인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리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 

은 시인에 대한 믿음이며 확신이고 더나아가 시인의 지조성과 인내성을 암시한다. 

시인의 영광이 반드시 의미 없는 다수의 찬양과 연계된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는 

말이라 수 있다. 

제 3연에서 두 시인은 명예의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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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DT3> 

Slukh proidet 000 mne ot Bely암1 vod do Chemy암1， 

Gde Volga, Don, Neva, s Rifeia 1’et Ural; 

Vsi와‘ budet pomnit' to v narodakh neischetnykh, 
K따‘ iz bezvestnosti ia tem izvesten stal, 

〈뿌쉬낀 Pt3> 

Slukh 000 mne proidet po vsei Rusi velikoi, 
1 nazovet menia vsi와‘ sushchii v nei iazyk, 
1 gordyi vnuk slavian, i finn, i nyne dikoi 
Tunguz, 따ug stepei ka1myk. 

제르좌빈의 시 텍스트 제 3연은 시인의 영광과 명성이 시간성에서 공간성의 강 

조로 전이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공간인 강과 산맥이 언급된다. 백해에서 볼가 

강， 돈 강， 네바 강 그리고 우랄 산맥과 흑해가 언급된다. 이러한 공간에 사는 사람 

들이 유명해진 시인을 기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시인은 자신의 문학 작품이 시 

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해 영원하고 무한할 것이라는 예감을 믿고있으며 더나아가 

확신하고 었다. 

뿌쉬낀의 텍스트는 구체적인 공간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러시아 전역이라고 말 

하고 여기에 사는 민족들의 이름들 슬라브족， 핀족， 퉁그스족， 깔므이족 퉁이 언급 

된다. 제르좌빈의 공간 개념 보다 뿌쉬낀의 공간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르 

좌빈은 명성의 공간을 러시아에 제한 시키고 있지만 뿌쉬낀은 민족의 개념을 적 

용시켜 나간다. 제르좌빈은 지역 이름을 열거하지만 뿌쉬낀은 이러한 지역을 차 

지하고 있는 민족 이름의 열거로 더 큰 공간 개념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 시문 

학사에서 두 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명성도로 판단하면， 시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예언가적 감각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제 4연은 두 시인의 개성과 변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이다. 

<텍스트 DT4> 

Chto pervyi ia derznul v zabavnom russkom sloge 



2시간 테마의 모방과 변주: 제르좌빈에서 만젤쉬땀까지 

o dobrodeteliakh Felitsy vozglasit ’, 
V serdechnoi prostote besedovat' 0 Boge 

1 istinu tsariam s ulybkoi govorit'. 

<텍스트 Pt4> 

1 dolgo budu tem liubezen ia narodu, 
Chto chuvstva dobrye ia liroi probuzhdal, 

Chto v moi zhestokii vek vosslavil ia svobodu 

1 milost’ k padshim prizy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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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연에서는 제르좌빈의 시적 특성과 업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진다. 제르좌빈의 시 텍스트에서는 시인의 업적이 강조 된다. 로뜨만 

Iu. Lotman이 지적한 것처럼 제르좌빈의 엽적은 전통적 규범을 파괴할 수 있었던 
그의 대담성이었다 14’ 이 연에는 시인의 목적과 시세계가 명백하게 나타나있다. 시 

인의 창작 업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제 1, 2행은 자신의 송시 r펠리싸 Felits 

aJ , r신 BogJ과 r통치자와 판관에게 Vlastiteliam i sudiiamJ를 언급하고 있다. 

<익살스런 러시아 말로 펠리싸의 미덕을 찬양하고 V zabavnom russkom sloge 

/ 0 dobrodeteliakh Felitsy vozglasit'>라는 시행은 장르의 고전적 개념의 과감 
한 파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짜르에 대한 충성의 태도에 새로운 의미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전통적 규범에서 일탈한 장르의 혼합 현상， 즉 <송시 oda>와 <풍자 

satira>의 혼합을 통해 기존의 절대 규범을 파괴시켰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서 제르좌빈은 r펠리싸」라는 송시에서 예까제리나 2세의 미덕을 찬양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이전의 송시들과는 달리 상문체 중심의 송시가 아니라 중문체와 하문 

체의 혼용으로 <고전주의 규범>을 파괴시킨다 151 이 시행은 시인의 그러한 대담 

14) Iu. Lotman, Analiz Poeticheskogo teks따 Struktura stikha. (Leningrad: 
Prosveshchenie, 1972), p. 56: “제르좌빈의 예술체계는 당시로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담성으로 그가 파괴시킨 그런 규범과 관련지어서만 의미가 있다. 그 
러므로 그의 시적 체계는 고전주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규범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들 규범들이 없다면 제르좌빈의 과감한 개혁은 그 의 
미를 상실할 것이다. 반대자는 하나의 배경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제르 
좌빈의 새로운 규범 체계와 지시체계를 의미있게 만들어 준다. 고전주의 규범들과 
그 문화적 가치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 제르좌빈은 영웅적 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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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독창성을 암시하고 있다. <단순한 마음으로 신을 이야기하고 V serdechnoi 

prostote besedovat’ o Boge>라는 시 행은 자신의 시 r신 BogJ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신 BogJ 이라는 작품에서도 제르좌빈은 다른 시인들이 갖고 있는 신 
에 대한 이전의 개념과는 다른 사상을 피력한다. 신을 주제로한 그 이전의 송시에 

서 신은 항상 인간의 우위에 존재하는 창조자이며 절대자로서， 또는 인간과는 다 

른 초월자로서 인간이 감히 거론하기 조차 송구스러운 존재로 격상되어 찬양된다. 
삐 그러나 제르좌빈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지배자와 종속자，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 
계가 아년 유사성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인간 없이는 신의 존재가 입증될 

수 없는 것으로 신의 존재를 인간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한 
다. 그는 <인간 속의 신>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긍정적 

인 위치와 기능을 정의한다. 이러한 측변에서 그는 신을 장엄한 스타일로 찬미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신을 찬미한다.<왕들에게 웃으며 진리를 말한 I 
istinu tsariam s ulybkoi govorit'>이라는 시행은 「통치자와 판관에게 

Vlastiteliam i sudiiamJ 이 라는 시 를 지 칭 하여 한 말이 다. 이 시 에서 제르좌빈은 

짜르가 해야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짜르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도덕적인 법규를 제시한다. 짜르는 권리를 구현시켜야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를 확립시켜야한다. 짜르는 또한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 위협하는 악에 저항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법앞에 평등이라는 개념과 재판관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 

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절대권력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여유이 

다. 어느변에서 시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르좌빈은 제 4연에서 자신의 시세계를 소상하게 밤히고 이러한 시 

