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움직임의 텍스트 - 푸쉬칸의 <석상 손님〉 

김 희 숙. 

“Cpe뻐 6e3μ。1I8HIα nepexo.a08 

EpOIlH.a 51 •• ." 

적막한 회랑 사이률 

이리저리 거닐었다 ... 

푸감킨，<바흐치사ef이의 분수>1) 

“HHKTO 8 nylKHHe He OCTAeTCJ, Hðo OH 

CAM 8 .aAHHOM nylMHHe He OCTAeTCJ. 

A OCTUll뼈CJ HHkOr.aA 8 n앤ICHHe H He 1íw8 AJ1." 
어느 누구도 푸쉬킨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푸쉬킨 자신이 

주어진 푸쉬킨 속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머무르는 자는 

결코 푸쉬킨 속에 있었던 적이 없는 자이다. 

마리냐 츠예타예바<냐탕리of 곤차로바>2) 

“ ... nOCTH'Ib nylKHHA HAM npOle He C nApAllHOrO 

8XO.aA •.. 

정문 현관에서 푸쉬킨올 이해하기란 청말 어렵다. 

of브랑 테르츠，<푸쉬킨과의 산보>3) 

1. 낭만적 지향으로서의 끊임없는 움직임 

푸쉬킨은 늘 움직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 한번도 외국여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A. C. nymKHH, C06plJ. HHe CO'lHHeHHit 8 lleCJl TH TOMlJ.X, T. 3, MOCIC8A, 1981, 136쪽 

2) MApHHA H. UseTAesA, 06 HCKyccTBe, MoCl<8A, 1991, 174쪽. 
3) A. Tepu /AH.apeR CHH~SCK때， “npory1ll<H C nymKHHbIM'’, C06plJ. HHe CO'lHHeHHit 8 IlByX TOMlJ.X, 

T .1, MocKsa, 1992,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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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푸쉬킨은 러시아제국을 남으로 

동으로 다니며 4)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고5)， 모스크바-페테르부 

르그와 페테르부르그-미하일롭스코에-트리고르스코예의 길을 끊임없이 왕 

래했다. 그러나 푸쉬킨의 전기가 보여주는 강력한 지리적 역동성， 전기적 움 

직임 그 자체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푸쉬킨의 방랑적 글 

쓰기， 그의 텍스트에 특징적인 기호 앙상블의 다층적인 움직임이며， 특히 세 

계문학의 첫째가는 방랑자 주인공 돈 후안의 비극 fKaMeHH뼈 rOCTb.JI에서 푸 

쉬킨이 시도했던 방랑텍스트 내지는 텍스트방랑 프로젝트의 본질을 분석해 

보는 데 이 글의 목적 이 있다. 

물론， 끊임없는 웅직임과 옮겨가기는 푸쉬킨의 전유물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성향이다. 정확하게 그어진 경계와 테두리를 갖는 서로 대립하 

는 두 개의 세계， 즉 하나의 예속적인 세계와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로 이루어 

진 계몽주의적 세계상과 달리， 낭만주의의 세계는 완전히 밀폐되고 차단된 예 

속의 세계와 그 세계 바깥에 놓여있는 무한하고 비공간적인 자유의 세계로 

나눠진다. 그 속에서 낭만주의적 슈제트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상태 

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 즉 예속의 세계로부터 떠 

나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계몽주의의 슈제트가 하나의 출발점과 하나의 종착 

점을 가진다면， 낭만주의적 자유의 슈제트는， 로트만이 간략하게 요약하듯6)， 

하나의 출발상황과 하나의 방향을 가지는 것이며， 계몽주의의 정해진 종착점 

대신에 하나의 방향올 가질 뿐인 낭만주의의 슈제트는 원칙적으로 열려있다. 

하나의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또 하나의 고정된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낭 

만주의자들에겐 부동성(不動性)와 다름없으며 그들에게 자유란 끊임없는 운 

동， 끊임없는 웅직임， 끊임없는 이동올 의미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웅직임을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푸쉬킨의 방랑적 텍스트로서 돈 후안 비극올 다루는 데 있어 키에 

4) 1820-32년간의 남방유배와 1829년의 아즈룸 모험， 그리고 1833년의 “방랑 짜르” 푸 

가효프의 자취를 더듬는 오렌부르그 여행. 

5) 자세 한 것 은 11. 11. Tpy6e, “OCTpoB ByJIH". ny8JKHH H reorplllþHJI, rOpbKI!Il, 1992, 5쪽 참조. 
6) “POμaHT I!QeCKl!1l c~eT oCBo60*neH뼈 - 3TO He nepexon, a yxon. OH I!MeeT I!CXonH)'IO 

n03뻐뻐 - I! HanpaBπeHHe BMeCTO KOHeQHOIl TOQKI!. OH npl!HUl!nl!aJlbHO OTKp외T， {".)" 
10. M 1I0TMaH, AHaJll!3 n03TI!QeCKOrO TeKCTa, 0 n03Tax H n033HH, CaHKT-neTep6ypr, 

1996,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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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케고르는 우리에게 큰 도움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 낭만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있던 1잃0년대에7) 키에르케고르는 1잃5년과 36년의 일 

기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올 적고 있다: 

1. “커다란 세 개의 표상(돈 후안， 파우스트， 영원한 유대인)이 이른바 종교 바 
깥의 삶을 세 방향에서 대표한다. 삶에서 이 표상들이 개별 인간에게로 넘어 

가서 그에게 전수될 때 비로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온다다.“….“. 

2. ““. 주목할 만한 것은 파우스트가(그를 가운데가 아닌 세 번째 입장으로 만드 

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돈 후안과 영원한 유대인(절망)융 자신 속에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돈 후안은 서청적으로， 따라서 음악으로서 파악 

되어야하고， 영원한 유대인은 서사적으로， 파우스트는 극적으로 파악되어야 
합올 잊어서는 안된다 

3. “지금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 영원한 유대인의 시대이다."8) 

평생방랑자 아하스버의 전셜은9) 유대인틀을 그리스도의 살해자로 비난하던 

중세후기의 반(反)유대주의와 경향을 함께 하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 

신에게 내려진 정당한 벌올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회하는 유대인에 관한 중세 

기독교적 미래상올 함께 구체화시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서 

아하스버의 전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독교적 주장의 차원올 벗어나서 이 

전셜이 행하는 알레고리적 기능 때문이며， 이 알레고리화의 과정이 계몽주의 

에서 시작되어 낭만주의로 나아가면서 절정에 이르고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계몽주의의 아하스버는 계몽주의적 여행자의 형상과 아주 긴밀혀 결합하여 

7) 일반적으로 키에르케고르는 1841년 “Konzept der Ironie"( <Om begrebet ironi med 
stadigt hensyn til Socrates>)에 가서야 그의 초기의 낭만주의로부터 거리를 취한 
것으로 얘기된다. 

