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쉬칸과사량의 수사학

김 진 영

*

당신을 사랑했소. 어쩌면， 사랑은 아직도，
내 가슴속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지 모르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기 바라오，

당선을 그 무엇으로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소.

말없이， 희망 없이 당신을 사랑했소，
때론 수줍게， 때론 질투에 애태우며.
내 너무도 진정， 너무도 애듯이 당신을 사랑했기에，
이제 神이 당선을 다른 이로부터 사랑 받게 해주기만 바랄 뿐이오1)
51 BaC mo6HJI: JD0 60Bb e m.ë , 6퍼Tb l<<l:ICeT ,

B ~yme MoeH yrac JJa He cOBceM;
Ho nycTb OHa Bac 60 Jlbme He TpeBo빼T;
51 He xoqy neq aJJH Tb Bac HHqeM.
51 Bac mo6HJI 6e3MOJlBHO , 6e3H~e뻐0 ，
To P060CTblO, TO peBHocTblO TO뻐w;
51 Bac mo6HJI Tak

HCkpeHH。’

T8.J< He::ICHO,

Ka l< ~aH Baw nor JD0 6HWOH 6101T b ~yrHW.

첫 고백이 아닌 다음에야， 연인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사랑한다”라는 말
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연애 담론집에서 밝
히고 있다.2) 그것은 고백도， 선언도 아니며， 메시지가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행위적인 기호에 차라리 가깝다는 것이다. 20세기의 프랑스 비평가가 염두

에 둔 “사랑한다”는 문구는 사랑의

행위에

수반된 부수적인 외침(1ove

cry) 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메아리(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는)를 끌
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도어(諸導語)

*

즉 사랑이라는 규범의 상투적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앞으로 인용되는 모든 러시아어 택스트의 번역은 인용자 자신의 것임.
2) Roland Barthes ,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 l.lX (Paris , 1977) , pp. 1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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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츄어로 전락해버린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 널 사랑해"(Je t’ aime)가 아닌 “난 당신을 사랑했소"(51 Bac

JJJ0 6HJJ) 라는 문구는 어떠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쓰인 존칭형의
문장이 그 구절의 상투성을 과연 자동적으로 배제해줄 수 있는 것일까? 아
니면， 그 또한 “사랑”의 실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의 자위적， 내지는 자

기변명적 상투어에 불과한 것일까?
푸쉬킨의

(“51 Bac

JJJ0

유명한 8 행시

6HJJ:

JJJ0

“당신을 사랑했소. 어쩌면， 사량은 아직도

60Bb emë , 6:야Tb MO ll<eT ... ")가 씌어진 것은 1829년 말엽， 페

테르부르그에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씩이나 “당신을 사랑했다”고

단언하는 이 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왔지만，3) 여
전히 가장 주된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고백의 진의성 여부라 할

3)

푸쉬킨의 시야말로 양가성파 모호성에 그 미적 가치를 두는 매우 전형적인 예이며， 그
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해석과 논평을 동시에 가능케 해왔다. 작품이 시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이르

기까지， 그토록 짧고 단순한 듯한 작품이 그토록 많은 해석을 불러 일으킨 경우가 러
시아 문학사에서는 다시없는 듯하다. 예컨대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미지 없는
시 (poetη

without images)" , 또는 “수식 없는 시 (6e306pa3Ha Jl n033HJI)" 로 보는 견해
(ÜBC Jl HHI< O-KYJlHI<OBC I< Hl!, Roman Jakobson) , 곡언법 (JIHTOT) 이 사용된
수사적인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B. mI< JIOBC I< Hl!). 물론 푸쉬킨의 시에 나타난

가 있는가 하면
매우

‘非詩性 (He-n03TH'IHOCTb)’이야말로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시학 경향에 비추어본다변

진정한 ‘시성’(곧， 빠앤yc-npHëN) 의 체현이었을 것이라는 로트만의 종합적 견해는 우리
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내용상으로는 전통적인 숭고한 연애시로 보는 방향
이 지배적인 가운데， 푸쉬킨의 작품을 시인의 동성애적 무의식에 연결시킨 극단적 심

리분석론도 존재하기는 한다(Rancour-L따'eniere). 푸쉬킨의 시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
고도 상호텍스트론적인 연구는 졸코프스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 어 왔다. ÜBC Jl HH I< O-KYJlHI< OBC I< Hl!, IeOPHJI n033뻐 H mJ0 3~ (M. , 1923-29), c. 29-30;
Roman Jakobson, “ PO밟y of Grammar and Grammar of Poetry," in his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밍e， 1987), pp. 121-얘 B. IKJIOBC I<Hl!, TeTHBa: 0 HeCXO.l1CTBe
도언팬약으(M. ， 1970) , c. 잃3; 삐
JIOTN8.H，
IeK~ no CTPVKTVP aJIbHOl! n03THKe
(Providence, 1968); D. Rancour-Lafl얹떠-e， “‘ Ja Vas Ljubil’ Revisited, " in T.
Eekman & D. S. Worth eds. , Russ때1 Poetics (Columbus: Slavica, 1982), pp.
305-24; A. K. :t(oJIKOBCKHl!, “ The Literary Text - Thematic and Expressive Structure:
An Analysis of Pushkin's Poem 'Ya vas lyubil "New μiterary History 9
(1 977-8) , pp. 263-78; _ _’ “‘ jj Bac JD0 6HJI ...’ Bpo.l1Cl< oro: 뻐TepTeKCTN， HHBapHaHTκ
TeMaTHKa H cTpyKTypa ," in L. V. μsev ed. , !![03THKa BOO.l1CKOrQ. (3 pNH TU, 1986), pp.
38-61 ; ’ 5찌:f(.lIalOllUle C뻐 (M. , 1992), CC. 205-24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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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 시가 “폭풍 같은 사랑을 사욕 없는 애정으로 가
라앉혀놓은” “가장 도덕적으로 숭고한 시 "4)로서 읽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말로는 사랑의 과거형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
량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5) 인간이

