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쩌야나의 변화에서 찾아본 초월의 아름다움 

김 원 한* 

안드레이 씨냐프스끼가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경배에 가까운 뿌쉬낀에 대 

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그의 천재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그는 완벽하게 이해될 수도 있 

지만 다른 한편 이해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이런 까닭으로 뿌쉬낀의 

작품은 수없이 많은 시각으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탄생 200주년을 앞둔 요즘에 

는 1930년대에 발간된 전집이 영인본으로 다시 출간되는 등2) 활발한 출판계의 

움직임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학계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뿌쉬낀 작품은 그 내용이 평이한 까닭에 우리들은 러시아 문학이 자랑하는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봄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예 

브게니 오네긴』이 그러하다. 평범한 사랑 이야기， 맺어지지 못한 두 남녀의 어 

긋난 사랑의 슈셋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문학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러시 

아 비평서에서 기계적이다시피 등장하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러시아 문학사에서 ‘최초의 리얼리즘 작품’3)이라든가 ‘당 

시대의 백과사전’4)이라는 문학사적이며， 사회적인 평가는 접어두고서 『예브게 

니 오네긴』이 지니고 있는 문학성과 작품의 아릉다움은 어디에 있는지를 작품 

* 성균관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AHllpel! CHH5I BCKHl!, nporyJ1KH C nyDlKHHblM(cnE. , 1993), c. 5. 
2) nOJ1HOe COφaHHe CO 'iHHeHßη B 18 TOMax(M. , 1995-1997)은 1937년 에 서 1949년 걸 쳐 간 

행한 nO刀'Hoe coφaHHe CO 'lHHeHHR B 16 TOMax(M.-JJ. , 1937-1949)에 부록권을 덧붙여 간 
행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뿌쉬낀 전집은 1995년 판본이며， 권수와 쪽수만으 

로 표시할 것임 
3) E. C. Mel!J1ax, “EBreHHα OHerHH", c ‘ 417, B I<H.: nyDlKHH. HTorH H npo 6.πeMbl H3Y'leHHJ1(M.

JJ. , 1966). 
4) B. r. EeJlHHC I<뼈， nO쩌 COα CO'l., T. 7(M. , 1955), 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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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브게니 오네긴』은 1823년 5월 9일에 작품 구상이 시작되어 8년이 지난 

1831년 10월 5일에 ‘따찌야나에게 보내는 오네긴의 편지’가 덧붙여짐으로써 완 

성되었다 5) 뿌쉬낀은 작품을 부분적으로 발표하였는데，6) 그 때마다 사회전반으 

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작품을 옹호하는 측과 작품이 보여준 

새로운 경향을 펌하하는 양극단으로부터 호응과 비난의 평가를 동시에 받았 

다.7) 이 작품에 대한 혼란스런 평가를 일단락 시킨 논문은 작품의 전체적인 모 

습이 출판된 1833년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844년과 1845년에 『조국 잡기 

(OTeqeCTBeHHble 3arrHCKH) J 에 설린 벨린스끼의 두 논문 rEBreHHH OHerHHJ 이었 

다.8) 벨린스끼는 이전까지 어긋난 사랑의 이야기로만 해석되던 이 작품에 대해 

오네긴과 따찌야나의 형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분석을 하였으며， 뿌쉬낀 

의 위대함은 그가 당대의 사회를 시적으로 재현한 점과， 오네긴과 렌스끼의 형 

상에서는 러시아 남성을， 따찌야나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여성의 형상을 시적 

으로 묘사한 점 에 있다고 단언 한다.9) 

그런데 『예브게니 오네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 

은 인물연구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에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10) ‘ 19세기초 러시아 귀족 청년의 전형 

5) 자세한 집필일정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10. M JIoTMaH , POMaH A. C. nyDlKHHa “EsreHHH 

OHerHH"(JI. 1980), c. 16-17. 
6) 1장0825년)， 2장0826년)， 3장(1827년)， 4장， 5장， 6장(1828년)， 7장(1830년)， 8장(1832 

년)은 7년에 걸쳐 각각 발표하였으며， 1833년에 이르러서야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HHK. CMHpHOB-COKOflbCK뼈， PaCCKa3bl 0 npmKH3HeHHμX H311aHHJ!X nYDlKHHa(M. , 1962), c. 

95-320 참조할 것. 
7) r. MaKoroHeHKo , <EsreHH.η OHerHH> A. C. nYDlKHHa(M. , 1971), c. 103-104 참조할 것. 마 
꼬고넨꼬는 『예브게니 오네긴~ 1장 발표 당시 러시아문단은 낭만주의가 지배적이었 

으므로 사설주의 경향의 이 작품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으며， 세상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젊은이의 일상적이며 사소한 사건들을 묘사하였다는 이유로써 비판받았다 

고 설명한다 또한 긴 시간에 걸쳐 나누어 발표하였기에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 

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한다. 작품에 대한 당대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바라뜨인스끼가 

뿌쉬낀에게 보낸 편지를 볼 것 .(A. C. nymKHH , XIV, c. 6) 
8) 벨린스끼는 1없4년에 발표한 r제8논문(CTaTb~ BocbMa~)J 에서는 주로 오네긴을 중심으 

로 글을 썼으며， 이듬해 발표한 「저119논문(CTaTb~ DeB~Ta~)J 에서는 따찌야나를 중심으 

로 『예브게니 오네긴』을 분석하였다. 
9) B. r. 5eflHHcKHR, T. 7, C. 473. 
10) 김현택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주인공의 성격묘사에 관한 연구J，러시아문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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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오네긴’11)과 여주인공 따찌야나에 대한 연구12)가 없이는 그들의 

인생여정에 의해 전개되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본 논문은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며， 그 중에서 

도 따찌야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그녀의 형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 

기 때문에 따찌야나 인물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시골 지주의 딸에 

서 출발한 그녀는 빼쩨르부르그의 명망 높은 공작부인으로 외적인 신분의 변 

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은 성숙한 한 인간의 모 

습을 보여준다. 순진한 시골 처녀로부터 빼쩨르부르그 사교계에서도 존경을 받 

는 귀부인으로의 외적인 변화 이변에는， 낭만주의 소설의 모형을 따라서 살고 

자 했던 내성적이며 고독한 시골아가씨로부터 삶의 진실을 깨달은 한 인간의 

완성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공작부인으로의 변화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따찌야나의 변화를 그녀가 지니고 있는 변치 않는 근본 

적인 속성들과 함께 추적해 봄으로써， 그녀의 변화가 작품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근거로 『예브게니 오네긴』을 재검토해 보려 

한다. 