15) 러시아 고전주의 시학은 로모노소프의 작품 r교회 서적 이용에 대한 서문 

Predislovie 0 pol'ze knig tserkovnykhJ에서 <삼문체론 Tri stilia>을 언급하였 
다. 문체의 변별성은 어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슬라브어의 비율에 따라 상 
문체， 중문체， 하문체로 나누어진다. 상문체는 교회슬라브어의 비중이 다른 문체에 
비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영웅 서사시， 송시， 종교 의전어와 비극은 상문체로 써야 
한다. 중문체는 교회슬라브와 속어가 섞여나온다. 친구 사이의 운문서한， 전원시， 
애가， 풍자， 저급한 비극은 중문체로 써야한다. 하문체는 러시아어로만 되어 있다. 
희극， 경구， 산문으로 된 친구와의 서한은 하문체로 써야한다. 이 삼문체설은 러시 
아 고전주의의 기본 규범으로 되어 있었다 

16) 로모노소프의 송시 r신의 위대함에 대한 아침 명상 Utrennee razmyshlenie 0 

Bozhiem velichestveJ과 r장엄한 북극광에 나타난 신의 위대성에 대한 저녁 명상 
Vechemee razmyshlenie 0 Bozhiem velichestve pri sluchae velikogo semogo 
siianiiaJ 둥에서 신은 우주의 중심이며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으로서 
인간의 과학적 인지의 한계를 초월하는 절대자인데 반하여 인간은 신의 이름조차 
거론하기가 부끄러운 미미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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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속성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고 있다. 

뿌쉬낀의 시텍스트 제 4연에서도 자기 시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시간의 테마 

가운데 영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영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육체의 삶 

이 짧다는 의미이고， 또 역사의 시대가 이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삶을 

시대와 대치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나는 이 가혹한 시대에 자유 

를 찬미 했고， / 쓰러 진 자들에 게 은총을 호소했다 Chto v moi zhestokii vek 

vosslavil ia svobodu / 1 milost’ k padshim prizyval>.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에서 뛰쳐 나올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시대는 나의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아 

들이고 동의할 수 없는 잔혹한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애로 

그 잔혹한 시대에 맞서고 더나아가 그로부터 벗어난다. 여기서 뿌쉬낀은 자신을 

시대에 대치시키면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출구를 찾는 이 테마를 세밀하게 발전 

시켜 나갔다. 이런식으로 개인적 시간이 역사적 시간과 또 영원과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는 시인의 사명을 강조한다. 시인은 민중과 자유의 수호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시적 세계관에는 시란 억압에 대한 저항 언어라는 의미가 

있다.<나는 이 가혹한 시대에 자유를 찬미했고， 쓰러진 자들에게 은총을 호소했 

다>는 표현 속에는 시인이 바로 자유의 수호자임을 인식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인간 마음의 유화 도구가 바로 시이다<시혼으로 선한 마음을 일깨우고 Chto 

chuvstva dobrye ia liroi probuzhdal>. 제르좌빈의 시가 시인의 개성이 강조된 

반면， 뿌쉬낀의 시에서 시인의 사명과 임무 그리고 민중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시인은 제 5연에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텍스트 DT5> 

o muza! vozgordis' zaslugoi spravedlivòi, 

1 presrit kto tebia, sama te암 prezirai; 

Neprinuzhdennoiu rukoi netoroplivoi 

Chelo tvoe zarei bessmertiia venchai. 

<텍스트 Pt5> 

Velen'iu bozhiu, 0 muzha, bud' poslushna, 

Obidy ne strashas' ’ ne trebuia ven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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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valu i klevetu priemli ravnodushno, 
1 ne osporivai gluptsa. 

제르좌빈의 시 제5연에서 뮤즈에 대한 명령은 결국 자신에 대한 명령이고 의무 

이고 희망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 세계가 불멸이며 영원히 전해지길 바라며， 

<불멸의 새벽 노을로 장식하라 Chelo tvoe zarei bessmertiia venchai>고 명령 

한다.<새벽노을>이란 항상 떠오르는 빛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르좌빈은 기념 

비적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함을 역설하고， 특 

히 문학작품의 시간적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뿌쉬낀의 시에서는 제르좌빈의 시에서 부각된 인간의 의지 보다는 신의 의지가 

강조되고 뮤즈에 대한 영감은 신의 영감인 것이다. 인간의 중상이나 명예를 중용 

의 입장에서 수용하라는 시인의 의도가 엿보인다. 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의 역할이 명시되고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즉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1 ne osporivai gluptsa>는 초월적 의 

지가 들어있다. 제르좌빈의 시간 모델은 <개인성 - 영원성>의 단순한 모델이지 

만， 뿌쉬낀의 시간 모델은 <개인성 - 역사성 - 영원성>이라는 시대적 민중적 의 

미가 강조된다고 할 수 었다. 제르좌빈과 뿌쉬낀의 텍스트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바흐젠이 지적한 것 처럼 “언어는 하루하루마다 제각기 그 특유의 슬로건， 그 

특유의 어휘， 그 특유의 강조점을 지닌다”고m 할 수 있다. 

2.2 제르좌빈과 쯤체프 

제르좌빈과 뿌쉬낀의 시가 <번역 perevod>라는 측면에서 상호 텍스트성의 좋 

은 예가 되는 반면， 제르좌빈과 쥬체프의 시텍스트 간에서는 시간 이미지의 모방 

과 변주의 문제가 잘 나타나는 예이다.삐 더욱이 이 두 시인은 러시아 철학시인의 

17) Bakhtin, “Discourse in the Novel ," in The Dialogic lmagination, p. 263. 
18) Iu. Tynianov는 자신의 책 ~Literatumyi fakt .l (Moskva, 1993)에 수록된 논문 

rVopros 0 TiutcheveJ (p. 210-213)에서 휴체프의 시작품에 나타난 언어 차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휴체프의 시 텍스트에 자주 보이는 복합 형용사와 칼 
라 이미지는 제르좌빈 언어의 모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Zhivotvomyi, 
mirotvomyi , gromokipiashchii> - vse eto arkhaisticheskie cherty stilia, 
obshchie vsem odopistsam XVIII veka, v osobennosti zhe Derzhavinu. Sol' 
zhe arkhaistichny dvoinye prilagatel ’nye. Zdes ’ Tiutchev iavliaetsia - cherez 
Raicha - vemym blizkim uchenikom Derzhavina. Sr. u Derzhavin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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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속에서 수직적 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19) 

시인은 세계를 자기 나름의 독특한 정신 세계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휴체프는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인지하는 독특한 방법올 

갖고 있으며 이것은 어쩔수 없이 시 속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의도적이건 우연적 

이건 그는 제르좌빈처럼 시간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있다. 제르좌빈의 시에서 발 