라면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에 대한 이상주의적 믿음
과 더불어， 러시아적 영혼의 상정으로 받들어져온 시인 푸쉬킨에 대한 이

의 없는 신봉은 그와 같은 모범 해석을 낳았던 것이고， 그 표준화된 시읽
기의 수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푸쉬킨 시의 진의성에 대한 회의와 그 표준화된 시읽기에 대한
반항은 언제나 한 곁에 존재해 왔으며

그 또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이 틀림없다. 일찍이 후배 시인 레르몬토프가 보여주었던 회의적 반응은

푸쉬킨 시를 읽는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갖게 되는 심리적 망설임의 대변
일 수도 있다. 그는 반론한다: “ ...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 그것도 다른 남자
와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니， 차라리 그녀
는 불행 해 져 야만 한다... ( ... eCTeCTBeHHO

Jlli lI< eJIaTb

C'I aCTbjj JDOÕ뻐O때 lI< eH-

m.HHe , na em. e C npyrHM? HeT , nycTb OHa õyneT HeC 'I aCTJIHBa ...)"6) 나와는 맺
어질 수 없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의 불행한 관계를 통해 그나마 나를 추억
하며 그리워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성취되지 못한 사랑의 간접적인

지속을 꿈꾸는 일이야말로 실연자의 가장 자연스런 심리일는지 모른다. 그
런 의미에서 1831 년에 씌어진 레르몬토프의 “ N. I. 에게 "(K H. H.) 는 바로
푸쉬킨의 부자연스런 사랑의 수사에 대한 시적 반론에 다름 아니니， 이 무

슨 사랑의 저주인가.

어쩡 난 그대 사랑을 받을 자격이

4) C.

I\l

p4H I<, “ o 34,ll 4'1 4X n03H4HID1 nym I<HH4 ,"

C 1<0엄 I<PHTHI<~ (M. ,

1900),

5) "All studies of the poem

c. μ4， c.

“'cBeTJl 4.l1 ne'la.nb,"lyml<HH B pycc l<뼈

빼J1Q C。φ

479.

… agree that the poem is as much a declaration of present
314. 이는 사랑에 있어서 말과 마음이

love as of past love." Rancour-Laferrierκ p.

정반대의 “담론”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허다함을 말해주는데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사랑의 “수사학”일 터인데)， 이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푸쉬킨의 시는 그
유명한 “너와 당신" (TN H BN ,

1828) 이다. “nyCToe 쁘 Cep.!le'lH뻐 메 뻐4， 06“OJlB.lICb，
… / H rOBoplO eü: I< aI< 쁘 뻐J뻐!l H 뻐CJ뻐I<4I< 프핸 JII06JIIO!’I
6) A. B. φe.!lOpOB ， ~IePMOHTOB H J1HTepaTyp4 ero BpeμeH!! (JJ. , 196끼， c. 55 에서 재인용.
34MeH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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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도 몰라，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부디 그대 또다시 [사랑을] 찾을 지며，

그 또한 잃음을 겁내지 말지어니.

허나… 나처 럼 사랑했던 남자를
여자는 잊지 못하는 법.
더없이 행복스런 순간에도
그대， 회상으로 괴로울지니!

그대， 회한으로 아파 올지니!

51 He ,[(OCTOHH , MO :l<eT 6b1Tb ,
TBoeii

JII0 6BH:

He

뻐e

CY,llIi Tb;

l1 aii 6o r , '1T06 TbI Ha.m.n a
Ho ...

:l< eH II\HHa

Toro , I< TO Ta l<
H B

01돼 Tb ，

6o~.nacb nOTep~Tb;

4TO He

'1 ac

3aOOTb He MO :l< eT

.n,

JII0 6H

1<이~;

6.na:l< eHHe HmHii Te6~

BOCnOMHHaHHe BCTpeBO :I<H T!
Te6~ paC l< a~Hbe 1< 0.nbH강 T ，

레르몬토프의 예가 보여주듯， 사실 푸쉬킨이 표출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자기 억제의 사랑이 반드시 절대적인 러시아적 성향이라고는 볼 수
가 없다. 그뿐 아니라 푸쉬킨 자신의 전기적 및 시적 컨텍스트에 비추어볼
때도 1829년의 8행시에 나타난 메시지가 그다지 자연스런 귀결로 받아들여

지지만은 않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푸쉬킨의 사랑의 행태가 당시 귀족 남
성 사회가 향유하던 일종의 유희적 의식의 규범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리고 그에 대한 동시대인의 기록을 통
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오네긴을 비롯하여 “우리[남성 ]"7)가 정통해 있는 “부드러운 열정의

기술 (HayKa

7)

CTpaCTH

He~HO때)"을 『예브게니 오네긴』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본에는 생략되어 있는 1장 9연의 원고에서 푸쉬킨은 “자연이 아니라! Staël이나
Chat:eaubriand 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짜06BH HaC He npHpO,[( a Y뱀T/A CU.nb
illaT06pHaH)고 썼다. 민으 B 17-H TOMax

(1 937-59) , VI: 546.