2 

따찌야나가 겪는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그녀가 작품의 처음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지니는 속성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형상을 재 

구성해보자. 

따찌야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2장 24연에서이다. 이후 같은 장 

29연에 이르기까지 화자는 그녀의 성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다. 앞서 23연 

에서의 동생 올가에 대한 외적인 묘사와는 달리 25연의 따찌야나 묘사에서는 

그녀의 내면세계가 화자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해 Æ ， 한국슬라브학회편， 1993, 45쪽. 
11) 10. M. HHKHmeB, OHerHH H TaTb-<lHa, c. 16, B KH.: φ'HJ10J10rWleCKHe HayK.찌M. ， 1972), No. 3 
12) 따찌야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서로는 다음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것: Geraldine 

Kelly, “The characterization of Tat'jana in Pushkin ’ s Evgenij Onegin", Univ. of 
Wisconsin-Madison, 1976. 논문의 저자 캘리는 따찌야나의 심리세계를 중심으로 그 
녀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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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는 아이들 무리 속에서 

뛰어다니며 놀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훌록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곤 했다. 

nHT~ CaMa, B TOnne neTeß 

HrpaTb H np~raTb He XOTena 

H qaCTO ue~ß neHb OnHa 

CHnena MOnqa y oI<Ha.(2:25)13) 

토마스 쇼우의 색인집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텍스트를 읽어보면 따찌야나를 

수식하는 ‘Q.llHa’는 10번， ‘QllHQη’는 1 번， ‘QllHy’는 2번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2장의 따찌야나의 출현에서부터 8장에서 오네긴 

에게 향하는 그녀의 말(pel!b)에 이르기까지 ‘QllHa’라는 형용어는 변하지 않고 

작품 전체에서 그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따찌야나를 수식 

하는 형용어 ‘。llHa’는 그녀의 본질을 규정짓는 주요한 구분점이다. 

슈셋의 전개를 따라서 이러한 수식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따찌야나는 유모가 어린 소팝동무들을 넓은 들에 모아 주는 때도 아이들과 어 

울려 놀지 않았으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 소리 지르는 일도 그녀에게는 따분하 

게만 느껴졌다.(2:27)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보다는 ‘홀로 있 

기’를 좋아하는 그녀의 천성은 이후 성숙한 따찌야나의 형상에서도 잘 나타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여주인공， 

끌라리사， 율리야， 젤피느가 된 

상상을 하면서， 위험스런 책을 들고 

따찌야나는 숲 속의 정적에서 

13) 작품 인용은 1937년 뿌쉬낀 전집을 재 발간한 1995년 판본 nyml<HH, floπ'Hoe C06paHHe 

co t{HHeHH.η， T. 6(M. , 1995)에 의존한다. 이후는 작품의 장과 연은 콜론(:)만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임， 인용된 작품의 번역은 논문작성자가 한 것이며， 아울러 허승철 번역， 대 

위 의 딸(한길사， 1995)을 참고로 했음을 밝혀 둔다. 

14) ]. Thomas Shaw, Pushkin A concordance to the poetrγ(Columbus-Ohio， 1985), 
vol. 2, pp. 685-687. 쇼우의 단어색인을 참고로 하여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OnHa’는 2 

장에서 1번， 3장에서 3번， 6장에서 1번， 7장에서 4번， 8장에서 1번 사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nHoß’는 7장에서 1번 사용되었으며， ‘ODHY’는 3장과 8장에서 각 

각 l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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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록 걸어다닌다 

Boo6pa*a~Cb repOHHeR 

CBOHX B03~6nëHHWX TBOPUOB, 
KnapHcoR, IOnHeR, llen때HHOR ， 

TaTb~Ha B THl뻐He neCOB 

띠쁘 C onacHoR KHHrOη 6pOllHT(3: 10) 

5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있기’를 더 좋아하는 따찌야나는 자신이 

당시의 평범한 시골 아가씨와는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들로부터 이해 

받지 못해 고독을 느끼 게 된다. 이 제 따찌 야나의 ‘홀로 있음’은 그녀 의 고독을 

설명해주는 형용어가 된다. 그녀는 오네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홀로 있 

음’으로 인해 고독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흘좌 지내며，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Boo6pa3H: ~ 311eCb 으므브효， 

HHKTO MeH~ He nOHHMaeT(3:31) 

그녀는 시골에서만 고독했던 것이 아니었다. 모스끄바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언제나 홀로였다. 그곳의 또래 아가씨들이 자기들의 비밀스런 사랑 이야기들을 

속삭여주면서 그 보답으로 따찌야나의 마음 속 비밀을 알고자 할 때에도， 그녀 

논 어 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7:47) 

작품의 마지막 장， 오네긴이 따찌야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 공작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녀는 홀로 집에 있었기에 오네긴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이때 그를 

그처럼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공작부인이 그 앞에 앉아 있다， 홀좌선， 

llBepb OTBOpHn OH. 4TO * er。

C TaKO~ cHnoR nOpa*aeT? 