8) S. Kierkegaard, Papirer, 1, Kope며lagen 1앉)8， XXXVII:65(AI50), XXXVII:64(C않)， 

XXXVII:75(AI81). Holt Meyer, Romantische Orientierung, München 1995, 
166-167쪽에서 재인용. 

9) 평생방랑자 아하스버 (araccþep ， Ahasver)에 관한 여러 전셜 버전의 공통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하스버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집 문 앞에서 잠깐 쉬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나는 계속 

갈 것이고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아하스버는 세상이 망하는 날까지 지상에서 방랑하도록 저주받는다. 영원한 유대 

인의 전설 버 전에 관해서 는 G. K. Anderson, The Legend 01 the Wandering Jew, 

Providence. 199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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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연대기작가로 등장했다10) ， 역사적 대사건들의 목격자이자 모든 역사를 소 

상히 알고있는 비범한 인간으로서 그는 지식습득의 경험적 도구로서 계몽적 

세계관에 봉사했다. 그러나 계몽주의적 여행이 낭만적 방랑과 구별되듯이 연 

대기작가 아하스버의 전설도 차츰 낭만적 근대 인간의 상황과 그것의 기록을 

대변하는 목적(지)없는 방랑으로 변하였다. 

자신의 시대， 적어도 1830년대를 영원한 유대인의 시대로 이해했던 키에르 

케고르의 언급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커다란 세 개의 표상 그 중에서도 

특히 (적어도 19세기에서의) 영원한 유대인의 문학적 형상화를 장르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돈 후안은 서정적으로， 영원한 유대인은 서사적 

으로， 파우스트는 극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영원한 유예의 이야기 - 영원 

한 저주와 들어서지 않는 묵시록적 구원이라는 세계종말론적 양극 사이에서 

지상의 폐허 속올 방랑하도록 저주받은 평생방랑자 아하스버의 전설은 필연 

적으로 낭만주의의 특정인 단편(lþparMeHT ， OTpLlBOk)적인 것에 강한 집착을 가 

진다. 아하스버의 분산적이고 산포적인 본질은 결코 하나의 총체적인 작품으 

로 텍스트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야하스버를 서사적 장르와， 돈 후안을 서정적 장르와， 파우스트를 드라마 

장르와 결합시키는 키에르케고르의 시도는 18세기 말부터 고전주의적 장르체 

계가 붕괴되어가던 가운데 장르의 관습성 조건성의 노출과 장르구성장치 및 

장르 자체의 의미화를 통해 방향의 전환이 모색되던 상황에서 3장르론에 새 

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욕망의 구조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의 장르론에서 파우스트와 돈 후안은 권력， 여자와 불가분 결합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욕망모델을 대변하며， 아하스버는 무권력의 멜랑콜릭한 

모텔로 설명된다. 때문에 담론구조에서도 파우스트와 돈 후안은 권력담론을 

지향하며， 아하스버는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상실을 상쇄시키기 위해 끝없이 시도하는 벨랑콜릭한 욕망구조를 갖는 

아하스버는 원칙적으로 마조히즘적이며， 죄보다는 벌에 의해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규정되는 존재이며， 때문에 그는 멜랑콜릭한 주체의 대변자로서， 양 

10) 세계연대기작가로서 아하스버는 1684년에 발표된 Giovanni Marana의 일련의 서간 

체 에 셰 이 들 fL'espion du Grand-Seigneur et ses relations secrètes envoyées au 

divan de Constantinople~에서 처음 등장한다. Marana의 에세이는 18세기에 매우 
널리 얽혔고 비슷한 버전들이 이 계몽주의의 세기에 수없이 생겨났다. G. K. An

derson, 128-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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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이고 모순적인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낭만주의 텍스트에 자주 둥장한다. 

". 푸쉬킨의 문학적 ‘방랑’ 프로책트 

우리는 푸쉬킨의 작품에서도 영원한 방랑자 유대인의 형상올 곳곳에서 만 

날 수 있다.<집시>( <UhlraHhI>)에서는 유대인들에 비견될 수 있는 집시족의 

운명이 다루어지고，<예브계니 오녀l긴>(<EBreH때 OHerHH>)의 주인공과 〈보 

리 스 고두노프>(<ÖOPHC rO.llYHOB>)의 방랑하는 수도숭올 거 쳐 〈스패 이 드의 

여왕>( <nHKOBaJl llaMa>)의 계르만/생 제르맹과11) 시 〈방랑자>( <CTpaHHHK>) 

의 멜랑콜릭한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방랑하는 인물은 한결같이 아하스버의 

운명올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나온다12). 그러나 영원한 유대인의 테마를 푸쉬 

킨이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예브계니 오녀l 긴〉의 제 3장， 즉 

“어디로?"(“KY.lla?")라는 첫마디에 의해 장(章) 전체의 사건이 전개되고 텍스트 

의 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기의 작용이 장르사이의 

11)<스페이드의 여왕〉에서는 “영원한 유대인”이 직접 불려진다: “BhI cnwmanH 0 rp~e 

CeH-JkepuaHe, 0 KOTOpOU paCCKa3h1BaIOT TaK NHOrO '1Y.lleCHOrO. BhI 3HaeTe, '1TO OH BhI

llaBan ce CiJl 3a Be'lHOrO JkHlla, 3a H30CipeTaTeJIJI *H3HeHHOrO 3nHKCHpa. "(A. C. nylBKHH 

Coφ'ßHHe CO 'lHHeHHIt B l1eCJlTH TOMßX, T.5, MocKBa, 1981, 208-209쪽， “자네 들도 생 

제르망 백작에 대해 들어봤을 거네. 이 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많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는 영원한 유대인올 자처하고 불로불사약이니 현자의 돌이니하 

는 따위의 발명자를 자처했지.") 