H.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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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얼마나 일찍부터 가식을 알았던가.

희망을 숨기는 척， 질투를 느끼는 척，

믿지 못할 사람인 척， 믿어야할 사람인 척，
슬픈 척 했다가는， 괴로운 척 해가면서，

오만한 듯 하면서도 온순한 듯 보이다가，
주의 깊은 듯하더니 무관심을 표방하고!

그 얼마나 괴로운 듯 침묵을 지켰던가，
그 얼마나 열 렬하게 열변을 토했던가，

친밀한 편지에선 또 얼마나 태 연했나!
하나로만 숨쉬면서， 하나만을 사랑하며，

그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지!

눈길은 또 어쨌나， 재빠르고 부드럽고，
수줍고도 당돌하며， 그러면서 또 때로는

순종적인 눈물 방울 흘릴 줄도 알았었지!

“

,

K4K paHO OH NOr nH ue epHTb
T aH Tb H /l,!l e llQlY, peBHOB4Tb ,

P43yBep .S! Tb , 34CT4BHTb BepHTb ,
Ka34TbC .S! wp4'1H1뻐， H3HWl 4Tb ,
RB JlJI TbC .S! rOPIl뻐 H nOC .nymH뻐，
BHHN4Te Jlb H bIN HJIb p4BHO ll)11llHl뻐!
K4K TOMHO

õbIJI

OH NO Jl'l 4 nH B

KaK nnaNeHHO Kp4CHOpe 'lHB

,

,

‘

B cep,ll e lli bIX nHC bN4X K 이( He6pe :KeH!

Ü,llH HN

)lI,IIIl 4

,

O,llH O JD0 6.S!,

K4K OH )').‘ eJI 346uTb ce6 .S!!
K4K B30p ero 6ψ1 6UCTp H He :K eH
CTLUlJ쩌 B H llep30K

,

,

4 nopoß

D nH CT4JI nOC JIYIIlHOID CJIe3 뼈!

(1: 10)
오네긴으로 대표되어지는 19세기 초 러시아의 연애가들은

“ ... 한

척"

“ ...

한 듯”하는 사랑의 법칙에 철저했었다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곧 그들이 연
애를 함에 있어서 사랑에 빠져 있었다기 보다는 그런 척했었다는 말이다.

가장 진실되며， 가장 즉홍적이어야 할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까지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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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자의식의 연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점에 있어 푸쉬킨 역
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같다. 동시대인인 볼콘스카야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시인인 자신의 의무라고 간주
했다"(KaK n03T , OH Ct{ HTaJI CBO뻐 ~OJIrOM ÕNTb B~ÕJIëHH퍼M BO BCeX XOPO-

하니 8) 그의 잦은 연애 야말로 일종의 시 인으로서 의 객 기

meHbKHX :l< eH Il\HH)

였을는지 모른다. 즉， 많은 경우 청년 푸쉬킨의 연애가，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롯된 연애시가 진정한 감정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유희이자
의식이었고， 말 그대로 오비드식 ‘사랑의 기술’의 재현이었을 수 있으며，9)

그런 의미에서 그가 작품을 통해서는 비웃을 수 있었던 렌스키-오네긴식
사랑의 규칙으로부터 실제에 있어서까지 초연할 수 있었을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볼콘스카야가 단언하듯， 과연 푸쉬킨이 그 모든 “37명의

여성 η0) 에게서

본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뮤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11) 이 글의 목
적이나 범위가 푸쉬킨의 연애론 규명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며， 그의 연애
시에 감춰진 심리적 진의를 가리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문제
의 8 행시가 씌어진 1829년부터 결혼에

이르는 시기까지 푸쉬킨이 자신의

연애와 연애시쓰기를 통해 보여준 일련의 양상들은 상당히 홍미롭기에 여
기 주요 사건만을 요약한다.

잘 아는 바대로 1829년 5월 푸쉬킨은 나탈리아 곤차로바에게 첫 청혼을

8)

A. c. nvmKHH B Bocno뻐HaHß~X COBpeMeHHßKOB, T.
neTep6ypr ,

9)

1995) ,

1,

CC.

214-5.

삐. J10TMaH, 파쁘밴 (CT

CC. 91-2에서 재인용.

10. J1oTMaH , 딘팬X뻗 (CT. neTep6ypr ,

1995) ,

CC.

91-2

참조. 푸쉬킨의 연애사 및 연애시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참고했고， 도움을 받았던 것은
로트만의 저 서 외 에도 P. B.