견되는 시간의 이미지와 테마가 휴체프의 시에서 다시 발견된다. 제르좌빈은 시간 

의 이미지를 주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반면， 쥬체프는 시간 이미지를 은유 

로 표현한다. 두 시인과의 관계를 뿜뺨스끼 L.V. Pumpianskii가 다음과 같이 지 

적하고 었다: “형식적 관점으로 볼 때， 사실 그의 (쥬체프의) 시는 종종 19세기 동 

시대인들의 시보다도 오히려 18세기 선조인 특히 제르좌빈의 시와 더 공통점이 
많다，，20) 

제르화빈이 즐겨 사용한 시간의 이미저리가 휴체프의 시에서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는가를 고찰해보자. 제르좌빈의 시 r메쉐르스끼 공후의 죽음 Na Smert’ 
kniazia MeshcherskogoJ 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간의 이미지가 휴체프의 시 
r불면 BessonitsaJ (1829)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 211 

<vot krasnorozovo vino!> , <na srebro-rozovykh koniakh>; 2) 
<sviashchenno-vdokhnovenna deva> , <tsvetoblagovonna Flora> i dr. V 1821 
g. Voeikov uprekaet Raicha v upotreblenii slozhnykh epitetov, prichem vidit 
v etom podrazhanie Derzhavinu. Samyi spisok raichevskikh epitetov, 
privedennyi zdes ’, 암1arakteren: 1) snegoobraznaia belizna, ognegoriashchi 
zvezdy; 2) prozrachno-tonkii sok, iantarno-temnyi plod, belo-lileinoe 
moloko, sizo-mg!isty volny." 

19) 규헬베께르 V. K. Kiukhel ’beker (1797-1없8)는 자신의 시로 제르화빈을 철학 시 
인으로 칭송하고 있다: “No ty - edinstvennyi filosof, / Derzhavin, divnyi 
ispolin, - / Ty proidesh ’ mglu vekov nesmetnykh, / V narodakh budesh’ 
zhit ’ neschetnykh ... " 그리고 뜨이냐노프 Iu. Tynianov는 자신의 논문 rVopros 0 

TiutcheveJ (p. 211-212)에서 철학 시인으로서 두 시인 제르좌빈과 휴체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휴체프는 18세기의 기념비적 형식에서 벗어나 그 자신 특유의 짧고 
<단편 fragment>적인 형식을 개발하였다. 즉 제르좌빈은 거대한 형식을 사용한 
철학시인으로， 쥬체프는 미시적 공간 개념을 사용한 철학시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20) John Fennell, Nineteenth-Centuη Russian Literature: Studies of Ten 
Russian Writer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73), p. 185. 그리 고 E. A. Maimin, “Derzhavinskie traditsii filosofskaia 
poeziia 20-30x godov XIX st이etiia." xvm Vek: Derzhavin Karamzin v 
literatumom dvizhenii xvm - Nacha1a XIX veka. (Leningrad, 1969), p. 
126-127: Maimin 역시 1920년대 러시아 시에서 새로운 철학시 경향에서 제르좌빈 
의 시학 전통을 계숭한자는 뿌쉬낀이라기 보다는 휴체프를 지적하고 있다. 

21) 제르좌빈 시와 휴체프 시 사이의 나타나는 이미지의 유사성의 문제는 뜨이냐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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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좌빈의 텍스트 DTa> 

Glagol vremen! Metalla zvon! 

Tvoi strashnyi glas menia smushchaet; 

Zovet menia, zovet tvoi ston , 

Zovet - i k grobu priblizhaet. 

<쯤체프의 텍스트 Tta> 

Chasov odnoobraznyi boi, 

Tomitel'naia nochi povest ’ ... 

Glukhie vremeni stenan ’ia, 

Prorocheski -proshchal' nyi glas? .. 

1 nasha zhizn' stoit pred nami, 

K라‘ prizr와<: na kraiu zemli, .. 

Lish ’ lzre바‘a， obraia pechal' nyi 

Svershaia v polunochnyi chas, 
Metalla golos progrebal' nyi 

Poroi oplakivaet nas! 

문학 작품에서 종소리는 두가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 

미지로서 기쁨과 구원을 제공한다. 우리로 하여금 보다 맑고 아름다운 곳， 다른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소리는 매력적인 종소리 

로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지루함과 무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해방은 종 

소리와 같은 예술의 암시가 주는 애듯한 향수의 순간일 수도 있고， 위대한 예술작 

품이 깨우쳐주는 새로운 행복과 광명의 압도적인 체험일 수도 있다. 산사에서 은 

가 자신의 논문 「쥬체프에 관한 문제 Vopros 0 TiutcheveJ 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 
다: “ Imia Derzhavina, konechno, dolzhno byt ’ osobo vydeleno v voprose 0 

Tiutcheve. Derzhavin - eto byla ta monumental'naia forma filosofskoi liriki, 
ot kotoroi on otpravliaetsia. I eto skazyvaetsia vo mnogikh konkretnykh 
nesluchainykh sovpadeniiakh. rBessonnitsaJ rSizhu, vadumchiv odinJ
polny chisto derzhavinskikh obrazov. (Sp. rNa smert ’ kn. MeshcherskogoJ, 
rReka vremenJ t.d." (Iurii N. Tynianov, Arkhaisty NovatoTγ Wilhelm 
Fink Verlag Munchen.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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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히 들려오는 종소리나 교회의 종소리는 문학에서 이러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 

러나 종소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니다. 종종 종소리는 슬픔 

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와 연관된다. 이는 죽음을 알리는 슬픔의 종소리라 말 

할 수 있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관련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막대기의 양끝 

처럼 극을 이룬다. 특히 제르좌빈과 쥬체프의 텍스트에서는 부정적 이미지의 종소 

리가 강조된다. 이 종소리는 시간의 무게를 지니고 나와 인간이 시간 위를 살다가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소리이기도 하다. 