KH~rHH~ nepell HHM, 액쁘(8:4이 

위의 인용문들로 확인하였듯이， 형용어 ‘OIlHa’(또는 그 변이체인 ‘OIlHO꺼’나 

‘OIlHy’)가 밝혀주는 따찌야나의 고독은 그녀가 처음 나타난 2장에서부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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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5) 그러므로 고독은 따찌야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속성으로 인해 그녀는 외부의 세계보다는 내부 

세계와 더 강하게 연결된다 16) 

자칫하면 외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폐쇄적인 인물로 남을 수도 있는 

따찌야나를 구해주는 외부세계로의 통로는 ‘응시한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r JlJl.lleTb’17) 동사이 다. ‘O.llHa’와 마찬가지 로 ‘rJUI.lleTb’는 그녀 의 또 다른 속성 을 

표현해 주는 모티프이다. 웅시하는 행위는 세계인식을 위한 前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찌야나는 고독 속에서 함몰되는 수줍고 내성적인 인물의 전형에 머물 

지는 않는다. 그녀는 시선이 자연， 사물， 인간 등 외부세계를 향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바램을 드러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가련한 따찌야나는 잠 못 이루고 

어두운 들판을 효좌할묘. 
TaTb~Ha 6e~Ha~ He CnHT 

H B nOJle TeMHOe 딘잭쁘(6:2) 

따찌야나는 감동의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효좌효단 
TaTb~Ha B30pOM YMHJleHH뻐 

BOKpyr ce6~ Ha BC~ 딩잭HT(7:19) 

그녀는 몸을 떨고는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는 오네긴을 융스l합단 
OHa B3~porHyJla H MOJl4HT; 

H Ha OHerHHa 띄E뽀:r.(8:4 1) 

15) 따찌야나가 오네긴에게 자기가 할 말만을 마치고 혼자 나가버리는 8장 48연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16) K. 3MepcoH, TaTb~Ha ， c. 35, B KH.: BeCTHHK MOCKOBCKoro YHHBepCHTeTð., Cep. 9, φHJlOJlO

rH~(M. ， 1995), No. 6. 에머슨은 내적인 삶과 폐쇄성은 따찌야나의 특정으로 남으며， 그 
녀가 가장 개방적일 때조차도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17) 토마스 쇼우의 색인집에 의존해 rm~eTb(또는 그 변이형들인 r m~eJla ， r J1$1~HT)를 찾아 

보면 이 어휘들은 따찌야나와 연관되어 5장에서 4회， 6장에서 1회， 7장에서 3회， 8장 

에서 1회 등 총 13회에 걸쳐 나타난다 ]. Thomas Shaw, pp. 195-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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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에는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궁금히 여기는 

불안감이 보이며， 오네긴이 시골영지를 떠난 후 그의 서재에 들러 주위를 

둘러보는 따찌야나의 시선에는 새로운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보다 

능동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네긴이 찾아와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 위의 마지막 인용문에서는 오네긴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 

는 의도와 함께 그를 나무라는 감정의 눈길을 읽을 수 있다. 그녀가 성장 

하고 난 후인 5장에서부터 rJI.lI,'leTb 동사는 그녀를 서술하는 시 행에서 읽혀 

지는데， 8장에 이르기까지 등장함으로써 따찌야나를 수식하는 주요한 모티 

프가 된다. ‘응시한다’라는 그녀의 속성은 ‘고독’이라는 속성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시골에 있을 때에나 대도시에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고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독’이 암시하는 내면세계로의 지향과， 고독이 가져올 수 

있는 폐쇄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녀의 또 다른 속성인 ‘응 

시’하는 행위는 그녀가 지난 불변의 속성이다. 

따찌야나의 근본적인 두 가지 속성에 덧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은 그녀 

의 ‘책읽기’이다. 그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았던 낭만주의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나 동생 올가와는 달리， 따찌야나는 그 어떤 대상(노래， 뜨개절， 의상 등)과도 

결합하지 않고 오로지 ‘책읽기’와 결합되어 있다 18) 마치 성자전의 주인공처럼 

소녀 따찌야나는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지 않았으며 옷이나 인형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장난치지도 않았다. ‘고독’과 ‘응시하다’라는 두 가지 속성과 함께 ‘책 

읽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자연스레 체득한 그녀의 속성이 된다. 화자는 

따찌야나가 어떻게 책읽기에 빠지게 되는지를 섣명해준다. 

아이들이 하는 장난은 

그녀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겨울밤 어툼 속에서 

듣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H 6MHH neTCKHe npOKa3M 

E때 '1y:!<nμ : CTpamHhle paCCKa3hl 

3HMO~ B TeMHOTe HO'leß 

nHeH.lIHH 60Hbme cepnue eß , (2:27) 

옛날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버릇은 소설 읽기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그녀 

18) K, 3MepcoH, C,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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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의 사권과 사회생활을 통해 세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 

니라， 소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계를 구성하여 인식한다. 

소설들은 어려서부터 그녀 마음에 들었다; 

그것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다; 

E꺼 paHO HpaBHnHCb pOMaHW; 

OHH eß 3aMeHJlnH Bc!!;(2:29) 

그리고 그녀가 아가씨로 성숙하고 오네긴에게 온 정신을 빼앗겼을 때에도 

책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따찌야나는 오네긴으로부터 혹독한 설교를 

듣고 난 후， 주현절 전야에 꿈을 꾼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동생 올가가 방 

에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이 

처럼 책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5:22) 

또한 8장에서 따찌야나가 오네긴의 편지를 읽는 장면은 책읽기의 변이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읽기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따찌야나의 변하지 

않는 세 번째 속성이다. 

그 앞에는 공작부인이 홀로 

앉야었다， 꾸미지도 않고， 창백한 채로， 

어떤 편지를윌곽월단 
조용히 눈물을 쏟으며， 

손으로 뺨을 괴고서. 