He3 yHTOB4 , “<YT4e뻐4~ JP0 60Bb> llyIl KßH4" B 쁘쁘쁘브프

뻐빼 o nvmKßH~

n. K、 ry6ep , ~.OH- l(V4HCK뼈 cnßCOK nvmKßH~ (rψ. ，

1923);
1991); W. Vickery , "Odessa - Watershed
Year: Pattems in Pu shkin ’ s Love Lyrics ," in D. M. Bethea ed. , Pushkín To때’
(Bloonúngton: Indiana Univ. Press , 1993), pp. 136-51 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B

,

CC.

209-32;

COKO .ßOB , PJI .lIOM C nvmK뻐뻐 (X4pbKOB ,

10) “37 명의 여성”이란 1829년， 푸쉬킨이 엘리자베타 우샤코바의 앨범에 남긴， 소위 말하
는 “돈 쥬안 목록”에 의거한 숫자이다. 푸쉬킨은 한편 1830년 4월 말， 베라 바쟁스카
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나탈리아 콘차로바를 “113번째 사랑”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기 보다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11) “B CymHOCTH , OH o6o :t<4.ß TO .ßbKO CBOIO MY3y ß n03Tß3HPOB 4.ß Bce , '1 TO Bß.lIeJI." 10. 끼。TMaH，
뺀땐턴，

C

92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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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음해 4월 두 번째 청혼을 한다. 두 번째 청혼이 받아들여져 그들이
약혼을 하는 것은 같은 해 5월 6 일이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것은

1831

년 2월 18 일이다. 그러나 미래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 온갖 구애의 역경
을 겪어야 했던 이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도 푸쉬킨은 다른 여러 여성들
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 중에서 A. 불프 (BYJIbφ) ，

3eH , Heé XHTpOBO) ,

K.

E.

티젠가우젠 (TH3eHray-

소반스카야 (CoõaHCKa.s!) 등에게는 더 없이 열정적인

연서와 연애시를 썼다. 또한， 1830년에는 세 명의 옛 연인들을 그리며 그들
과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3면의 연애시(“ 3aKJIHH aHHe ，" “ll.mI ÕeperOB
OT 'IH3HbI llaJIbHO다 ••• ,” “npo m.aHHe") 를 쓰는 한편， 1829년에는 자신이 관계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담은 ‘돈 쥬안 목록’을 작성하는 기행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돈 쥬안 목록은 나탈리아의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1830년에 쓴
3편의 시들도 이별의 연애시임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보면 당시의 푸쉬킨
이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혼전 연애사를 정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1830년 3월， 결혼하기 불과 2달 전， 예카테리

나 우샤코바 (YmaKOBa) 와 거의 약혼에 이르렀던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
는 것일까?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또한 그들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며，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적 추론은 단 하나 밖

에 없다. 곧， 푸쉬킨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성격의 사랑들
(loves) 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시로서 나타날 때는， 그리고 그 순간에 국
한된 한에서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사랑 (the Love) 의 모습을 띄었던 바，

우리는 행해지는 연애와 말해지는 연애를 구분해야만 하며， 바로 그런 의
미에서 사랑의 행태와는 달리 사랑의 ‘수사학’이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

다는 사실이다. 롤랑 바르트가 연애 문학을 통해

연인들 사이에서 씌어져

온 말들을 구분해 다루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표현， 어법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랑어 사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필요에서이며，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감히

‘담론’이란 이데올로기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이다.
“말해진

생각은

거짓"(M!.ICJIb

H3pe 'l eHHa.s!

eCTb

JIOlKb) 이라는

풋체프

(TIOT'leB) 의 철학적 명제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결국 말이란 텅 빈 껍
질일 뿐이며， 우리의 사고와 말이 일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은 너
무도 분명하기에， 일단 말로 표현되어진 것에 대한 진의성 여부를 따진다

러시아연구 체 6권

8

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일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푸쉬킨처럼 거의 동시에
진행된 여러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를 ‘사랑’으로 통칭했먼 경우， 그래서 그
시가 누구에게

씌어진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12)

“당신을 사랑했

소"같은 작품의 “숭고한 도덕적 정신”을 칭송한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

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세 번의 확언에 관계없이， 푸쉬킨의 시는 불확실한
감정과， 그에 대한 자각의 미진함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현재성인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회

상인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내적 일관성이 시에는 부족하다. 화자가 말하
고 있는 것이 사랑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별의 선언인지， 그의 어조가 고통

스러운 자제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랑이 휘몰고 지나간 후의 냉정한 평

온함의 결과인지， 즉 시의 메시지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역설에

불과한 것인지를 독자들은 쉽게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실은 그 점에 대해

화자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푸쉬킨 학자는 세 번 반복되어진 “당신을 사랑했다”는 구절의 리듬
패턴에

의거하여， 푸쉬킨 시의

이타적

파토스를 증명해

“주술처 럼 세 번 반복되 어 진” “난 당신을 사랑했소 "(51

보여준 바 있다.

sac JIIOÕHJI

I

_

)라

는 문장에서 역점은 항상 ‘당신’이란 단어에 떨어짐으로써 자연 ‘나’라는 주
체는 역점

없이

감정과 의지에

뒤로 물러서게

되며， 이는 곧 전적으로 이타적인 화자의

대한 운율적 은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1 3 )

그에 의하면， 시 전체를 통해 그러한 이타성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만큼， 시
의 맨 마지막 구절--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은 결코 역
설이 아년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역점이 ‘당신’이란 단어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라는 과거형 동사 어미에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의 리

듬(역점의 분포)을 통해 의미에 있어서의 강도 여부를 유추해본다는 그 푸
12잉) “당신을 사랑했소“…
것이라는 설이 있다. Rancour-L따얹iere，

13)

c.