12) 단편(OTpμBOK)으로 남게 된 1826년의 시 〈유대인의 오막살이에 퉁불이…>(<6 eB

pellc l<oll XH:I<HHe naunaLIa ... >)에서도 푸쉬킨은 영원한 유대인올 그릴 구상이었다 “B 

XH:I<HHe eBpel! yUHpaeT LIHTl!. CpeLIH nna'la '1enOBeK rOBopHT UaTepH: “He nna'lb. He 

cuepTb, a :l<H3Hb y*acHa. R cTpaHcTByrolllHII :l<HLI. R BHLIen HHcyca, HecYlllero KpeCT, H 

H3LIeBanc꺼 npH Heu yuHpaeT cToLIBaLIQaTHneTHH꺼 CTapeQ. 3TO Ha Hero npoH3Beno 

oonbmee Bne'laTneHHe, '1eu naLIeHHe PHUCKOIl HUnepHH"(A. C. nymKHH, T.2, 360-361쪽， 

“유대인의 오막살이에서 어린아이가 죽는다. 울면서 그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울지 마오. 끔찍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오. 나는 방랑하는 유대인이 

오‘ 십자가를 진 예수를 보고 나는 그를 조롱했소 ” 그의 옆에서 백 이십 세된 노 

인이 죽는다 그것이 그에게 로마제국의 멸망보다도 더 큰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완성된 시에서 가능했을 지도 모르는 

기독교적 슈제트 전개보다는 미완의 형식 OTpblBOK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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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텍스트에서이다. 작품 전체를 통해 

늘상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오네긴의 형상， 그의 벨랑콜리， 그리고 작 

가 푸쉬킨에 의해 결코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결혼(또는 죽음)도 오녀l긴이 지 

닌 아하스버적인 특징들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홍미로운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바 있는 아하스버와 서사적인 것의 연결이 바로 이 3장 

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 12연을 보자. 타찌야나 

의 책읽기와 문학적으로 동기화된 그녀의 ‘오녀l 긴 읽기’가 겹쳐지는 이 대목 

에서 “영원한 유대인”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학적 주인공들과 그녀의 

의식적인 사랑의 대상인 오네긴과 더불어 나란히 서있다: 

BpHTaHCKoA MY3W HeõwnHUw 

TpeBo*aT COH OTpoKOBHUW, 

H CTan Tenepb ee Ky뻐P 

HnH 3anyMQHBWA BaMnHp, 

Hnb MeJlbMOT, õponjlra MpaQHWA, 

Hnb BeQHWA :lHn, HJlH Kopcap, 

HnH TaHCTBeHHWA Cõorap. 

Ropn BaApoH npHXOT~ ynaQH얘 

OÕJleK B yHWJIwR poMaHTH3M 

H Õe3Hane*HwA 3rOH3M. 

영국 뮤즈의 공상적 이야기가 

소녀의 잠을 설치게 하고 

이제 그녀의 우상은 

우울한 뱀파이어나 

침울한 방랑자 멜모드， 

영원한 유대인이거나 코르사르， 

아니면 신비스런 즈보가르. 

13) A. c. nywK배， Co6paHHe CO 'lHHeHHfI, T.4, 50-51쪽. 

(3/XIV5-14)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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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경은 멋지게 변덕을 부려 

가망없는 이기주의에도 

음울한 낭만주의의 옷을 입혔다. 

47 

8행과 9행의 머리에서 서로 계열체적인 동가적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는 

“멜모드"(HJlb MeJlbMOT)와 “영원한 유대인"(ψlb Be1.lHhlß lkH.ll)은 이 두 이름 뿐만 

이 아니라 12연에 동장하는 이름사슬 전체가 아하스버를 공통된 의미소로 지 

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방랑자”는 오녀l 긴의 본질올 드러내는 성격화 

기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푸쉬킨의 오네긴 텍스트로 하여금 〈뱅파이어 이야 

기>， <방랑자 멜모드>， <영원한 유대인의 전설>， 바이런의 텍스트，<장 즈보 

가르>14)와 서로 넘나룹의 관계에 서게 하는 상호텍스트적인 앙상(網狀) 결합 

의 토대를 제공한다. 오네긴의 형상이 음울한 낭만주의의 문학적 의상효과로 

얘기되듯， 그의 택스트 역시 고유한 의미구성보다는 원칙적인 ‘의미없음’을 시 

범한다. 뒤이어 오는 13연에서 화자에 의해 개시되는 장르토론은 이 점에서 

더 큰 중요성올 획득한다. 

npy3b~ MOH, 1.ITO * TonKy B 3TOM? 

5μTb MO*eT, BOnelO Heðec , 
H nepeCTaHY ðhlTb n03TOM, 

B MeH~ BCe.llHTC j( HOBhlA ðec" 

H, φeðoBhI npe3peB yrpo3h1, 

YHH*YCb ~o CMHpeHHOA npo3h1; 

Torna poMaH Ha CTaphIA J1an 

3aAMeT BeCe.llhlA MoA 3aKaT , 

(3，αIII/1-8) 15) 

14) <뱀파이어 이야기〉는 바이런의 주치의였던 John William Polidori가 1819년에 바 

이런의 이름으로 발표했으며，<방랑자 멜모드〉는 Charles Robert Maturin의 소설이 

고， 코르사르는 바이런의 동명 서사시의 주인공， 그리고 〈장 즈보가르〉는 Charles 

Nodier의 소설 이 다， 10, M, J1oTMaH, POM8H A, C. nymKHH8 “'EsreHHR OHerHH’ KOMMeHT8-

P써， J1eHHHrpall, 1983, 212-214쪽 참조 
15) A‘ c. nywKHH , T.4, 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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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여，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쩌면， 난 하늘의 뜻에 따라， 

시인 노릇을 관둘지도 모르지， 

새로운 악마가 내 안에 자리잡아 

난 아폴로의 위협을 무시한 채 

겸손한16) 산문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르지; 

그러면 고풍스런 소설이 

나의 유쾌한 노년올 차지하리라. 

키에르케고르보다 십 년이나 앞서 푸쉬킨은 아하스버와 서사의 연결을 예 

감했던 것일까? 그의 화자는 짐짓 너스레를 떨어가며 매우 아이러니컬한 어 

조로 산문을 향함으로써 으스스한 낭만주의적 문학의 위협에 반웅한다. 영원 

한 유대인과 그의 방랑자 형제들의 동장으로 텍스트 넘나들기가 이루어진 직 

후에 곧바로 장르 범주를 테마화하는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낭 

만적 화자가 “시인”으로부터 “겸손한， 변변찮은 산문”의 작가로 옮겨감을 악 

마성을 통해 유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과정으로 

말해져 온 “겸손하고 고풍스런 산문장르로의 이행"17)은 앞연에서 환기되었던 

괴기 소설들의 악마적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었다. 영원한 방랑자를 장 

르이행과 상호텍스트성이 분명하게 강조되는 텍스트 지점에 위치시킴으로써 

푸쉬킨은 메타문학적 담론을 교묘하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영원한 방랑자”는 〈예브계니 오녀l 긴〉에서 양가적 동일시의 대상 

이자 장르나 스타일 사이에서의 방랑적 글쓰기 장치로 작용하지만 푸쉬킨의 

이같은 낭만적 지향과 그것의 기록전략으로서의 방랑적 글쓰기는 벨린스키를 

펼두로 하는 전통적인 푸쉬킨 해석에서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했다. 벨린스키 

의 ‘금언’(金言)을 들어보자: “nymKHH 6un COBepmeHH~ B~pa*eHHeM CBOerO Bpe-

16) “C뻐peHHaJl npo3a"에서 푸쉬킨은 산문을 낮은 장르로 여기던 18세기 시학자들이 

사용하던 말을 아이러니컬하게 사용한다. 동시에 이 말을 통해 그는 가장 일상적 

인 것들을 포함하여 삶의 어떤 현상이라도 묘사할 수 있는 문학의 권리를 주장하 

고 있다. 