KHJl rHHJI nepell HHM, ollHa 

CHllHT, He y5paHa, 5nellHa, 

nHCbMO KaKOe-T。 ‘mTaeT 

H THXO Cne3μ nbeT peKOß, 
Onep뻐Cb Ha pyKy lI\e l<oß.(8:40) 

따찌야나는 19세기초의 시골지주 아가씨의 전형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또 

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성을 지닌 인물이다 19) 독서의 측면 

에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는 딸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며 이전에 낭 

만주의 소설에 빠졌던 자신의 열정을 딸에게 물려준다. 그렇지만 따찌야나가 

19) r. Ma I< OrOHeHKO , “EBreH때 OHe대H" A. C. nymKHHa, c. 148, B KH.: H. MellBelleBa, “rope OT 

yMél" A. C. rpH6oepoBél. r. Ma I<OrOHeHKo, “'EBreHHIt OHerHH" A. ζ nYIDKHHél(M.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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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독서의 세계는 당시에 유행하던 경박하고 피상적인 독서법과는 차별 

이 된다 그녀가 읽었던 책의 범위는 분명 유행의 한계 내에 있었지만， 황무지 

와도 같은 시골 환경에서 20) 그와 같은 많은 양의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과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는 점에서 작품의 여타 인물과는 분 

명히 구분된다. 

2장 29연에서 따찌야나 부모들의 독서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 그녀의 아버지 

라린은 책에 대한(당대의 소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기에， 책을 그저 단순 

한 장난감으로만 여겼으며， 어머니는 리처드슨을 좋아했으나， 작품을 읽고 이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처드슨을 동경했기 때문인데 이는 라니나의 친척인 알 

리나 공작부인의 영향이었다.(2:30) 

벨린스끼는 이러한 주변환경에서 따찌야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21) 따찌야나에게 책읽기를 권하는 인물은 없었으며， 그 

녀에게 독서를 지도해 주는 충고자 또한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도시에서 동떨 

어진 광야와도 같은 벽지에서 당시의 소설을 구해 읽을 수 있었다는 일은 의 

섬스러울 만큼 경이로운 일이다.22) 

따찌야나는 ‘홀로 있음’이 드러내주는 ‘고독’과 ‘응시하기’와 함께 ‘독서’의 속 

성을 끝까지 지닌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작품에서 변화하지 

않는 채로 남게 되는 것일까? 

따찌야나가 지니고 있는 위 세 가지 불변의 속성들은 그녀로 하여금 더 큰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고 동시에 진실을 체득하게끔 해주는 배경이 된다. 역설 

적이게도 이 불변의 속성들은 그녀를 변화시키는 계기의 바탕이 됨을 이후 따 

찌야나가 보여주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먼 

20) 따찌야나의 영지와 이웃하던 오네긴 아저씨의 서재의 묘사(2:3)는 그녀가 처한 열악 

한 환경을 잘 표현해준다. 

오네긴은 장을 열어 보았다;/장 하나에서는 지출장부를 찾았고，/또 다른 

장에는 죽 늘어놓은 날리프까와/사과즙이 틀어 있는 단지와/1808년 달력이 

들어 있었다:;노인네는 할 일이 많아서/다른 책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다.(2:3) 

21) B. r. BeJlHHCKI깨， T. 7, c. 483. 
22) 화자는 독자들의 이런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즉 5장 23연 

에서 따찌야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 책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깊이있는 작품은/떠돌이 장사꾼이 가져다주었다/한번은 그들 영지에 

와서/짝이 맞지 않는 ‘벨비나’와 함께 그 책을/3루블 50 꼬빼이까에 따찌야 
나에 게 팔았다(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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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적인 변화를 살펴보자. 

3 

따찌야나는 자신이 읽은 책들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한다. 그런데 그 책들은 

그녀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낭만주의 세계를 

심어주었다. 따찌야나는 책을 끼고 오솔길을 걸어다니며 자신이 소설 속 여주 

인공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사랑의 상대자를 가슴속에 키우게 된다. 그러다가 

그녀가 읽었던 모든 낭만주의 소설들의 주인공들이 오네긴에게 합쳐져서 나타 

났던 것이며， 오네긴은 소설에 등장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대치물’23)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은 미리 정해진 당연한 순서였다. 

때가 되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이처럼 땅에 뿌려진 씨앗은 

봄의 불길로 생명을 얻었다. 

nOpa rrpHWJla, OHa BJlIO마IJlaCb 

TaK B 3eMJlIO rraawee 3epHO 

BeCH비 。rHeM 0*HBJleHo(3:7) 

위의 3장 7연에서는 ‘씨앗’은 그녀가 소설틀을 통해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랑 

의 환상을 의미하며， ‘봄의 불길’은 오네긴과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 

찌야나는 이제 사랑할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제 기다림은 끝이 났다… 두 눈이 열렸다; 

그녀는 말했다 · 바로 이 사람이다| 

11 ao*aaJlaCb... OTKPbIJIHCb 0 t.1H; 

OHa CKa3aJla: 3TO oH!(3:8) 

따찌야나는 오네긴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미 품고 있던 환상적인 모형에 오네긴을 짜 맞추어 사랑에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녀의 독서는 왜곡된 세계모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지 

23) 10. M. HHKHWeB,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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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녀가 독서를 통해 지니고 있던 잘못된 인식의 틀을 이후 고치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또한 독서를 통해서이다. 

그리고는 적막한 서재에서， 

잠시동안 세상 모든 일을 잊고서， 

마침내 혼자 남아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 읽을 기분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골라놓은 책들은 이상한 것들이었다. 

따찌야나는 강렬한 마음으로 

독서에 빠져들었다 

또 다른 세계가 그녀 앞에 열렸다 

H B MOnqanHBOM Ka6HHeTe, 
3a6μB Ha BpeM~ Bcë Ha CBeTe , 
OCTanaCb HaKOHeu OaHa, 

H aonro nnaKana OHa 

nOTOM 3a KHHrH npHH~naC~ 

CnepBa eA 6Mno He ~O HHX, 

Ho nOKa3anC~ BM60p HX 

EA CTpaHeH , 니TeHblO npe~anac~ 

TaTb~Ha *a~HOIO aymoA: 

H eA OTKpMnC~ MHp HHOA , (7:21) 

오네긴의 서재에서 그녀가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은 ‘시대가 반영되어 있고’ 

‘현대인의 모습。1 ’ ‘꽤 올바르게’ 묘사되어진 것들이었다，(7:22) 이제까지 그녀가 

낭만주의 류의 소설들을 통해 알고 있던 왜목된 세계24)와는 달리 현대인의 비 

도덕적이며 이기적인 모습까지 그대로 진솔하게 드러내는 책을 오네긴의 서재 

에서 읽게 된다. 