A. φOMH'leB ， n。 33HJI

nOCJIe llH JIJI CTpO l< a
iþp43e:
n4 L\4eT

‘51
H4

B4C

,

p. 305 참조.
, 1986) , c. 186. 그는 다음과

HO H Bce CTHXOTBopeHHe - - MO .lIb 64 0

JII0 6HJI

CJIOBO

nvm l< HH!! (JI.

,’

nOBTopeHHo J\l

‘B4C ,’

OCT4B JIJl JI

CTHXOTBOpeHHJI He n4p 4L\OI< C4JIeH.

1< 4 1<

34 1<J1HH4HHe

nepBOe

CJIOBO

,

같이 말한다:

“He

C'l 4CTbe JD0 6HMO J\l.

TpEl<때，

“eTpH

6e3YL\ape뻐뻐.

'leC I<Oe

H

TO .lIbI< O

B

C4MO J\l

Y L\4peHHe

nOTOMY

빼H4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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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킨 학자의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화자가 상대방의 중요성을 세 번에

걸쳐 강조해주는 것 못지 않게， 사랑했다는 사실， 즉 사랑이란 감정의 과거
성 역시 강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화자는 “사랑
하기 때문에” 연인의 행복을 벌어주는 고결한 감정의 낭만적 이상형이라기
보다， 차라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다지 “진정으로， 애
듯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을 그리도 담담하게， 그야말로 축

복과 함께， 떠나보내주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상반된 해석
이 가능해진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구절을 제외하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온통
부정과 서법(鼓法， MO .llaJIbHocTb)14l 의 언어라는 사실 또한 그와 같은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러시아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확실한데， “당신을 사랑
했다”는 과거에 대한 서술 외에 확언되는 것， 긍정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서법적 방식을 통해 가정되어지거나， 아
니면 부정형으로서 나타나며(“JDOÔOBb ， e Jn e , ÔblTb MO:t< eT ,/yraCJIa He COBCeM";
nycTb OHa BaC

“ ßafl

ÔOJIbme He TpeBO :t<HT";

0051 He xO 'ly ne 'laJIH Tb BaC HH'I eM";

BaM 50r JDOÔHMOfl ÔbITb .IlpyrHM") , 그리 하여 “당신을 사랑했다”는 긍정

의 평서문은 부정과 모호함과 막연한 바램의 언어에 둘러싸인 채， 그 확실

성을 잃고 마는 것이다.
거의 같은 식으로 사랑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또 한 편의 푸쉬킨 시를
대조하여 읽어볼 때， 1829년 시의 수사적 특징은 더욱 더 확실히 드러난다.
모든 것은 끝났으니: 우리 사이란 없다.
마지막으로 네 무릎을 껴안은 채，
난 애처롭게 호소했었지.
모든 것은 끝났으니

--

네 대 답이 들린다.

또 다시 나 자신을 기만하진 않으리，
내 얘수로 널 괴롭히지 않으리，

어쩌면 과거일랑 잊게될런지도 몰라

--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넌 젊고. 네 영혼은 아름다워

14) “서술 내용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는 것을 서법성
(mcxlality) 이라 한다. 심적 태도란 화자가 서술 내용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필연성을 인정하여 셔숨을 표현하느냐를 말한다" (f 영어학 사전~， 신아사:

19W,

7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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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사랑할 이 많고도 많으리.
Bce KOHqeHO: we* HAMH

CB~3H

HeT.

B nOCne~Hß pA3 06H~B TBOH KOneHH

,

npOH3HOCHn ~ rOpeCT뻐e ne뻐.
Bce KOHqeHO -- ~ CJ머my TBO l! OTBeT.
06MaHNBaTb ce6~ He CTAHY BHOBb

,

Te6~ TOCKO l! npeCne .aOBATb He 6y.며，

npome .am ee , 61πb Mo*eT , n03a6y.ay
He ~ MeH~ COTBopeHa
T bI Mono .aa:

ff

.aym A

TBO~

MHorH짜1 JlI0 6HMA

--

JlI0 60Bb.

npeKpAcHA ,

6y.aemb TU.

(1없4)

일견 두 시는 외면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둘 다 사랑의
끝을 노래하고 있으며， 동일 운율 (n.5l THCTOnH뼈 .5IM6)과 동일 구조 (주요 구
절의 반복)， 동일 문형 (부정형의 반복)， 동일 단어 (6퍼Tb

MO ll< eT; JD0 6HMa 6y-

.llemb)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시의 화자 모두 끝나버린 사량을 인
정하며， 연인의 행복을 기원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 어투상의， 그리고 어조
상의 차이는 크다.