제르좌빈의 송시 「메쉐르스끼 공후의 죽음」의 첫 4행연구에 해당하는 <시텍스 

트 DTa>는 시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이 송시에서 제르좌빈은 죽음의 

무한한 힘，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의 평등， 기쁨의 덧없음 그리고 지상의 무상을 언 

급하고 있다. 제르좌빈은 시간과 인간이라는 모댈을 사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발전 

시키고 있다. 첫연부터 제르좌빈은 <시간 vremia>과 <시적 페르소나 Ia> 사이 

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시인은 교회 종소리의 울림을 통해 객관적 시간의 소리 

를 듣는다. 여기서 교회 종소리는 시간의 상정적 소리 일뿐만 아니라 죽음의 전령 

으로 나타나는 기표가 된다. 첫행 <시간의 소리! 금속의 소리 Glagol vremen! 

metalla zvon>는 죽음의 소리로서 우리에게 불안과 놀램을 음울하게 전해준다. 
제4행에서 시간의 불길한 소리가 그 방향과 속도를 발힌다. 결국 이 소리는 인간 

을 <무텀 grob>으로 불러들이는 소리이며 시간의 방향은 죽음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어 <무덤 grob>의 출현은 처음의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시행들의 성격을 예시해주는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쥬체프의 〈시 텍스트 Tta>에서도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거친 소리로 나타난 

다. 이러한 소리는 <장례식의 금속성 소리 Metalla golos progrebal'nyi>로 연장 
되어 인간을 슬프게 한다. 인간 삶의 이미지가 유령으로 나타난다. 쥬체프의 <장 

례식의 금속성 소리>는 제르좌빈 <시 텍스트 DTa>에 나오는 유명한 섯귀인 
<시간의 소리! 금속성 소리 Glagol vremen! metalla zvon!>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두 시인의 인식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제르좌빈의 시 텍 

스트 「메쉐르스끼 공후의 죽음」에서 나온 제1연의 두번째 4행연구나 쥬체프의 시 

텍스트 「생각에 잠긴채 앉아서 Sizhu zadumchiv i odin ... J 는 시간의 속도를 유 

사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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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좌빈의 텍스트 DTb> 

Edva uvidel ia sei svet, 
Uzhe zubarni smeπ’ skrezheshchet, 
K하‘ mol피ei， kosoiu bleshchet, 
1 dni moi , k와‘ zl하(， sechet. 

〈쥬체프의 시 텍스트 Ttb> 

Za godom god, za vekom vek. .... 

Chto zh negoduet chelovek, 
Sei zl따‘ zemnoi!… 

On bystro, bystro vianet - t따‘， 

No s novym letom novyi zl와‘ 

1 list inoi. 

제르좌빈 시의 첫연 두번째 4행연구인 〈텍스트 DTb>는 시인의 시간의식에 김 

이를 더해준다. 시인은 자신도 어느 사이에 죽음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 

내며 죽음에 대한 점진적 인식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시간과 죽음이 그 

려내는 이미지는 여기서 낫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첫 4행연구에서 시간의 청각적 

이미지가 강조된 반면에 후반 4행연구는 시각 이미지를 강조하고 었다. 빛과 어둠 

의 번쩍거렴과 파괴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번개의 시각적 이미지는 다시 시청각 

이미지와 결합한다. 시간이 내는 소리의 이미지는 죽음이 이빨을 가는 소리와 연 

결된다. 

두 시인 제르좌빈이나 츄체프의 시 텍스트에서 시간의 빠름을 쓰러지는 식물의 

이미지에 비유한 것들이 특징이다. 이러한 비유는 이미 제르좌빈의 시 r메쉐르스 

끼 공후의 죽음」에서 나온 시간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제르좌빈과 쥬체프의 시적 

표현에서 차이점이란 표현의 수사법인 직유와 은유의 차이점일 뿐이다. 시간의 희 

생물로서 대표되는 <곡초 Zlak>가 제르좌빈의 <텍스트 DTb>에서는 직유로， 휴 

체프의 <텍스트 Ttb>에서는 은유로 표현되었다 <Kak zlak> 대 <Sei zl하‘ 

zemnoi>. 
시간의 파괴적인 이미지와 시간의 무시무시한 힘이 가장 잘 나타난 시는 제르 

좌빈의 마지막 시 r무상 Na tlennost ’ J (1816)이다? 여기서 나타난 파괴자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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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미저리가 휴체프의 시 r강 위에서 어떻게 흐르나 보라 Smotri, k하‘ na 

rechnom prostore ... J (1851)에서 반복되고 있다. 

<제르좌빈 텍스트 DTc> 

Reka vremen v svoem stremlen'i 

Unosit vse dela liudei 

1 topit v propasti zabven'ia 

Narody, tsarstva i tsarei. 

A esli chto i ostaetsia 

Chrez zvuki lirγ i σuby， 

To vechnosti zherlom pozhretsia 

1 obshchei ne uidet sud'by. 

<쥬체프의 텍스트Tι> 

V se vmeste - ma1ye, 001' shie, 
Utrativ prezhnii obraz svoi, 
Vse - bezrazlichny, k따‘ sti암디ia， 

Sol'iutsia s bezdnoi rokovoi! 

o nashei mysli obol' shchen’e, 
Ty, chelovecheskoe ia, 
Ne takovo 1’ tvoe znachen ’e, 

Ne takova l' sud'ba tvoia? 

제르좌빈의 8행시에서 강은 시간의 은유이다. 사실 제르좌빈의 시 속에 나온 

<시간의 강>은 습관화된 전통적 은유로서 오늘날 이 비유는 <죽은 은유>라 할 

22) 이 작품은 8행시로서 제르좌빈이 죽기 3일전에 쓴 마지막 이별 메시지라 할 수 있 
다. 이 시는 독창적인 텍스트 구조를 보여준다: “Morris Halle observed that the 
initial letters of the eight lines of tis poem form an acrostic that underscores 
the theme of the poem as expressed by its title. This acrostic consists of 
two words - RUINA CHTI (영광의 파멸) - one a gallicism and the other 
an old Russian relic, both of which were familiar to the Russian readership 
of that epoch." 



164 러시아연구 제4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인들이 즐기는 비유이기도 하다. 시 

간의 강의 역동성과 그 흐름의 도도성은 그 앞에 삶을 무력하게 만든다. 시간의 

가장 두려운 특정은 시간의 파괴적인 힘이다. 이 시에서 제르좌빈은 시간의 희생 

물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인간， 왕궁， 짜르， 리라와 트럼렛의 소리.> 시간은 지 

상에서 인간의 모든 소유물을 <망각 zabvenie> 속으로 밀어 넣는다. 망각은 현실 

과의 이별이요， 시간의 멈춤이다. 인간의 시간 경험 속에서 모든 일은 기억， 즉 과 

거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하여 형성되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결정한다. 망 

각은 그러한 기억의 완전한 상실이다. 시간은 지상의 모든 것의 파괴자 일뿐만 아 

니라， 기억의 파괴자이다. 시간의 진행은 거대한 괴물의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지 

상의 모든 것이 이 괴물의 먹이가 된다. 이 시의 문법구조 역시 시인의 시적 세계 

관의 모델， 즉 주어-목적어 관계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에서 시간/ 죽음은 

주어로 나타나고 시간의 희생물은 목적어로 나타난다. 

주어 (파괴자) 동사 (타동사) 목적어 (희생물) 

Reka vremen unosit vse dela 

topit narody 

tsarstva 
tsarei 

쥬체프의 시 rSmotri, kak na rechnom prostore ... J 의 첫 4행은 제르좌빈의 시 
rNa tlennost' J 의 첫 4행을 모방하고 변형시켜 표현을 달리하여 반복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제르좌빈의 <텍스트 DTc>에서 시간의 강에 희생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것 vse dela liudei>은 쥬체프의 <텍스트 Tι>에서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V se vmeste - malye, bol' shie>으로 바뀌어 표현됨을 알수 있다. 