24) 화자는 이런 소설을 ‘위험하고’ ‘기만적인’ 책들이라고 서술한다: 
소설들은 어려서부터 그녀 마음에 틀었다/그것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였다/그녀는 리차드슨과 루소의/기만에 흠빽 빠져 버렸다(2:29)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여주인공/끌라리사， 율리아， 첼피느가 된/상상을 

하면서， 위험스런 책을 들고/따찌야나는 숲 속의 정적에서/홀로 걸어다닌다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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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찌야나의 변화는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 

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옷했던 현실세계， 낭만적인 환상의 안개가 걷 

힌 산문적인 세계의 참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녀의 ‘지혜는 

깨어나고’ ‘인간에게는 사랑의 고통과 비애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고통과 슬 

픔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25) 사랑 이외에는 알지 못하던 그녀가 이 세상에 

는 삶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따찌야나의 정신적인 발전의 주요한 경계는 오네긴 영지의 서재이다. 

또한 그녀는 이곳에서의 독서를 통해 오네긴의 내면세계의 형성과정을 추적하 

게 됨으로써 (7:23) 지금에서야 오네긴을 끝까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네긴 

의 이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이념을 받아들이게 된 

다. 즉， ‘자유와 평정이 행복의 대체물’잃)이라는 오네긴의 이념을 수용하게 된 

다 27) 

그녀가 시골을 떠나며 자연에게 보내는 독백의 작별 인사말은 서재에서 독 

서하는 따찌야나의 묘사 이후에 바로 나타나기에 그녀의 독백은 지금까지 그 

녀가 품고 있던 잘못된 세계인식법에 바치는 작별의 인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안녕， 평화스러운 계곡이 여， 

그리고 너희틀， 다정한 산언덕들이여， 

그리고 너희들， 다정한 숲이여; 

나는 사랑스럽고， 조용한 세계를 

화려하고 무가치한 소음과 바꾸나니， 

npOCTHTe, MHpHμe ，'lOJ1HHμ， 

H BbI, 3HaKOMblX rop BepmHHbI, 

H B퍼， 3HaKOM퍼e J1eCa; 

MeHJlIO MHJ1잉li ， THXHli CBeT 

Ha myM 6J1HCTaTe J1bHbIX cyeT,(7:28) 

우리는 이런 그녀의 변화를 내적인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따찌야나 

25) B. r. OeJ1HHCKHli, T. 7, c. 497. 
26) 오네긴은 따찌야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전에 자신이 지녔던 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 
히면서 후회한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유와 평정이/행복의 대체물이라고，’'(8:32) 

27) 에. M. HHK때eB ，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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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인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이후에도 끝까지 지니게 되는 ‘고독’ 

‘응시하기’를 바탕으로 하고 ‘독서’가 변화의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서 변화하는 따찌야나에게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변화법을 보게 된다. 즉 이 

변화는 그녀의 내면세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 지니고 

있던 낭만적인 세계관을 마음 속 깊은 곳에 애정을 담아 보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4 

오네긴 영지의 서재에서 일어난 따찌야나의 변화를 내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결혼으로 생긴 변화는 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그녀의 외양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따라서 그녀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2장의 올가에 대한 소개와 따찌야나에 대한 소개 

의 연 (23연 -25연)을 읽으면 이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따찌야나가 

어떤 단계를 거쳐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7장의 몇몇 연에서 추출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화자는 그녀의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기와 단계 

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있) 다만， 모스끄바 사교계에서 어떤 장군이 그녀에게 

관심을 나타낸다는 시행을 7장에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어떤 위엄 있는 장군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A rna3 Me% TeM C Hee He CBOnHT 

KaKo l!-To Ba%HbI꺼 reHepan. (7:54) 

28) 오네긴에게 향한 따찌야나의 질책 어린 말(pe'lb )(8 :46)에서 그녀가 결코 시골 영지의 

옛 세계를 결코 저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9) 8장에 나타나는 따찌야나의 변화는 7장과의 단절에 의해 명확한 설명을 주지는 않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따찌야나에게 신비스러운 베일을 씌워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추마꼬프는 이와 같은 불명확한 변화가 뿌쉬낀의 계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추 

마꼬프의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10. H. I./YMaKOB, TaTb~Ha， KH~rHH~N， My3a, C‘ 102, B KH.: 

KOHl!enl!HJ/ H CMblc.n(cnõ.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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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8장에서 따찌야나의 남편이 장군임을 고려한다면， 7장 54연에 나타났던 

장군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것이며， 따찌야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눈물로 

결혼을 바랬으며， 결국 따찌야나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장군과 결혼했을 것 

임을 따찌야나의 말(8:47)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7장과 8장 사이에 지나간 2년여의 시간떼) 동안에 따찌야나는 또 한 번 변화 

를 한다. 촌스러운 시골 아가씨로부터 빼쩨르부르그 사교계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군 부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변화를 

보여준다. ‘순진하고 귀여운 아가씨’의 모습은 이제 온데 간데 없고 ‘위엄’에 가 

득찬 ‘냉담한’ 공작부인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시골 영지를 떠나 타지에서 

3년여 떠돌아다니다가 사교계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오네긴은 그녀를 간신히 

알아본다. 

그녀는， 몸을 떨지도 않으며 

또는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다든지， 붉어지지도 않는다… 

그녀는 눈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묻지도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아도， 

따찌야나의 예전의 흔적을 

오네긴은 찾을 수가 없었다. 

EA-eA! He TO 4T06 ConporHynacb 

I1nb CTana Bnpyr 6nenHa, KpaCHa'" 

Y HeA H 6pOBb He WeBenbHynacb; 

He c%ana na%e ry6 OHa. 