1824년 시의 화자는 사랑의 종말을 간명하게 선언한다. 가정과 모호성의
수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1829년 시의 화자와는 달리， 그는 현재와 미

래에 대해 단호하다. 그 단호함은 한 치의 미련도 허용하지 않는 맨 첫 줄

의

단문형

구조와 구두점의 사용에서부터 잘 반영되고 있는데， 그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 번의 반복구(그것은 화자가 두 번 말하
는 것일 수도 있고， 시속의 남녀

인물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

다)는 아직 전혀 끝나지 않은 사량을 강조하고 있는 듯만 하다. 오히려 단
호한 부정은 긍정을 말한다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결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시는 아니라라
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은 바로 시가 담고 있는 어투와 어조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사실 시 속에는 사랑의 상투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투고 있는 연인

들의 상투어가 가득하다. 모든 것은 끝났다느니， 우리 사이란 없다느니， 마
지막이라느니， 또 다시 ... 하지 않겠다느니， 과거를 잊겠다느니，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자주 내뱉어지는 사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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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의 담론이라 하겠는데， 그러한 상투어로 시가 가득 찬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시가 말하고 있는 “마지
막”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는 아직도 감정

에 격해 있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한 명의 건강한 연인을 상상해본다，15)

이에 반해 1829년 시의 화자는 결코 격해 있지 않다. 존칭형을 쓰고 있
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외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자신과 사랑
의 감정 사이에 이미 상당한 거리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사량이란 단어를 자신과 직접 연
결시키지 않는다. “사랑은 아직도'" (moÕOBb , eDl e)" “그것이 [그 사량이] 당신
을 ... (rryCTb OHa BaC)" -

이 렇게 두 번 동장하는 명사로서 의 “사랑”이 란 단

어는 그와는 격리된 독자적인 주어이자 대명사일 따름이며， 마지막으로 동

장하는 사랑의 형용사형은 그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할 뿐이다 (moÕHMO때
ÕblT b llPyrHM).

그리하여， 그것이 단순한 수사의 결과이건 아니건 간에， 1829년 시는 거
의 초인간적이라 할 비장함과 숭고함의 어조를 담고 있음이 사실이다. 맨
마지 막 중에 서 하느님 의 가호를 빌 만큼 (Ka l< llaA BaM 50r moÕHMO때 6μTb
llPyrHM) 사랑은 화자에게

있어 절대적이자 유일한 영역으로 숭화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1824년 시의 마지막 줄에서처럼 자신의 연인이 앞으로 많은
뭇 남성 들로부터 사랑받기 바란다는 (11 MHOr때H moÕHMa ÕYllemb TW) 속되고
도 모욕적인 기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의 여인이
또 다시 사랑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만큼이나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단

15)

그가 쓰는 어투와 단어도 훨씬 친밀하며 구체적이다. 우선 그는 비존칭형을 쓰고 있
으며， “무릎을 껴 안다”와 “사이/관계 "(CBJl 3b)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연인의

관계의 깊이를 어느 정도 나타내준다. 그러나 물론 전혀 격해 있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내용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오네긴이 타티아나에게

하는 그 유명한 설교의 마지막 일부분은 놀라우리 만치 1824년 시의 레토릭을 답습하
고 있는데: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못하였으니/ 내게는 그것이 낯설기만 할뿐이

오;/ ... /젊은 처녀의 가벼운 꿈들은/ 끝없이 바뀌는 법 ;j 그렇게 나무도 봄이 오면/ 자
신의 나뭇잎을 바문 다오./ 그렇게 하늘이 정해준 것만 같소./ 당신은 또 다시 사랑하
게 될 것이오 " (r 예브게니 오네긴.!1，

IV: 14-6) “카프카즈의 포로”가 체르케스 처녀의

사랑을 거절하며 하는 말도 역시 거의 비슷하다: “여자의 사랑은 그다지 오래/ 차가운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는 법이니/ 사랑이 지나가고， 권태가 찾아들면/ 미인은
또 다시 사랑을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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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남자에 의해서일 뿐이며， 이는 곧 역설적으로 자기만큼 사랑하는

상대를 그녀는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의 완독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1824 년 시에는 대화가 있다. 그러나 1829년의 시는 독백의 시이다. 전자
의 화자는 발언을 하고

상대는 대답한다. 둘은 상호간의 감

(npOH3HOCI'IJI)

정을 나누며， 서로 그에 대한 표현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1829년 시 “당
선을 사랑했소"의 경우에는 사랑 그 자체의 방향이 일방적인 것만큼이나

그에 대한 표현 역시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말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화자는 여전히 발언되어지고 화답되어지는 말이 아닌 자신만의 독백을 통
해 연인을 향한 사랑의 지속과 종식

아무튼 푸쉬킨의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1829년 시가 영원한 양면성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양면성은 사량이란 인간의 감정이 안고 있는 근원적 양면성일 수도 있
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가 유지하고 있는 수사적 모호함에 의해 강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1824년의 시와도 비교해 보았지만，

또 하나의 경우와 대조해 볼 때， 푸쉬킨의 남성 화자가 구사하는 사랑의

수사적 모호성은 확연해진다. 그것은 한 때 자신을 거절했던 오네긴을 향
한 타티아나의 대사로서， 1830년 9월 이전에 씌어진 대목이다. 즉， “당선을
사랑했소”를 쓰고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 씌어진， 여성의 사랑 고백 장면인

것이다.
오네긴， 그 때 난 지금보다 젊었었죠，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었죠; 그리고는 어댔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무엇을 얻었던가요?
어떤 대답을? 오로지 준열함뿐이었지요.
행복은 그렇게도 가능했는데，

그렇게도 가까이 있었는데1.. 그러나 내 운명은
이미 지어졌으니 ....
당신을 사랑해요 (말장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난 다른 사람에게 속한 몸;

명원히 그에게 충실하겠어요.
OHenlH,

j(

TOrlla NO Jl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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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lll e , K4 :keTC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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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JUl，

’

H JI mo6 1!.ß4 B4C; H t TO
4TO B CepueN B4meN JI

:ke?