<텍스트 DTc>에서 <리라와 나팔 소리로 남아 있는 것 Chrez zvuki liry 

truby>은 시로서 표현된 모든 것이란 의미이다. 이것이 <텍스트 Tι>에서 <모든 

것 - 시행처럼 별차이가 없는 것 V se - bezrazlichny, k밟 stikhiia>으로 바뀌 

었고， 이 <모든 것들>이 <텍스트 DTc>에서 <망각의 심연 속에 빠질것이다 I 

topit v propasti zabven ’ ia> 또는 <영원의 입속으로 삼켜질 것이다 To 
vechnosti zherlom pozhretsia>로 그리고 <텍스트 Tι>에서는 <운명의 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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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리라 Sol'iutsia s bezdnoi rokovoi!>로 표현되었다 

인간은 외면적 시간 속에서 그 법칙의 지배하에 있는 물질적 존재이다. 그것은 

다른 사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외면적인 존재다. 시간은 정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시적 페르 

소나의 내적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질적 체험인 동시에 객관적 현실인 것이다. 

제르좌빈의 시는 일회적인 유한 시간의 숙명적 비극성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가 

갖는 희망과 기억과 의식은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단적으로 전달되 

고 이어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틀림 없는 사실 중의 하나가 

사람의 삶은 삶의 신장이면서 동시에 삶의 쇠퇴 또는 죽음으로서의 행진이라는 것 

이다. 이것은 반드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양의 시간이 있 

는 반면 질의 시간도 있다. 일직선으로 균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은 어리석은 환각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시간은 또 시간 안에서의 삶은 순수 

한 지속이고 그것은 양적화할 수 없는 질의 시간이라고하는 베르그송의 시간론은 

시간에 대한 문학적 명상 속에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시간론이다. 우리 자신이 그 

러한 질적 체험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과정이 균 

일하게 외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절대적인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법칙의 하나가 삶의 과정이 곧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 

식이 늙어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지속이라 해도 죽음과 늙어감은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이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피할 수 없는 또 예측 불가 

능한 객관적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제르좌빈과 쥬체프의 시간 인식은 이러한 시 

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르좌빈의 「메쉐르스끼 공후의 죽음」 텍스트 DTd> 

Sei den ’, il' zavtra umeret' , 
Perfil' ev dolzhno nam konechno, -
Pochto zh terzat ’ sia i skorbet' ’ 
Chto smertnyi drug tvoi zhil ne vechno? 

Zhizn ’ est' nebes mgnovennyi dar; 

Ustroi ee tvoei dushoiu 

Blagoslovliai sudeb u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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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체프 텍스트 TtJ> 

Ono dano nam na mgnoven'e, 

Lovi ego - lovi skorei! 

Smotri - ono uzh poblednelo, 

Eshche rninuta, dve - i chto zh? 
Ushlo, kak to uidet vset selo, 

Chem ty i dyshish ’ i zhivesh'. 

삶의 시간이 짧음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시인들이 노래하 

는 주테마이기도 하다. 자연이나 인간의 삶이 모두 다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아름 

다움에는 지속이 결여되어 있다. 아름다움은 금방 지나가거나 순간의 정지이지 영 

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면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아름다 

움의 순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순간에 사로잡힐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을 넘어서는 영원 아니면 

지속에 대한 우리의 갈구는 삶의 근원적인 지향인지 모른다. 문제는 어떻게 순간 

속에 영원이， 영원 속에 순간이 존재하게 하느냐하는 것이다. 오늘의 삶은 지속적 

인 기획 속에 매몰되어 순간도 잊어버리고 영원도 잊어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휴체프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표상은 다르다. 그에게 삶은 <순간 rnig>이 

다. 압축된 웅결체로서의 순간이며 일순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 순간은 언젠가 결 

국 인간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제르좌빈의 시간에 대한 가치와 쥬체 

프의 시간에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비극과 희극의 차이점이다. 쥬체프는 시간 

의 파괴성에 비극적이지만， 제르좌빈은 시간의 파괴성을 인정하면서 시간의 긍정 

적 이미지를 찾아낸다<순수한 영혼으로 소비하고， / 운명의 타격을 축복하라 

Ustroi ee tvoei dushoiu/ Blagoslovliai sudeb udar.> 그러나 쥬체프도 순간의 
비극 속에서 그 나름대로 투쟁한다두 목소리 Dva golosaJ 라는 시에는 그는 순 

간 속에서 땀흘리고 영원과 투쟁하는 인간 모습의 장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111. 제르좌빈과 20서|기 시인들 

20세기에 들어와 시간의 문제는 철학의 의미를 부여하고자하는 기초과학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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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학문에서도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리 

하여 우리는 20세기 과학과 예술에서 시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병치 

법을 설정하였다.20세기의 과학과 예술에서 시간은 테마로서 구조의 원리로서 범 

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게되었고， 그것 없이는 예술적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 

하게 되었다.앙) 20세기의 여러 시인들 가운데 특히 만젤쉬땀 o. Mandelshtam 

(1891-1938)과 흘레브니꼬프 v. Khlebinov (1잃5-1922)는 시간의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만젤쉬땀의 시간철학은 제르좌빈의 시간철학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요세프 브로드스끼 Joef 
Brodskii는 만젤쉬땀의 시간 철학을 제르좌빈에게서 찾고 있다:<메아리의 출현 

은 좋은 소리의 주요 특정이다. 그리고 만첼쉬땀은 그의 선조들올 위해 퉁근 지붕 

을 만들어내었다. 가장 뛰어난 목소리들은 제르좌빈， 바라뜨인스끼와 바쯤쉬꼬프 

에 속해있다.>갱) 브로드스끼의 지적은 옳았다. 만젤쉬땀의 시에서는 제르좌빈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이미저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5) 

만젤쉬땀과 제르좌빈과의 상호 관계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시가 하나있 

다. 만젤쉬땀은 박물관에서 본 제르좌빈의 마지막 시를 생각 (환기)하면서 1923 

년에 r석판 위의 송시 Grifel' naia odaJ를 썼다 26) 사실 이 송시의 제목이나 라이 

트모티프는 제르좌빈의 유명한 마지막 시 r무상 Na Tlennost’」에 바쳐진 것 
이다 27) 

23) V. F. Egorov, "Kategoriia vremeni v russkoi poezii XIX veka" Ritm 
prostranstvo i vremia v literature i iskusstve (Leningrad: 1974), p. 163. 

24) ]oseph Brodsky, <Introductory Essay> Osip Mandelstam: 50 Poem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1973), p. 185. 