17) 이 이행이 실제적이고 전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푸쉬킨은 산문에서 소박하고 순진한 목가적 슈제트가 아니라 첨예한 갈등과 비극 

성을 담지한 상황에 이끌렸다 10. M. J!OTl,(aH, POMaH A. C. flyDlKHHa “EBreHHII OHerHH", 
215-2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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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H. O.napeHH뼈 BblCOKHM n03TH'IeCKHM 'IyBCTBOM H Y마’BHTenbHO~ CnOC06HOCTb~ 

npHHHMaTb H OTpa*aTb BCe B03MO*Hμe 0머.YlD.eHH.lI， OH nepenp060Ban BCe TOHbI, BCe 

na.n때u’ Bce aKK。φp.n때찌 c태Boero BeKa .. … .. 끼. 

다. 모든 가능한 감각올 다 수용하고 반영하는 놀라운 능력과 높은 시적 감정 

을 타고났던 그는 그의 시대의 모든 음과 모든 화성， 모든 화음을 다 시험해 

보았다) 

낭만주의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지 못했던 웰린스키는 푸쉬킨올 절 

충주의적 스타일-방랑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푸쉬킨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낭 

만주의가 지배적 조류였던 시대였던 만큼 푸쉬킨이 ‘그의 시대의 완전한 표 

현’이라는 빨린스키의 말은 그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의 완전한 전개， 종합， 종 

결， 그리고 자기역사화라는 의미로 이해될 때에만 타당성올 가질 것이다. 편 

리한 통합적 절충주의가 아니라 떠남과 후퇴까지도 포함하는 “웅직임의 자 

유”가 그의 시대의 낭만적 지향이었으며， 이 자유는 낭만주의의 출발단계 뿐 

만이 아니라 자기역사화의 단계에서도 테마의 중심이자 텍스트 구성장치의 

중심에 선다. 푸쉬킨이 타고난 “모든 가능한 감각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놀라 

운 능력과 높은 시적 감정”은 타자의 텍스트로부터 자신의 텍스트로， 그리고 

자신의 텍스트로부터 자신의 또다른 텍스트로 경쾌하게 넘어가는 택스트구성 

에서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택스트 방랑이 푸쉬킨에게서 두드러지게 아하스버적 

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들어서지 않는 세계종말과 영원 

한 유예에 관한 아하스버 이야기에서 주인공에겐 죽음도 다시 태어남도 허락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푸쉬킨에게서의 텍스트 방랑은 아하스버적인 경향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혼성을 통한 치료요법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그의 텍스트 방랑 혹은 방랑 텍스트 속에서 근대 러시 

아 문학은 태어났고 치유되었으며 이 접에서 그의 방랑은 파우스트적인 차원 

을 획득한다. “노력하는 한 헤매이게 마련”이지만 “죽어서 되라”라는 모토에 

따라 러시아 문학은 이 헤매임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우스트 역시 푸쉬킨에게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표상은 

아니다. 푸쉬킨에게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세 개의 커다란 표상이 모두 나타 

18) B. r. 5e쩌HCI<때， “CT4TbH 0 nYIII I<HHe", flOllHoe COφllH.μe CO 'lHHeHHß, T.7, MOC I< Ba, 1955, 

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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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지만19) ， 그 중에서도 특별한 비중을 갖는 것은 에로틱하고 적극적인 

돈 후안 형상이다. “그의 시대의 모든 음과， 모든 화성， 모든 화음을 다 시험 

해 보았다”라는 벨린스키의 푸쉬킨론은 돈 후안 텍스트에서 가장 큰 타당성 

을 가진다. 작곡가라기보다는 연주가였고， 또 작곡가라면， 이미 어느 정도 분 

명하게 특정지워져서 주어져 있는 문화적 “소재， 자료”를 배열하고 구성， 합성 

하는 명인이라는 의미에서 작곡가였던 푸쉬킨의 텍스트 실현방법은 주인공 

돈 후안이 보여주는 움직임과 텍스트 속에서의 기호틀의 웅직임을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벨린스키는 푸쉬킨의 천재성을 맨 처 

음 공개적으로 강조한 업적을 남겼지만， “시대의 모든 음과 모든 화성， 모든 

화음올 다 시험”해보는 푸쉬킨 프로젝트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파악하 

고 밝히고자 하는 욕구도 없었고， 또 그러기 위해 필요한 메타문학적 도구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방랑과 메타방랑， 과감한 산마루타기와 은 

밀한 잠행으로 이루어지는 푸쉬킨 프로젝트는 정태적이거나 윤리적인 범주로 

는 파악되기 힘든 무엇이기 때문이다. 

푸쉬킨의 경쾌한 움직임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는 그의 문학적 주인공들의 

세계관계에 관해서는 드물지 않게 얘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벨린스키의 푸쉬킨 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비어있음”올 푸쉬 

킨의 내용으로 보는 안드례이 시냐프스키(아브람 테르츠)의 견해이다: “nycn

Ta - cOllep*싸。e nymκHHa"20) (“비어있음 - 이것이 푸쉬킨의 내용이다"). 시냐 

프스키는 “비어있음”이야말로 어떤 기분의 마법에도， 서둘러 몸 속으로 받아 

들인 어떤 형상의 색채에도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시인의 수용능력의 첫 번 

째 전제라고 말한다. 사물올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들로 자신올 넘치도록 채 

우고， 그 자극들에 거의 자동적으로 반웅할 수 있올 만큼 푸쉬킨은 충분히 비 

어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비어있 

음， 푸쉬킨으로 하여금 모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자유를 부여해주는 

이 비어있음을 시냐프스키는 그대로 돈 후안에게 전이시킨다. 돈 후안이 이 

여인 저 여인에게 고개를 끄덕일 때 그것은 언제나 거짓없는 정절의 맹세이 

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열정 속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매번 새로운 상대 

19) 그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예브계니 오녀l 긴>， <석상 손님>， <파우스트에서의 한 