XOTb OH rn꺼nen Henb3~ npHne%HeA, 
Ho H CnenOB TaTb~H~ npe%HeA 

He MOr OHerHH o6pecTH(8:19) 

그러나 그녀의 변화는 예전의 가없은 따찌야나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변화 

는 아니었다. 따찌야나의 내면세계의 변화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녀는 이전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세계를 깊 

이 간직해둔 채로 새로운 것을 체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오! 그녀의 말없는 이 고동을 

30) 장군은 오네긴에게 자기가 결혼한지 2년 가량 되었다고 밝힌다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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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 알아차리 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1 

예 전의 따냐， 가없은 따냐를 

공작부인에게서 이제 그 누가 읽지 못하겠는가| 

0, KTO 6 HeMμx eë cTpallaHHlI 

B cell 6MCTPMlI MHf He npo4HTan! 

KTO npe*Hell TaHH, 6ellHoll TaHH 

Tenepb B KHS! fHHe 6 He Y3Han!(8:41) 

15 

‘품위 있고 태연스러운 살롱의 여왕’의 모습에서 예전의 따냐의 모습을 읽을 

수 있음은 7장과 8장 사이에서 따찌야나 형상이 단절된다는 비평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해주며， 8장의 공작부인과 시골에서의 따찌야나가 결국은 연속적인 유 

기체이며 단일한 형상임을 설명해 준다 

오네긴이 공작부인 따찌야나에게 마치 ‘어린아이처럼’(8:30)사랑에 빠지는 까 

닭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오네긴의 충동적인 

욕구 때문31)은 아니며 그녀가 ‘상류사회에 드나들고 돈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며， 궁정의 은총을 받기 때문’(8:44)은 더더욱 아니다. 오네긴은 ‘차갑지도 

않고’ ‘수다스럽지도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시선도 없이’ ‘교태도 부리지 않 

는’(8:14) 지금의 공작부인 따찌야나에게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다. 오네긴이 

사랑에 빠진 대상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지니고 있는 ‘변화한’ 따찌야나임을 다 

음 두 연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저 여인이 따찌야나란 말인가， 

그가 무시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그에게 이렇게 

냉정하고 대담할 수 있을까? 

Y*enb Ta caMaS! TaTb꺼Ha ， 

Ta lleBo4Ka, KOTopoll OH 

npeHe6peran B cMHpeHHoll llone , 

Y*enH C HHM ce1l4ac 6μna 

TaK paBHollywHa, TaK cMena?(8;20) 

31) K. 3MepcoH, c. 32. HHKHweB 또한 오네긴이 사랑에 빠진 이유를 ‘장애가 정열을 불태우 

기 때문’이 라고 설명 한다(10. M. HHKHweB, 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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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혼잡한 연회장을 떠나， 

생 각에 잠겨 집 으로 돌아왔다; 

OH OCTaBn~eT payT TeCHW때， 

lloM。꺼 3allYM1.iHBO elleT oH;(8:21) 

그러므로 ‘그녀는 얼마나 변했던가!’라는 다음의 감탄문은 위의 

석할 수 있다. 

맥락에서 해 

그녀는 얼마나 변했던가| 

Ka I< H3MeHHnaC~ TaTb~Ha!(8:28) 

위 인용된 시행은 화자의 발화이기도 하지만， 오네긴의 

주는 시행이기도 하다. 이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오네긴의 

나에게로 쏠리게끔 만든다. 

깊은 충격을 

마음을 온통 

대변해 

따찌야 

따찌야나의 변화를 두 가지 범주，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그녀의 변화는 기존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 

라， 옛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만의 폭넓은 개성 

을 만들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그녀의 변화는 이 작품에 둥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과도 닮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라리나 부인세대의 인물틀32) 

이나 동세대인 렌스끼와 올가는 물론이고 오네긴도 그녀만큼의 개성의 폭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5 

모두에서 비추었듯이， 이 글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본질적인 측면을 따찌야 

나의 형상， 그 중에서도 그녀의 변화라는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밝혀 보려는 데 

있다. 

따찌야나는 오네긴의 서재에서 독서를 함으로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 좀 더 가까워지고 이후 모스끄바 사교계를 접한 후 N공작과의 결 

혼을 통해 빼쩨르부르그의 사교계를 움직이는 공작부인이 된다. 그녀는 이제 

32)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그들이 지닌 모든 것들은 옛 모습 그대로 
이다(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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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현실세계를 봄소 체험하고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 현실은 그녀의 시 

골세계와 그 곳에서 읽었던 낭만적인 소설의 세계와는 어울릴 수 없는 세계이 

다. 따찌야나는 사교계의 허망함과 현실의 덧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8:46) ， 품 

위 있는 행동과 거리낌없는 태도로 주위로부터 선망의 눈길을 받는다.(8:15) 그 

러면서도 그녀는 가슴 속 갚은 곳에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 

... 지금이라도 가장무도회의 이 모든 시시한 것들과， 

번쩍거림， 소음， 악취들을 버리고， 

책꽂이와 정원과， 

우리들의 초라한 집을 

택할 수만 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Ceß4aC OTnaTb ~ pana 

Bc~ 3TY BeTOmb MaCKapana, 
BeCb 3TOT 6JleCK, H mYM, H 4an 

3a nOJlKY KHHr, 3a nHK써1 can, 

3a Hame 6enHoe >!<HJlHU\e ,(8:46) 

오네긴의 경우를 살펴보자. 오네긴은 도시의 분주함을 싫어해 시골의 영지에 

정착한 바 있다. 그 또한 일찍이 사교계의 허망함을 눈치채었고(1:37) ， 낭만적 

세계관이 지닌 기만성을 간파하였다. 그런 까닭에 오네긴은 렌스끼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나 정열적으로 시를 옳을 때 마음속으로 웃음을 머금고서 그를 

지켜볼 뿐이다.(2:15) 오네긴은 너무나 빨리 현실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렌스 