25) Clarence Brown. Mandel ’ stam.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3), 
p.255: “ Other characteristics of Russian Classicism - the oratorical manner, 
the tendency to epigrammatic conclusions, the spirit of ’QED, ’ the 
cultivation of the ode - link Mandelstam, if they link him to any Russian 
poet of the eighreenth century, rather to Derzhavin than to anyone else. But 
Marina Tsvetaeva, who gave Mandelstam the soubriquet ’young Derzhavin, 
’ was c10ser to the truth when she exc1aimed, in a private letter, ’delo ne v 
klassitsime - v charakh! (it isn ’ t a question of classicism - but of 
sorceη)" 

26) 만젤쉬땀은 화강암 석판 위에 석펼로 새겨진 제르좌빈의 마지막 시 rNa tlennost 
’」를 박물관 전시장에서 보았다. 

27) 만젤쉬땅은 자신의 에세이 rDevyatnadtsatyy vekJ에서 제르화빈의 시 텍스트 
rNa Tlennost’」에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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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젤쉬땀의 텍스트 r Grifel' naia odaJ> 

My stoia spim v gustoi nochi 

Pod teploi sapkoiu ovech' ei. 

Obratno v krep ’ rodnik zhurchit 

Tsepoc바Ol， penoc빠‘oi rech'iu. 

Zdes ’ pishet str하Ù1， zdes' pishet sdvig 

Svintsovoi p머ochkoi molochnoi, 

Zdes ’ sozrevaet chemovik 

Uchenikov vody protochnoi. 

만첼쉬땀의 텍스트는 분명히 제르좌빈의 텍스트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츠베 

탕 토도로프나 롤랑 바르트가갱) 이야기한 환기의 측면에서 두 텍스트가 중요한 연 

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언술과의 관련성이 없이는 

어떠한 언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필수불가결하다”는g 츠베탕 토도 

로프의 말이 이 두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다. 만젤쉬땀은 제르좌빈의 시가 남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시인의 지각， 감정 또는 생각은 다른 시인과의 관계에서 

비로서 객관화된다. 제르좌빈과 만첼쉬땀과의 관계는 그의 지각과 느낌과 사고를 

복잡하게 한다. 만첼쉬땀은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을 쫓아 더욱 쉽게 움직이 

며，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고안을 더 멀리 밀고 간다. 그리고 감각과 의식의 섬 

세화， 풍부화가 일어난다. 

만제쉬땀은 제8연의 5행과 6행에서 자신이 제르좌빈의 학생임을 밝히고 있다: 

<돌을 부르는 사람은/ 흐르는 물의 학생으로 축복받는다 Blazhen, kto nazyval 
kremen'/ Uchenikom vody protochnoi>. 제 9연은 박물관에 보관된 제르좌빈의 
송시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그리고 지금 나는 석판의 비상에/ 할켜진 상처의 일 

28)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 ~Writing Degree Zero .!i (New York: Hill and Wang, 
1968), p. 23 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글을 의식하지 않고서 글 
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언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 
여 그는 “과거에 쓰여진 모든 유형의 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에 쓴 글에 
서 비롯되는 집요한 잔상은 현재 나의 말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 마치 화공 
약품의 경우 처음에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중립적이며 단순한 지속이 부유 상태에 
서 점차 모든 과거의 농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글로 씌여진 모든 흔적은 일종의 암 
호문처럼 침전한다”고 말한다. 

29) Tzvetan Todorov, Mikhail Bakhtin: The Dialogical Principle , trans. Wlad 
Godzic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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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배우고，/ 어둠의 층， 빛의 층，/ 돌과 공기의 언어를 배운다 1 ia teper' uchu 

dnevnik! Tsarapin grifel ’nogo leta, / Kremnia vozdukha iazyk! S 
prosloikoi t'my, s prosloikoi sveta.> 

부연해서 말한다면， 만젤쉬땀의 시 「석판위의 송시 Grifel'naia odaJ는 제르좌 

빈의 「무상 Na Tlennost' J 과 레르몬또프의 시 텍스트 「혼자 길을 나서며 

Vykhozhu odin ia na doroguJ 의 혼성 모방으로 볼 수 있다. 만젤쉬땀 시 r석판 

위의 송시」의 첫행들은 레르몬또프 시에서 나왔다 할 수 있다. 

<만젤쉬땀의 시의 첫연> 

Zvezda s zvezdoi - moguchii styk, 
Kremnistyi put' iz staroi pesni, 

Kremia i vozdukha iazyk, 
Kremen' s vodoi, s podkovoi persten ’, 

Na miakom slantse obl따mv 

Molochnyi grifel ’nyi risunok -

Ne uchenichestvo mirov, 
A bred ovech'ikh polusonok. 

<레르몬또프의 시> 

Vykhozhu odin ia na dorogu; 
Skvoz ’ tuman kremnistyi put' blestit; 

Noch' ti낭la. Pustynia vnemlet Bogu, 
1 zvezda s zvezdoiu govorit. 

만첼쉬땀은 자기 시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행들을 

교묘하게 혼합하고 변주시켜 자기 시행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에서 가장 유명한 시행들이 혼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첼쉬땀은 과거의 여러 텍스트를 새로운 합으로 만들어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모든 텍스트는 처음부터 다른 언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언술은 그 텍스트에 일종의 우주를 부여하고 있다때) 

제르좌빈이 r무상」이나 「메쉐르스끼 공후의 죽음」에서 보여준 공포적인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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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만젤쉬땀은 더 부드럽고 미묘한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두 시 

인의 텍스트에서 시간 테마의 모방과 변형의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가 

있다. 만젤쉬땀의 시 rK pustoi zemle nevol ’no pripadaiaJ (1937)에서 나온 다음 

연은 제르좌빈 시행의 모방과 변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텍스트 DTe> 

Smeπ" trepet estestva i str하m! 

My - gordost ’, s bednost'iu sovmestna; 

Segodnia bog, a zavtra pr하m; 

Segodnia 1’ stit nadezhda lestna, 

A zavtra - gde ty, chelovek? 

〈텍스트 Mte> 

Sego(뼈a - angel, zavtra - cherv’ mogil ’nyi, 
A poslezavtra - tol ’ko ocheπ킹1’e. 

Chto bylo postup' - stanet nedostupno 
Tsvety bessmertny. Nebo tselokupno. 
1 to, chto budet, - tol'ko obeshchan ’e. 