장면>(<Cl1eHa H3 φaycu>)을 들 수 있다. 
20) A6paM Tepl1 / A때pe !l CHHJl BCK때， “nporyllKH c nymKHHbIM", Co6paHHe COQHHeHHtI B IlB}α 

TOMax, r .1, MOCl< Ba, 1992,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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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형상으로 자신의 비어있음올 채운다. 타인의 영혼과 피를 자신의 것으로 

그토록 매끄럽게 동화시켜 내는 것은 돈 후안에게 자신의 고유한 ‘속’， 고유한 

‘내재성’이 없기 때문이며， 그 같은 동일화가 그에게 곧 존재와 양분올 의미하 

기 때문이다21) 이런 맥락에서 돈 후안이 도나 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다 

음 장면은 여자에 의한 그의 최초이고도 최종적이며 영원한 도덕적 정신적 

갱생의 증거가 아니라 도나 안나의 형상으로 자신의 비어있음올 채우고 그 

형상으로 자신을 변모시키는 위대한 변신술의 시범으로 읽는 게 더 타탕할 

것이다: 

... TaK , pa3SpaTa ... 

R nonro 6wn ßOKOPHYA Y4eHHK. 

Ho C ToA ßOpY, KaK sac ySHnen ", 
MHe Ka*eTC", " SeCb ßepeponHnc". 

Bac ßono6", no6no " n06poneTenb 

H ßepsYA pa3 CMHpeHHO ßepen HeA 

llpo*a.He KOneHa ßpeKnOH"IO.22J 

그래요， 오랫동안 난 

방탕의 착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올 본 그 순간부터 

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난 선행올 

사랑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선행 앞에 

떨리는 무릎올 순순히 꿇습니다. 

그렇다면 돈 후안의 파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23) 충만의 순간을 지향한다 

21) 크리스테바도 특히 모짜르트의 오떼라 〈돈 죠반니〉에 대해 말하면서 같은 방식으 

로 돈 후안을 이해한다: “희생자의 우울한 요구 대신 한 정복자의 순수한 회열이， 

자기의 대상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숭리와 영광 그 자 

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없이 이 양자 사이의 통로를， 무한으로 가는 영원 

한 회귀를 사랑하는 정복자의 희열을 울려퍼지게 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r사랑 

의 역사J ， 김 영 옮김， 민음사， 1995, 306쪽. 
22) A. c. nyWKHH, CoφlI.HHe COIIHHeHHH, T .4, 325쪽. 앞으로 〈석상 손님〉의 텍스트를 인 

용할 때에는 이 책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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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돈 후안은 파우스트와 유사하다. 파우스트는 체험하는 순간의 충만 

함을 한껏 들이마시면서 “멈추어라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Verw리le doch! 

du bist so schön!"24))하고 순간을 향해 말할 수 있다면 조종이 울리고 일생 

은 그것으로 마지막이어도 좋다고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말을 외치면서 사령(死靈)의 품에 쓰러진다. 그러나 “멈추어라， 너는 진정 아 

름답구나!"라고 파우스트로 하여금 말하게 했던 지고의 순간의 체험과 드높은 

행복의 예감은 그가 이 세상에 남져놓은 흔적이 이제 영구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진정 아름다운 순간”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지 고”의 순간이 며 “유일 한” 순간이 다. 파우스트의 삶의 파멸은 삶의 의 

미의 확인에 대한 대가인 까닭에 그는 천사들에 의해 구원받는다: “언제나 노 

력 하며 애쓰는 자를 우리 는 구원 할 수 있습니 다."(“Wer immer strebend sich 

bemüht, / Den können wir erlösen. ’')25) 

그러나 파우스트와는 달리 돈 후안에게서 순간의 충만은 반복적이며 찰라 

적이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여자들올 파멸시켰느냐는 도나 안나의 물음에 돈 

후안이 “HH o.llHoR llOH뻐e / H3 HHX R He n뼈Hn"(“여태까지 그들중 어느 누구 

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그는 조금도 거짓올 말하지 않는 

다. 정열은 그를 언제나 상대방에 어울리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그렇게 상 

대방의 형상을 흠빽 받아들이는 순깐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아무도 아닌 자의 비어있는 외피 "26)가 존재의 충 

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사냥과 포획의 순간， 그 순간의 충만함과 

그 순간의 현실 속에 모든 것은 가라앉아 버리고， 상대방올 자신 속에 완전히 

흡수한 희열과 환회의 순간이 지나면 돈 후안 자신도 함께 지나가 버린다. 

23) 돈 후안의 파멸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선， “푸쉬킨의 돈 후안 

의 파멸의 원인" r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J ， 제 2집， 1996, 521-542쪽을 참조하라. 최 
선 교수는 현재를 위해 모든 것을 투여하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쟁취하려하는 현 

재의 인간이 도나 안나라는 과거와 규범의 멍에를 지닌 여언을 운명적으로 사랑하 

게 되고， 그녀와의 완전한 사랑올 위해 과거와 규범 자체에 결투를 신청하여 승리 

를 위해 지나치게 서두름으로써 파멸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24) ]. W. von Goethe, Faust. Der Tragödie erster und zweiter TeiI. Urfaust. Heraus

gegeben und kommentiert von E. Trunz. München, 1972, 57쪽. 
25) 앞의 책 359쪽. 
26) “(. . .) B nopoll<H)'IO Tapy Toro, KTO B CylllHOCTH HHKeM He Jl BJlJleTCJI , HH'IerO He nOMHHT , 

He JII06HT ,(. . .)" A6paM Tepu / AH.llpeA CHHJl BCKHA, 373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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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 손님〉을 복수의 드라마로 규정하고 돈 후안의 파멸올 결혼을 앞둔 

푸쉬킨의 자기징벌 - 젊고 책임감없고 질투심 강하고 악덕에 익숙한 자신에 

대한 징별로 보거나27)， 또는 삶에서나 시적 행위의 본질에서나 개인적 존재 

“나”의 경험 외에 다른 어떤 경험도 갖고있지 않았던 푸쉬킨이 이제 삶의 모 

습과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될 준비를 하고 인생 

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공물을 바치고 어떤 경계를 건너고 무언가 

를 종결시켜 버리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선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석상 손님〉을 통해 푸쉬킨의 사적 전기가 아니라 문학 

적 과정올 읽어내기 위해서는 텍스트 생산과 텍스트 기호현상에 관한 고찰이 

더 유익한 틀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그 같은 방향에서 〈석상 손님>에 

접근해 보자. 