H뼈J14?

K4KOA OTBeT? o~y CypoBOCTb.

B03NO'뼈0 ，

A C'l 4CTbe 6W10 T4K

T4K 6J1H 3KO!.. Ho cY.llb64 NO Jl
Y:k pemeH4
51 B4C mo6mo (K

'l eNY

.nyK4BHTb ?),

Ho JI .llP yroNY OT .ll4H 4;
51

6y파T

BeK eNY BepH4.

(vrn: 43-7)
남성에 있어서의 사랑의 수사학과 여성에 있어서의 그것을 어떻게 구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와 같은 구별이 시공을 초월해 언제나 타당
한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을지라도， 1829년 시의 남성 화자와 위에 인용된
타티아나가 각각 보여주는 ‘사랑의 담론’이 완전히 상반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타티아나가 일말의 회의나 모호함 없이 고백해

보이는 과거와

현재의 사랑은(“.SI 100ÕHJIa Bac/ .SI Bac 1OO Õ1OO") “당신을 사랑했소”라고 세 번
씩이나 다짐하는 남성 화자의 끝없는 모호함에 대한 확실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당선을 사랑했다”는 그녀의 말에는 그 어떤 자기 연민적 부연도
뒤따르지 않으며， “당신을 사랑한다”는 시인(是꿇)에

있어서

역시 그 어떤

주저함이나 불확실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티아나의 고백은 말 그대로의 메시지일 뿐， 롤랑 바르

트가 말하는 행위적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말장난’을 하지 않으며(“K qeMY

.ny KaBHTb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기술’을 위한 상투적 제스츄어
가 아니다. 우리는 푸쉬킨이 타티아나의 고백을 위해 한 편의 시나 펀지가

아년， 그리고 독백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한 여인의

발언

(speech) 이란 형식을 선택했음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즉홍적인 대화에 있
어서도 엄연한 수사학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사의
규범과 전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나마 가장 문학적 틀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는 단순하고도 자연스런 발언의 장르를 통해 타티아나는 사랑한다

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녀가 한날 시골 처녀였던 시절 오네긴에게 한 첫 고백이야말로 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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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갖춘， 그리고 상투적 수사어로 가득 찬 “사랑의 담론”이었으며， 그 첫

고백에서는 사실

“사랑한다”는 직설적인 구철이

부재했음을 기억해본다

면，l6) 그녀의 진정한 첫 고백은 바로 작품 맨끝에 동장하는 이 한 순간의
발언이라고 역설할 수 있다. 또한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 오네

긴이 선택하는 표현의 형식이 전혀 수사적 진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이 한때는 비웃기조차 했었던 연애시쓰기와 연애편지쓰기에 불
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사랑의 수사에 있어서도 푸쉬킨이 타

티아나에게 절대적인 진정성의 고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여성에게도 물론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랑의 기술’
은 있었고， 남성 못지 않게 상투적인 사랑의 수사학이 존재했다.17) 그렇기
때문에 타티아나의 사랑의 수사(그야말로 로트만식의 마이너스-수사)는 비

단 남성의 수사학에 대한 대립일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그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랑의

담론에

대한 대립인 셈이다.

타티아나의 고백이 실증적으로 드러내준 직설의 수사는 남성 화자의 완곡
어법적， 혹은 역설적 수사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정성
을 상대적으로 실추시킨다. “당신을 사랑했다/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각각
의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에

게 속한 몸이므로 영원히 그에게 충실하겠다” 對 “너무도 사랑했기에 당신
이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 받기를 바랄 뿐이다"

16) 물론 타티아나의 펀지가 규범과 상투성의 틀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에서 따온 진부한 표현과 사고로 뒤범벅된 와중에도， 그것을 사랑
의 수사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나 의도가 그녀에겐 전혀 없었다. 펀지 중간에 감

정의 격감에 따라 존칭과 비존칭을 섞어 쓰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마음에 든 남자
에게 여자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여성의 언어적-행동적

규범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1끼 오비드의 f사랑의 기술』 자체가 남성면과 여성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남성과 여
성의 독자적 사랑 규범은 전통적으로 툴 지어져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초 러시아라

는 문화 공간에 와서는 기존의 사회 전통적 틀 속에 당시 유행하던 낭만주의 연애소
설의 행동적-수사적 규범이 홉수되어 일반 귀족들을 위한 참고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다. 구체적인 예를 찾으려면， 푸쉬킨이 r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묘λ}한， “우울증을 유
발시키는” 러시아 귀족여성의 전형적 양상들과 아울러 당시 귀족사회의 일상적 규범
틀을 매우 홍미롭게 다루고 있는 10. JIOTMIlH의 저서 Qecellhl 0 DVCCJ<O꺼 J<VJJbπp~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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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렇게 따로 떼어내 읽어보면， 두 문장 모두 상투적이기 그지없는