시간의 공포와 이미지가 두 시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만젤쉬땀 텍스트 (MTe) 

의 첫행은 제르좌빈 텍스트 <DTe)의 셋째 행의 변형임을 알 수 었다. 제르좌빈의 

시행에서 나온 <오늘은 신， 내일은 먼지 Segodnia bog, zavtra pr하‘h>가 만첼쉬 
땀의 시행에서 <오늘은 천사， 내일은 별레의 먹이 Segodnia - angel, 

zavtra - cherv ’ mogil'nyi>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제르좌빈 텍스트의 다섯번째 

행 <인간이여， 내일， 너는 어디에? A zavtra - gde ty , chelovek?>는 만젤쉬땀 

텍스트에서 두번째 행으로 변형된다:<모레는 - 단지 윤곽일 뿐 A poslezavtra 

- tol ’ko ochertan' e>. 여기서 <내일 zavtra>은 <모레 poslezavtra>로 <너는 

30) Kristeva, The Revolution in Poetic Langl따:ge ， trans. Margaret Wal1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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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gde ty>는 <단지 윤곽일 뿐 to1 'ko ochertan ’e>으로 변형된다.<텍스트 

DTe>의 네번째 행 <오늘은 알랑대는 희망에 이어가고 Segodnia l' stit nadezhda 

1estna>는 <텍스트 Mte>의 <미래는 단지 약속일 뿐 1 to, chto budet, - to1 ’ko 
obeshchan’e>의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런식으로 단어， 문장， 사물의 이미지가 만 

젤쉬땀의 텍스트에서 다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만첼쉬땀의 시학에서 시간은 명상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 즉 

혁명 사회에서 인간 존재의 조건이었다. 개인적 시간 개념이 역사적 시간 개념과 

밀착되어 있다. 제르좌빈 처럼 만젤쉬땀도 시간을 파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는 시대에 의해 파괴된 한 인간의 절망올 표현하고 있다. 

<만첼쉬땀의 텍스트 Mtf> 

Kho1odok shchekochet ternia 
1 ne1z' ia priznat’ sia v따ug， 

1 menia srezaet vrernia, 
K와‘ skosi1o tvoi kab1파ζ 

Zhizn’ sebia peremogaet, 
Ponernnogu 떠et zvuk, 
V se chego-to ne khvataet, 
Chto-to vspomnit’ nedosug 

스탈린 시대의 어둠은 내면적 인간의 자기 성찰의 습관에 깃들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억압의 무게는 더하게 되며， 내면화의 고독과 침묵을 깊게한다. 조여오는 

이중의 압박에서 풀려나오고자 하는 충동은 그로 하여금 시대와의 비극적 대결로 

치달아 가게 한다. 그의 대결은 처음부터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간의 테마에 대한 관심을 쏟아온 제르좌변이 시간의 이미지와 소리에 

집착했던 것을 그의 시텍스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첼쉬땀의 

많은 시텍스트에서도 시간의 소리 뿐만 아니라 시간의 얼굴과 모습을 대하기는 아 

주 쉬운일이다. 패시미즘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두 시인의 텍스트에서 삶은 죽음을 

향한 장송곡이며， 죽음은 삶의 끝이라는 시가 지배적이다. 시간에 대한 그들의 주 

관적 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만첼쉬땀의 저서의 제목이 『시간의 소음 Shum 

vremem~이라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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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르좌빈과 훌레브니꼬프 

새로운 문학 작품은 전통에 순응하는 동시에 그것을 변혁시킨다 이 점과 관련하 

여 T. S. 엘리어트는 상호 텍스트성을 해학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미숙한 시인 

들은 남의 작품을 모방하지만 성숙한 시인들은 남의 작품을 훔쳐오며， 삼류 시인 

들은 그들이 취해 온 것을 파손시키지만， 일류 시인들은 그것을 보다 좋은 것으로 

또는 적어도 원래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예로서 

20세기 러시아 모더니즘의 한 유파인 미래파 시인 흘레브니꼬프 역시 제르좌빈의 

작품을 상호텍스트로 삼고 있다.앙} 흘레브니꼬프는 제르좌빈의 마지막 작품 「무상 

Na Tlennost' J 에 나타난 시간의 이 미지 뿐만 아니 라 시 적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흘레브니꼬프의 다음 6행시가 그러한 예가 된다. 

<제르좌빈의 텍스트 DTg> 

Reka vremen v svoem stremlen ’i 

Unosit vse dela liudei 

1 topit v propasti zbven'ia 

Narody, tsarstva i tsarei. 

<흘레브니꼬프의 텍스트 Xtg> 

Gody, liu며 m표어y 

31) T. S. Eliot, “Philp Massinger," in Se!ected Prose of τ S. E!iot, ed. Frank 
Kermod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p. 153. 

32) 흘레브니꼬프 Khlebnikov의 시간철학에서 가장 낯선 부분은 숫자를 신성시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규칙들을 시간과 연결시켜 정확한 숫자들의 법칙을 고안 
하였다. 이것을 다룬 텍스트로는 r시간과 세계의 측정 J，역사의 수학적 개념」이 
있고， 그의 <명제들> 중의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어디에서든지 
시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을 대신하여야 한다 그는 시간과 거리를 지배하는 법 
칙으로 숫자 365(+/- 48)을 사용한다. 국가들의 시작은 (365+48)n = 413n 공식에 
의해 나누어진다. 중요한 전쟁은 (365-48)n =317n 공식에 의해 분류된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건들이 같은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게산법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T. 토도로프의 저서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의 12장 r숫자， 
문자， 단어」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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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gaiut navsegda, 
K하( tekuchaia voda. 

V givkom zerkale prirody 
Zvezdy - nevod, ryby - my, 
Bogi - prizrak u t ’m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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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세계를 시간 속에서 파악하는 시션의 일관성 때문에 이들 두 시인의 텍스 

트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흘레브니꼬프의 작품에서는 제르좌빈의 텍스트를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도시키고 <초맥락화 trans- contextualiz -ing> 하는 
통합된 구조적 모방 과정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제르좌빈의 시 r무상」의 첫 4 

행이 흘레브니꼬프의 시 첫 3행으로 다시 인용되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흘레브니꼬프는 교묘하게 세련된 짜집기를 수행한다무상」의 첫행에 나오는 

<시간의 강은 흘러 Reka vremen v svoem stremlen ’ i>는 제 3행의 <흐르는 물 

처럼 K와‘ tekuchaia voda>로 변형되어 나온다. 단어와 행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만 의미의 변화는 없다: 명사 <강 reka>은 <물 voda>로， 부사구 <흐름으로 V 

svoem stremlenie>는 동사 <흐른다 tekuchaia>로 바뀌고， 제르좌빈의 <텍스트 

DTg>의 제 1행은 흘레브니꼬프의 <텍스트Xtg>에서는 제3행으로 자리바꿈올 한 

다. 그리고 원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제르좌빈의 텍스트에서 <시간 vremen>은 

<세월 Gody>로， 원텍스트의 <사람과 민중 liudi i narody>은 행만 바뀌어 그대 

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동사의 변주는 조금더 세련되게 바뀐다: 원텍스트의 동사 

군 <나른다 Unosit> <빠진다 topit> <떠나다 uidet>는 후텍스트에서 단하나의 
통사 <Ubegaiu 달아난다>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는 그 이전의 무수한 텍스트의 

모방과 변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작가들의 “영향과 원천” 또는 “기원의 연 

구”라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텍스트는 그 이전의 텍스트들과의 무수한 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41 어느 한 시인에게 천재성， 독창성， 개별성의 가치를 부여하 

33) M. Poliakov, ed. Velimir Khlebnikov: Tvoreniia (Moskva: Sovetskii Pisatel ’, 
1987), p. 94. 