川<석상 손님> - 움직이는 기호와 때타문학쩍 움직임 

역사적， 전기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과 기호생산자-예술가로서의 그의 관계， 

기호와 기호생산자의 관계는 푸쉬킨에게서 언제나 주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 

였다 r소비극.!I ('ManeHbKHe TparelIH써)의 사이클에서도 〈석상 손님〉보다 일 

주일 가량 먼저 완성된 〈모짜르트와 살리에리>( <MouapT H CanbepH>)에서 모 

짜르트는 묘사된 예술적 형상으로 폰재하지만，<석상 손님〉에서 모짜르트는 

모토와 하인 레포렐로의 이름올 기증하면서 예술적 형상의 기증자로 이행한 

다. 예술적 형상으로부터 예술형상의 창조자로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그는 기 

호이기를 중단하고 움직임을 시작하며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서 기호로서 

살해되었던 그가 〈석상 손님〉에서 기호생산자로 부활하는 것이다. 

모토에서 이미 시작된 기호생산자로의 이행은 돈 후안 전설의 모든 버전에 

공통된 석상의 고개 끄덕임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일어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도상적 기호로서 존재하던 석상이 자신의 순수한 기호성으로부터 벗어 

나 고개를 끄덕이고， 이 기호상황의 변화에 돈 후안은 두려웅올 느낀다. 여태 

27) AHHa AX~!aToBa ， “ <KaMeHH뼈 rOCTb) nymI<HHa", CO'lHHeHHJf B I1ByX TOMßX, T.2, μOC I< Ba ， 

1990, 125쪽 참조. 아흐마토바는 〈석상 손님〉을 푸쉬킨의 개인적 인생경험과 밀접 
하게 연관시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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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삶의 내용이던 찰라적이고 에로틱한 흔적의 혼돈스런 속행에 석상의 

신호가 빗장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며， 그저 기호로 서았던 석상이 오히려 기 

호생산자가 되어 주인공 돈 후안에게 기호-낙인을 찍음으로써 곧 닥칠 돈 후 

안의 파멸， 기호로의 추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사건， 기사단장

석상의 복수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압했다고 믿었던 기호(“OH qenOBeK pa3yM

Hb때 / 11 BepHO npHCMHpen C TeX nop, KaK YMep ," “그는 온순한 사람이 고 죽어 

서는 암전해 졌으니까，" 317)의 부활과 권력담론 반전의 현실화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최종화해서 말 

해버릴 수 없다는 푸쉬킨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푸쉬킨 작품에서의 “움직이 

는 조상(影像)의 신화”에 관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로만 야롭슨의 

업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야좁슨은 그의 논문 〈푸쉬킨의 시적 신화에서의 조상>28)에서 두 대립적 

의미차원， 즉 정지와 움직임의 결합을 푸쉬킨의 상징패턴 일반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라 부르면서29) 이것을 푸쉬킨 텍스트의 기호현상 중심에 내세운다. 여 

기서 출발하는 야롭슨의 주장은 조상에 관한 푸쉬킨의 시는 “기호의 기호 또 

는 이미지의 이미지"(“a sign of a sign or an image of an image"30))이며 이 

들 시의 주제이자 의미대상은 다름아닌 기호라는 것으로 수렴된다. 살아있는 

존재를 재현하는 조각상이 움직이는 존재의 움직이지 않는 기호라면， 말(단 

어)로서의 조각상 혹은 그것의 시적 이미지는 기호의 기호라는 것이다. 실제 

로 푸쉬킨이 가장 자주 사용한 기법중의 하나인 “기호의 기호화”는 모든 기 

28) 이 논문은 1937년 <Socha v symbolice Puskina>( <푸쉬킨 상징체계에서의 조상>) 
이라는 제목 하에 체코어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그후 <Puskin and His Sculptural 
Myth>(Den Haag/ Paris 1975), <The Statue in Puskin ’s Mythology>(R. Jakob
son, Se!ected Writings, V, The Hague, 1979, 앓7-잃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 

되어 발표되었다， 1979년의 영어본은 1987년의 노어본 <CTaTyll B n03TII'leCKol! 

M때OJlor1l1l nym I<IIHa>( <푸쉬킨의 시적 신화에서의 조상>， p, Hl<oI5COH, Pa60TbI no 

n03THKe, Moc l<sa, 1987, 145-180)의 번역 대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79년의 

영어본을 사용한다 
29) 야롭슨은 푸쉬킨의 시 <B。꺼Ha>의 구절 “no l<ol! l5e빼T MeHlI"에서 일어나는 l5e)j(aTb와 

nOK。η의 연결， 결합을 바탕으로 이같은 명제를 내세운다: “Here we have the union 
of two opposed semantic spheres - that of rest and that of movement, and this 
is one of the main motifs of Puskin ’s symbolic pattem in general." R. Jakobson, 

Se!ected Writings , V, 267쪽. 
lO) 앞의 책，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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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계의 필수적 기초인 대립의 노출과 강조를 동반한다. 기호로서의 조각상 

이 어떤 움직임을 재현하고 있는 경우 그 움직임은 조각상이 아니라 조각상 

에 의해 재현된 존재와 관련된 움직임이고 조각상 자체는 부동으로 머무른다. 

이와 달리 기호의 기호로서의 말은 조각상 자체에 웅직임을 부여해서， 이를테 

면 “석상이 들어선다”라고 말할 때 움직이는 것은 석상이 재현하고있는 어떤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석상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기호의 노출과 움직임의 테마화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야롭 

슨의 논문에서 움직임과 의미와 낯설게 하기는 공생관계에 선다. 움직이는 생 

명체를 재현하는 조각상 속의 대립 - 움직이는 존재와 부동적 질료의 대립 

은 시적 기호， 명칭의 명칭， 기호의 기호에 의한 기호파괴적인 낯설게 하기의 

토대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야롭슨은 정지와 움직임의 결합이 외적 

이고 경험적인 사실과 실체， 본체 (noumenon)간의 철학적 모순， 조각상의 소재 

(질료)와 의미차원간의 대립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 대립 

이 칸트적 이율배반과 함께 묘사와 묘사대상간의 이율배반과도 연결될 수 있 

음올 시사한다: 꺼 statue - in contrast to a painting - so approximates its 

model in its three-dimensionality that the inorganic world is nearly can

celled out of its themes: a sculptural life would not suitably provide the 

distinct antinomy between the representation and the represented object that 

every artistic sign includes and cancels. ünly the opposition of the dead, im

mobile matter from which a statue is shaped and the mobile, animate being 

which a statue represents provides a sufficient distance. Puskin' s titles such 

as The Stone Guest, The Bronze Horseman and The Golden Cockerel pick 

up just this fundamental opposition, and it is just this basic antinomy of 

sculpture that has been most effectively captured and exploited in poetry 
"31) 