사랑의 담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세기 초 러시아 사회의 틀 속에 넣고
보았을 때， 또 푸쉬킨 자신의 문학적 컨택스트와 그 분장들이 속해
작품의 수사적 공간 속에 넣고 보았을 때

있는

그 차이는 분명 따져볼 수가 있

다. “사랑하지만”과 “사랑했기에”의 차이， 직설과 가정의 차이， 단호한 의지
와 막연한 기원의 차이 - 푸쉬킨은 이것을 단순한 남녀의 수사적 차이로만
간주했다기보다， 성격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다. 타
티아나 뿐 아니라 푸쉬킨의 다른 “낭만적” 여주인공들

r 카프카즈의 포로」

에 등장하는 체르케스 처녀바흐치사라이의 생」에 나오는 자례마집시」

의 챔피라석상 손님」의 라우라 등-- 역시 일반론적인 여성의 사랑 담론

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곧 낭만적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차별，

문명과

자연의

차별，

인격적

진정성

(sincerity가 아니라 authenticity)18) 여부에 대한 판별을 푸쉬킨은 바로 사
랑의 수사학이란 렌즈를 통해서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푸쉬킨의 1829년 시 “당신을 사랑했소"는 그 자체가 사랑의 담론에 있
어서

하나의

커다란

수사이다.

(JII0 6oBHa $l 지HpHKa - BC .ll

-

모든

연애시는

수사가

아니라면

비유

eCJIH HeTpOn. TO HHaKoroBopeHHe)19)라는 슈클로

프스키의 말도 있지만， 푸쉬킨의 시야말로 독자들은 물론， 그의 뒤를 잇는

러시아 시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사용되어져야 할 수사적 원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만약 바르트식의 연애 담론집을 편찬한다면， 거기
에는 “난 너를 사랑해”만이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했소”라는 별개의

장

(章)을 첨가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 장에는 그 한 구절을 둘러싼 우리들

의 온갖 해석이 수록될 것이며

남자가 하는 그 말과 여자가 하는 그 말이

분류되어 대비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래에 인용하는 요셉 브로

드스키의 시처럼， 푸쉬킨이 창조한 사랑의 수사학에 대한 영원한 변주들이
인용될 것이다 .20)

18) Lionel Trilling 의 작은 책자 Sincerity and Authenticity (Cambridge. 1971)는 그 두
개념의 차이(우열의 문제가 아니고)를 문학작품의 예 속에서 찾아 제시해준다.

19) Rancour-Lafeniere. p.
20) 인용되는 브로드스키의

305에 서 재 인용.
시와 소스노라(COCHopa) 의 변주시에 대해서는 19~년 3월

28

일 교토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 “‘'~ Bac JDOÕHJI: JDOÕOBb elle. ÕNTb NO:lCe T.... ’ Oõ O.lnlON

Tpone pyCCKOH JlffiÕOBHO찌 PHTOpHKH" 을 통해 분석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앞
의 주에서 언급한 대로 푸쉬킨의 시에 관한 상호택스트론적 연구는 흘코프스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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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사랑했소. 사랑은 아직도 (어쩌면
그저 아픔인 것일까) 내 뇌를 쑤시는구려.

모든 것은 산산조각으로 박살나 버렸소.
권총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무기를 다룬다는 게
여간 복잡하지 않소. 게 다가 관자놀이를

부줘 버린다? 떨려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실패했소. 벌어먹을! 모두 사람 할 짓이 아니오!

너무도 열렬히， 희망 없이 당신을 사랑했소，
神이 당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 그러나 그렇게는 안될걸!

많은 것에 역사 하시는 그 분이니까
(파르메니드 말대로) 두 번씩 피를 불질러，
내 굵은 뼈대 바스러지게 만들어，
입안의 봉(封)이 당신 입술 -- “젖가슴”이란 말은 지워버리고 -- 에
닿으려는 갈망으로 녹아 내리게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
JI Bac 때6H1I. JiHJ 60Bb ellle (B03NO:I<HO,
qTO npOCTO 60 Jib) CBepJIHT NOH N03rH.
Bce pa311eTe1l0Cb K qepTy Ha KyCKH.
H 3aCTpeJIHTbC~ npo60Ba1l, HO C1IO:I<H0
C OP Y"<HeN. H .lIa 1lee , BHCKH:
B KOTOp뼈 B.lIapHTb? OOpT HJl a He .lIP O~b ， HO
3a.lly M'l HBOCTb. l.I epT! BCe He nO-1DO.lICKH!

JI BaC

1IID6H1I

TaK CH1IbHO , 6e3Ha.lle암iO ，

KaK .lIail BaM 50r .lIPyrH뻐

---

HO He .lIaCT!

OH , 6y~H Ha 빠iQ roe rOpa3 .l1,
He COTBOpHT -- no OapMeHH.lIY --

.lIB~

ceil ~ap B KpOBH , mHPOK아<OCTI뻐꺼 XpyCT ,
qTo6 n 1l0N6M B naCTH n 1laBHJlH Cb OT ~~

KOCHYTbC~ -- “6Io cT" 3aqepKHBaID -- YCT!

해 너무도 면밀히 취급되어져 왔으나， 그의 메마른 구조주의적 접근과는 또 다른 방

향에서 후대 시인들의 푸쉬킨 시 수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으며， 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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