174 러시아연구 제4권 

기 전에 그 시인 역시 그 이전 작가들의 작품과 끝없이 대화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텍스트 architext와 거기서 나온 무수한 곁텍스트 paratext의 집 

합이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러시아 시사에서 제르좌빈의 

시 텍스트는 윗텍스트 hypertext로서 후배 시인들의 밑텍스트 hypotext에 계속적 

으로 영향을 주고， 그들의 시짓기에 새로운 출구를 제시해주고 있다. 원텍스트에 

대한 수용과 변형과 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시사에서 시간 철학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제르좌빈， 뿌쉬낀， 쥬체 

프， 만젤쉬땀은 시간철학에 관한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러시 

아 시사에서 제르좌빈에 의해 개발된 시간의 이미지와 테마는 이후의 많은 시인들 

이 계발하고 었다. 제르좌빈의 텍스트는 후배 시인들을 위한 시간의 이미지와 시 

간 테마의 도서관 (기록 보관소)이라고 할 수 있다.찌 쥬체프나 만첼쉬땅에게 준 

그의 영향은 논자가 지적한 시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대의 시인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개성있는 시어로 달 

리 표현하고 있지만 늘 원텍스트의 향기가 묻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인들 

간의 텍스트의 얽힘과 유사성은 우연이라기 보다는 의도성이며 새로운 독창성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르좌빈의 시 텍스트와 후배 시인들의 시 텍스트와의 이 

러한 상호 텍스트성의 문제는 오꾸드자바의 시로 끝을 맺고 싶다. 제르좌빈을 칭 

송하는 현대의 최대 시인인 오꾸드자바 Okudzhava (1924-)의 시 「제르좌빈 

DerzhavinJ은 제르좌빈과 후배 시인들 간의 대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백념묵은 꿀 향기， 

언어와 황금의 결합문자 ..... 

34) 상호 텍스트의 기원이나 정체를 정확히 포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 U"Image-Music-Text.! (New York, 1977)에서 “어느 
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인용문들은 비록 이름이 없으며 추적할 수는 없지만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미’ 읽혀졌다. 즉 그것들은 인용부호가 붙어있지 않은 인용물 
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바르트의 정의에 따르면 “텍스트란 기존의 텍스트에서 

광범위하게 끌어낸 반복이요 재활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35) Henry Robert Hedrick, The Poetrγ of Derzhavin (Princeton University, Ph. 

D. , 1966), p. 134: “ Belyi numbered Derzhavin along with such giants as 
Tiutchev, Pushkin, Iazykov, Baratynskii, and Fet." 미르스끼 Mirsky 역시 자신 
의 저 서 U" A 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s to 190αD (New 
York, 1958), p. 51에서 제르좌빈을 다음과 같이 격찬하고 있다: “Derzhavin' s 
poetry is a universe of amazing ric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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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좌빈풍의 송시들은 

다시 가치가 올라간다. 

예민한 애호가들이 있는 한， 

고상한 날개가 있는한!. .... 

후손들에게서 보듯이 

가브릴， 당신의 이름올 보지 않는가? 

마치 저녁 빛 아래 

그 이름이 땅에서 일어서듯이 ..... 

여기에 어느 책벌레들도 

그와 함께 비교할 수 없다. 

순간을 뒤돌아보며， 

당신과 시선올 마주철 가치가 있다 ..... 

시인들이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미 사라져야할 것으로 생각되던 

부서질듯한 타다남은 양초덩이 ..... 

황금빛은 검은 빛보다 강하다 

음악은 밤에 더 잘들린다. 

문지방 옆 군중은 더 밀집하고， 

그 밑에 땅은 더 단단해 진다 ..... 

아니다， 그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에서 나온다 36) 

36) Bulat Okudzhava, Stilkhoαoreniia (Moskva: Sovetskii pisatel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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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itation and Variation of Time-πleme: 

from Derzhavin to Mandelshtam 

Ju-Gwan Cho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focus on the problem of 
“ intertekstual ’nost ’" in the history of Russian poetη. Generally speaking, 
“ intertekstuality" which many scholars (especially in postmodernism) are 
interested in, includes various meanings of imitation, citation, translation, 
parody, plagiarism, allusion, and pastish. In the history of Russian poetη， 

the theme of time has been a classical theme from Derzhavin to 
Mandelsht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tertextuality 
between Derzhavin' s work and other poets' works, dealing with influence 
and sources in their works. 

Derzhavin has great influence on his later poets such as Pushkin, 
Tiutchev and Mandelshtam. In their works time is viewed as a reflection of 
the artists' philosophical notion and aspect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interconnection in their works. 

We can examine the intertextuality between Derzhavin and the 
nineteenth-century Russian poets, Pushkin and Tiutchev. Pushkin inserts his 
personal time of poetic persona' s in historical time. He compares the present 
moment with the past time and takes out the present from the past. He pays 
attention to the future in connection with various ideas about the fate of 
Russia and about his personal destiny. The problem of intertextuality 
between Derzhavin ’ s <Pamiatnik> and Pushkin ’ s focuses on the fact that 
Pushkin' s text is an imitation and variation of Derzhavin' s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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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utchev has a particular way of percelvmg the world and this is 
inevitably reflected in his poetry. Whether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he is 
occupied with strong time-conscÌousness like Derzhavin. A similar image of 
time to that which we find in Derzhavin' s poetic texts is also shown in 
Tiutchev' s poems. Derzhavin mainly uses simile for the images of time, 
whereas Tiutchev employs metaphor for such images. 

In the twentieth-century the problem of time becomes one of the 
central problems not only in basic scientific achievements which attempt to 
give a meaning to philosophy, but also in sciences about human beings. In 
Mandelshtam ’ s poem we find the image of time which we are familiar with 
in Derzhavin’ s poems. In Mandelshtam' s poetics, time is the condition of 
human existence. Khlebnikov, one of the Russian futurists , is also 
connected with Derzhavin. By employing and paraphrasing the words from 
the text of Derzhavin, Khlebinkov makes his own poems. Therefore, it 
appears that one poet’ s text is in constant dialogue with previous poets' 
texts. In conclusion, Derzhavin ’s poetic texts are the library of later 
Russian po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