끼가 낭만주의 세계 내에서 머무르고 그 지점에서 삶을 종결지었음에 비해 본 

다면， 오네긴은 최소한 렌스끼 보다는 한 걸음 더 내디딘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낭만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경계에까지 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시인이 되지도 못했고， 죽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않았다’ (8:39) 그는 그 경계에 

서 느낀 환멸감에서 머물러만 있을 뿐， 현실에 순응하거나 참여33)하지도 못했 

33) 소비에트비평사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 오네긴에 대한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해석， 즉 
오네긴은 12월 당원이 되어 혁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해석은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해석법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들은 텍스트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예컨대， 2장 

16연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시행을 놓고서， 

‘모든 것’에는 정치적인 논쟁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오네긴의 싹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상적이며 비현실적’(BeJlHHCK때， c. 469)인 인물인 렌스 

끼와의 사이에서 그런 논쟁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10. M. HHKHme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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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실을 넘어가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따찌야나와 구분된다. 

『예브게니 오네긴』의 핵심사건은 오네긴과 따찌야나의 만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없) 좀 더 정확히 말하자변 따찌야나가 오네긴을 질책하면서 자신의 솔 

직한 감정을 밝히는 마지막 만남의 대목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따찌야나 

가 오네긴에게 말하는 이 장면은 벨린스끼의 비평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 

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유는 7장까지에서 파악된 따찌야나의 일반적인 형상 

과 8장에서 등장하는 공작부인 따찌야나의 형상 사이에서 대개의 비평가들은 

단절감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며， 더욱이 오네긴을 비난하는 말과 그를 사랑한다 

는 고백 사이에서는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벨린스끼는 뿌쉬낀이 따찌야나의 형상으로써 러시아 여인을 시적으로 표현 

하였다고 뿌쉬낀을 높이 평기하였지만， 따찌야나에 대한 벨린스끼의 태도는 칭 

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는 따찌야나에게서 갚이 있고도 열정적인 러시아 여 

인의 모습을 읽지마는， 남편에 대한 그녀의 순종35)에서는 미덕 있는 행동이 아 

닌 타락한 복종36)을 읽기 때문이다. 삐사레프는 더 한층 극단적인 평가를 내린 

다. 즉 ‘그녀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하루하루 살아갈 뿐’윈)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그녀를 비난한다. 

벨린스끼나 삐사레프와는 정반대로 도스또예프스끼는 따찌야나를 극찬하였 

으며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작품 명을 “따찌야나”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 

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그녀를 편애하였다. 특히 따찌야나의 말(petJb)에서는 그 

녀의 말의 핵심이 ‘타인의 불행을 전제로 하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잃)는 데에 

있다는 해석을 하였으며， 그녀가 보여준 결혼에의 의무감을 러시아 민중의 힘 

18-19, 25-26을 참조할 것. 
34) r. MaKoroHeHKo, c. 148 
35)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옴을 맡겼으니/그 분에게 영원히 충실할 것입니다.(8:47) 

36) B. r. IìeJIHHcKHl!, c. 501를 참조할 것. 
37) r. MaKoroHeHKo, c. 107에서 재인용. 

38) φ. M. lloCToeBcK때， nyDlI씨H(04epK) ， C. 142. B KH.: φ. M. llocToeBcK째， 110.RHOe COφaHHe 

COtfHHeHH.꺼 B 30 T. , T. 26, c. 142 특히 도스또예프스끼는 따찌야나의 남편이 노인이라 
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희생적인 의무감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오네긴과 따찌야나의 

남편이 너나들이(TbIKaTbC5I)하는 8장 17연과 친구사이임을 밝히는 8장 18연을 읽으면， 

도스또예프스끼의 주장이 편파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슬로님스끼는 

따찌야나의 남편 나이를 32살 가량으로 추정한다. 다음 연구서를 참조할 것 A. CJIO

HHMCKHl!, MacTepcTBo flyαKHHa(M. ， 1959), 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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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시키고， 결국은 오네긴과 같이 뿌리도 없이 흘러 다니는 부류들을 구원 

할 것 39)이라는 러시아의 운명에 대한 예언자적인 해석을 내렸다. 

삐사레프나 도스또예프스끼의 8장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은 작품 전체를 오 

독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세대들이 뿌쉬낀과 『예브게니 오네긴』을 이해하는 

데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40) 벨린스끼나 삐사레프의 해석에 의하면 따찌야 

나는 수동적이며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는 인물로 규정된다 그렇지만 

그녀가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님은， ‘당시로 봐서는 대담하게도’41) 그녀가 먼 

저 오네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 

명이 된다. 

현대 비평에 와서 8장의 해석은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컨대 8장 

의 공작부인 따찌야나는 시골과 모스끄바 공간에서의 따찌야나와는 별개의 인 

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8장의 따찌야나는 뿌쉬낀의 개인적인 뮤즈여신이라는 

해석 42) 이 있으며， 더 나아가 오네긴을 질책하는 8장의 따찌야나는 작품에서 현 

실 사건이 아니라， 오네긴의 환상 속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43)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에 의존하면 7장까지의 따찌야나와는 유기적 관계가 없 

는 8장만의 따찌야나가 생겨나며 작품 전체의 통일성은 깨어지게 된다. 또한 

따찌야나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는 옛 모습을 

간직한 채로 변화한 인물이기에 결국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의 형상임이 증명 

되었다. 