여기서 언급해두어야 할 것은 야롭슨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그가 형 

식주의와 구조주의， 그리고 본체론의 방법론을 혼용하고 있음올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의 논문에서 “신화”와 “상징적 상수”는 구조주의적인 위계관계에 

위치하고32) ， 또 상징적 상수와 개별 상징들의 관계는 드라마에서의 emploi와 

31) 앞의 책， 267-268쪽 
32) “ (..J we must first of a11 ascertain the symbolic constants which comprise the 

poet ’s mytholog~'." 앞의 책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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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ôle의 관제， 보편적 의미와 특별한 의미와의 관계와 흡사하며， 그런 점에서 

langue와 parole의 관계에 상응한다. 놀라운 것은 야롭슨의 논문에서 푸쉬킨 

의 신화가 langue로서 기능한다는 것인데， 신화가 코드(문법)로 기능하고 코 

드는 신화인 야롭슨의 논리는 <민담의 형태론>( <MopIþOJIOfli .51 C l< a3I<1i>)에서 

철저하게 구조화된 모티프 문법을 만들어 내었던 블라디미르 프로프(BJIa띠뼈P 

nponn)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야콤슨은 〈석상 손님 >(830)， <청동기사>( <Mell

Hbl꺼 BCaIlHIiI<> 1833), <황금수닭 이야기 >(<Cl< a3Ka 0 30JIOTOM neTywKe> 1834)에 

등장하는 ‘파괴적 조각상의 신화’를 설명하면서 세 작품의 모티프 상수로 이 

루어진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전개시킨다:1. 주인공은 지쳐있고， 휴식과 안정을 

원한다. 이 모티프는 한 여자에 대한 욕망과 서로 뒤얽혀 있다. 2. 조각상 또 

는 그 속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가 주인공이 욕망하는 여자에게 초자연적이고 

불가해한 힘을 행사한다.3. 저항은 헛되게 끝나고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움직 

이기 시작한 조각상에 의해 파멸하고， 여자도 사라진다.잃) 이러한 논리전개는 

구조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조각상이 그 움직임을 통 

해 자신의 존재， 실체，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은 형식주의의 탈자동화， 낯설게 

하기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의미와 본질， 실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형 

식주의와 구조주의가 아닌 본체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질， 

실체， 의미의 상태와 철학적 지향에 관해서는 그의 논문 어디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 어쩌면 그것은 존재의 충만함일 수도 혹은 비어있음일 수도 있지 

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야롭슨에 의해 푸쉬킨적 기호현상의 중심에 내세워진 

“움직임”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질， 실체， 본체는 움직임을 통 

해 드러나는 기호의 의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으며， 대상은 바로 

대상 자신의 저지당한 움직임이다. 

야롭슨은 〈석상 손님>， <청동기사>， <황금수닭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웅 

직이기 시작한 파괴적 조각상의 신화”의 등장을 명시적으로는 작가 푸쉬킨에 

게서 이들 장르(독창적 소비극， 포에마， 예술동화)가 맞고있는 운명과， 간접적 

으로는 구체적 작가 푸쉬킨의 전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욕구와 연관시켜 해석 

한다. 그에 따르면 세 작품은 각기 해당 장르의 마지막 실행이며없)， 이들 작 

33) 앞의 책， 240-243쪽. 
34) <석상 손님〉을 독창적인 마지막 소비극으로 보는 것은 〈페스트 속의 향연>(<nHp 

80 8peM.5I '1 y~fi.r>)이 순수한 번역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나， 이같은 견해는 타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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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극대화되는 낯설게 하기와 움직임의 찬미는 비록 원칙적인 방향전환 

은 아닐지라도 각 장르에서의 종점 또는 전환점과 연관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야롭슨은 이같은 장르해체 시범을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작품과 삶의 병행성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간주한다. 이 

미 초기의 시에서도 나타났던 조상의 테마가 1820년대말 푸쉬킨에게서 다시 

등장하고 파괴적 조각상의 모티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그는 정치적 압력에 

대한 푸쉬킨의 “점차적 항복”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Freedom of move

ment was taken away from Puskin; his literary activity was retarded in 

every possible way.C.) They were constantly demanding of him a more 

and more far-reaching capitulation. 1 am speaking about the poet’s gradual 

capitulation, not about his regeneration or reorientation, as this process is 

often called. Puskin, who had dreamed in the fiery verse of his youth that 

“we shall commune with the bloody chalice" of revolution (…), was able to 

change his opinion about the road to liberation, was able to lose faith in 

its realizability C.), was able - from weariness and disappointment, from 

the impossibility of further battle, from the impossibility of escape to 

“foreign parts" , and mainly perhaps from the impossibility of creative work 

without conforming to the oppressive contemporary conditions - to submit 

and even c1everly insinuate himself into his jailors ’ favor (...)"35) 

물론 여기서 야롭슨이 말하는 삶과 작품의 병행성은 속류 전기주의와는 구 

별될 필요가 있다. 야롭슨에 의하면 “파괴적 조각상의 신화”에서 날카롭게 드 

러나는 정지와 움직임의 대립(적 결합)은 현실에서 차단된 움직임과 방랑이 

텍스트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좋은 텍스트가 아니라， 움직임， 의미， 본질， 낯설게 하기를 개별장르를 넘어선 

“조각상의 신화” 속에서 결합시키는 그런 텍스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롭슨은 장르해체의 시범을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다루지 않듯이， 

푸쉬킨의 이 “사적(私的)이고 개인적인 신화”가 다른 시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낭만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며， 낭만주의자들이 그들의 

텍스트에서 시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비단 그들 자신의 개성의 연출 

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문학사적 입장의 연출이기도 하다는 점에도 그다지 

35) R. Jakobson. 암의 책. 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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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섬 을 갖지 않는다 36) 

형식주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낯설게 하기”라고 칭하고， 구조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여 슈제트 도식으로 환원， 축소시키고， 푸쉬킨에게 가해졌던 웅직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연결시키고， 본질이나 신화같은 전통적 개념을 가져와서 

야롭슨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메타 웅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푸쉬킨 텍스트에서 핵심적이고도 복합적인 움직임의 문제를 

밝히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문학사적 문제제기를 그는 소흘히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야롭슨이 분석하고 있는 〈석상 손님>， <청동기사>， <황금 

수닭 이야기〉에서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적 문학모델의 가공， 시범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단선적인 문학진화론적인 입장에 

서 ‘사실주의’를 통한 이들 문학모댈의 극복시도로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층적인 역사화 작업을 시도하는 낭만주의에 특징적인 문화사적 영양과잉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푸쉬킨의 후기 낭만주의 텍스트들은 

모든 사조의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역사화의 경향37) 뿐만이 아니라， 프 

랑스 고전주의와 더불어 시작하고 낭만주의의 전(全) 시기에 걸쳐， 보다 집중 

적으로는 후기 낭만주의에서 그 종말이 연출되었던 ‘메가시대’의 역사기술전 

략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석상 손님〉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석상”의 움직 

임을 해체되는 고전규범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게끔 문학사적 퍼스펙티브 

를 열어준 야롭슨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제 야롭슨의 퍼스펙 

티브를 확장시켜 이 소비극에서 일어나는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메타 움직임 

을 보다 세밀하게 추적해보자. 