따찌야나의 말(pe'!b)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찌야나는 오네 

긴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긴을 꾸짖고， 자신을 제발 

내버려두라는 간청 (8:47)에만 더 주의하여 해석한다면， 따찌야나는 자신의 안위 

만을 지키려는 사교계의 평범하고도 현실적인 공작부인으로만 머무르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8장의 따찌야나는 별개의 인물로 해석되고， 옛 모습이 전혀 남 

지 않은 변화한 공작부인으로만 읽혀진다. 그러나 따찌야나의 말(8:42-47) 이 나 

오기 이전의 두 개의 연 (8:40，41)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말을 해석한다면， 그녀 

는 아직 옛날의 따찌야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여전히 오네긴을 진정으 

로 사랑하고 있으며， 단순히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려고 오네긴을 거부하 

39) φ. M. lloCToe8cn때， T. 26, c. 129-130. 
40) r. MaKoroHeHKo, c. 110. 
41) 에. M. HHKHme8, c. 17. 
42) A. CHH1I 8CK싸!， C. 21. 
43) K. 3MepcoH, c.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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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펀지를 홀로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는 오네긴을 여 

전히 사랑한다고 어렵사리 고백을 하는 따찌야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긴 

을 질책하는 모순되는 듯한 그녀의 말 사이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지니고 있 

는 해결책이 없는 불행한 사랑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따찌야나의 내적 긴장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오네긴을 꾸짖는 따찌야나의 말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감정을 산문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진정한 의미는 따찌야나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는 ‘행복이 없는 일 

상적인 삶의 존재론적 수용’45)이라는 견해도 일견 타당한 듯 하지만， 이런 해 

석은 따찌야나를 수동적인 인물로 해석하게끔 한다. 

그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녀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 

는 수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는 결코 현실에 단순히 순웅하는 것 

도 아니며， 과거에 품고 있던 낭만적인 세계관과 친숙한 시골 영지의 세계를 

일방적으로 버리고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는 태도도 아니었다.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현실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그녀가 즐겨 읽 

었던 낭만주의 소설의 어떤 여주인공과도 닮지 않았으며 w예브게니 오네긴』의 

어떤 등장인물과도 공유되지 않는다. 결코 즐겁지 않은 사교계의 생활과 담담 

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생활에서 환멸을 느끼고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살아가려는 따찌야나의 삶의 태도는 결국 그녀가 변화하는 가운데 보 

여주었던 양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변화’라고 설 

명할 수도 없으며， ‘발전’이라는 용어로써도 그녀의 변화해 가는 삶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수평적인 자질의 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세계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란 점에서 ‘변화’가 함축하는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발전’이란 단어는 직선적이며 물질적인 의미 

망을 가지고 있기에 따찌야나의 삶의 태도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찌야나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땅과 그 현실을 잊지는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사교계)의 덧없음을 잘 지 

적해준다.(8:46) 그렇지만 따찌야나는 현실에 환멸감을 느껴 폐쇄적인 인물로 

남는다거나， 현실을 부정하여 저버리지도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현실을 버리 

고 예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오네긴과 함께 떠나는 현 

44) 10. M. HIIKllmeB , C. 23. 
45) Geraldine Kelly,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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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도피적인 탈출구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에 파묻히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환멸을 느껴 도피의 안식처를 꿈꾸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현실을 포용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현실을 넘어가는 삶의 자세를 따찌야 

나에게서 읽게 된다. 

이런 그녀의 삶의 자세는 ‘현실을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초월(超越)’의 자세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신이 지닌 근본적인 속성들과는 모순되는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근본을 앓지 않는 삶의 태도와， 현실에서 벗 

어나지 않으면서도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통하여 현실을 넘어가는 태도는 

초월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오네긴으로부터 

떠나면서 보여주는 초월하는 삶의 자세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넘어가는 아름다웅을 보여준다. 

따찌야나가 보여준 초월의 아름다움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본질이다. 오네 

긴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따찌야나의 뒷모습이 비춰주는 아름다움은 ‘모든 기억 

을 지닌 채’ 삶의 길을 떠나는 아름다움이다. 진정한 의미의 초월이란 환멸스 

러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만스러운 세계를 구축 

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을 넘는다는 것임을 따찌야나의 변화를 통하여 작가는 비춰준다.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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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им ВОН Хан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образа Татьяны через ее изменение в 

Евгении Онегине. У не/! есть три неизменно свойствен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и: 

'одна', 'глядеть' и 'читать'. И эт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оставляет образ Татьяны 

из второй главы, где впервые проявляет она, до последней восьмой главы. 

А Татьяна изменяется в Евгении Онегине в двух уровнях, то есть внутрен

нем и внешнем уровне, Она изменяется из деревенской девушки в петербург

скую даму, жену знаменитого генерала. 3то внешнее изменение. А так>Ке она 

испытывает внутренее изменение. До того, как она читает книги 8 комнате 

Онегина, она начитала романтические романы и не было у нее осущения 

настоящего мира, Но после того, она осознала истину жизни и стала зрелым 

человеком. Это внутреннее изменение. 

Интересно то, что она изменилась, не бросая прежнее ромаНТИ4ес\(ое миро

воззрение, а храня св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и прежнюю Таню. 

мы вычитываем в восьмой главе, что она, играющая главную роль в суетном 

свете, не бросит свою роль J(aK J(НЯГИНЯ.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JOOбовь к Онегину, 

она не принимает его и буде"!" верна генералу J(aK жена. Ее решение соо"!"ве"!"

ствует её изменению. 

мы можем называть "!"акие её манеры в ЖИЗНИ 'трансцендентностью'. Татьяна 

:!Сивет в настоящем не пассивно, а наоборот активно : она принимае"!" дейс"!"ви

тельность ВJ(JOOчая себе свой прежний мир. Она вечно верна своему мужу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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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eTCjj llaM。α CBeTa neTepõypra. OHa nO*HBëT KaK KHjjrHHjj , emë nroÕjj ÕellHYID 

llepeBH~ H OHerHHa. 

Eë ‘TpaHcueHlleHTHOCTb’ õblJla KpaCHBa TOrlla, Korlla OHa KOH lIHJl CBO~ pellb 

OHerHHy H yWJla. ‘TpaHcueHlleHTHOCTb’ COOTBeTcTByeT nepeXollY aBTOpa μ3 

pOMaHTH3Ma K peaJlH3MY. ABTOp nepewëJl K peaJlH3My, He ÕpOCajj pOMaHTH3M, a 3a 

BeTHO XpaHjj 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