36) 야롭슨은 〈석상 손님〉이 몰리에르， 모짝르트， 바이런의 작품에서，<청동기사〉는 

neTp 1 세， Falconet, Mickiewicz에서，<황금수닭 이야기〉는 Washington lrving의 

텍스트에서 문화사적， 문학적 근원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나， 그 이상의 논의는 

전개시키지 않는다. 

37) A. A. Hansen-Löve는 상정주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를 입증해 보인다 각 사조 

의 모델 진화에서 마지막 단계의 모델은 모든 선행 모델들을 재평가 내지는 재활 

용하고 재기능화시키고 평가절하하고 또는 가치회복시킨다 자기역사화， 자기canon 

화의 과정은 해당 사조가 이미 종결되고 따라서 용이한 개관이 가능한， 정리 분류 

된 시나리오로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관점하에 진행된다. A. A. Hansen-Löve, Der 

Russische S\mbolismus. Bd. l. Wien , 1984, V -XL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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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가 거대시대 속에 자신과 함께 포함시킨 고전주의와 계몽주의 문 

학모델을 가지고 푸쉬킨이 <석상 손님〉 속에서 어떻게 작업하면서 자신의 

텍스트방랑을 실현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비극의 텍스 

트와 제목， 모토에서 과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몰리에르와 모짜르트/다 폰테 

(Da Ponte)의 버전을 전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푸쉬킨은 프랑스 고전주 

의와 후기 계몽주의에 속하는 이 선행버전 - 몰리에르의 <Dom Juan ou le 

Festin de Pierre>( <동 쥐앙 또는 석상의 잔치〉와 모짜르트/다 폰테의 <돈 

죠반니 >38)를 잘 알고 있었고39) 이 버전들은 푸쉬킨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조차도 함께 고려해야 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40) 선행버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메타움직임의 스케치 

는 〈석상 손님〉에서 지배적인 기호상황의 이해에 도웅을 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서 <석상 손님〉으로 소비극 사 

이클이 진행되어 가면서 일어났던 기호와 기호생산자의 관계 역전은 무덤의 

석상과 돈 후안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석상은 질료의 무생명성과 묘석이라 

는 상징적 관습에 따라 기사단장의 육체가 생명없고 움직임없는 것임을 시사 

하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그 육체를 재현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 

은 돈 후안 이야기의 어떤 버전에서도 석상을 만든 조각가는 아무런 역할올 

하지 않으며， 텍스트의 내적 의미차원에서 석상의 창조자는 그것올 만든 조각 

가가 아니라 석상으로 묘사된 대상(기사단장)올 살해하여 그를 무텀의 석상으 

로 존재하게 한 돈 후안이다. 

석상이 자신에게 지정된 관승적인 기호차원의 경계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기호생산자， 발신자가 되는 것은 돈 후안이 그를 초대하는 장면에서이지만， 

그 양상은 버전에 따라 사뭇 다르다. 모짜르트/다 폰테에서는 석상이 먼저 비 

38) 모짜르트를 위한 Da Ponte의 오페라 대본의 완전한 제목은 <Il dissoluto punito 0 
sia Il D. Giovanni. Dramma giocoso in due atti>(벌받은 방탕아 또는 돈 죠반니 

2막 익살극)이다. 오페라는 1787년 프라하에서 <Don Giovanni ossia Il dissoluto 
punito>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39) KOTJllI peSC l< l깨에 따르면 돈 후안 전설에 대한 푸쉬킨의 지식은 주로 이 두 작품에 

의 한 것 이 다. H. KOTJllI peSCl<때， “KaMeHH뼈 rOCTb" , flymKHH, noa pea. C A. BeHreposa, 

c.-neTep6ypr, 1909, HI, 146쪽. 
40) 푸쉬킨은 인물들의 이름만을 선행버전들에서 따왔을 뿐， 캐릭터와 사건진행， 대사 

등은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것이라는 소비에트 러시아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은 

자주문학 이데올로기의 반향 이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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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 말하고 있고(“Dell' empio che mi trasse al passo estremo que 

attendo la vendetta4])", "여기서 나는 나를 죽인 불신자에게 복수할 것을 기 

다리노라“)， 이 비문이 돈 후안으로 하여금 그를 식사에 초대하도록 선동한다. 

그러나 몰리에르와 푸쉬킨의 텍스트에서 돈 후안을 선동하는 것은 하인 스가 

나렐르/레포렐로가 얘기하는 석상의 비난하는 듯한 무서운 시선이다· “Il jette 

des regards sur nous qui me feraient peur si ’étais tout seul, et je pense 

qu ’il ne prend pas plaisir de nous voir."42)(“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저 흔 

자였다면 무섬증이 들 뻔 했습니다. 우릴 보는 게 즐겁지 않은 눈치이군요." ) 

“Ka%eTC~ ， Ha BaC OHa rn~띠T / H Cep.aIiTC~."(“나리를 노려보며 화가 난 것 같 

아요"， 317) 

시선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몰리에르와 푸쉬킨에게서 

이 대사들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문법적인 성에 주목해보자. 몰리에르에서 

는 남성， 즉 기사단장이었던 시선의 주인공이 푸쉬킨에게서는 여성인 。Ha ， 즉 

석상 CTaTy~로 변해있다. 아흐마토바는 몰리에르와 다 폰테의 경우 ‘어울리지 

않는 농담’차원의 것이었던 식사초대가 푸쉬킨에 와서는 여자와의 밀회장소에 

죽은 남편의 석상을 보초로 초대하는 전례없는 악마적인 무모한 용기로 변하 

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43). 하지만 이 악마적 용기는 문법적 성의 사용과 

결합하여 더욱 더 기괴한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하여， 레포렐로에게 

하는 돈 후안의 대사를 보자. 레포렐로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초대의 말은 푸 

쉬 킨 에 게 서 기 호상황과 직 접 연 관된 특성 을 지 닌 다: “npOC Ii ee nO%anOBaTb KO 

MHe."(“그녀에게 내게 와 주십사라고 해라"， 318) 몰리에르에게서 남성 형태가 

사용되고있는 것과 달리얘) 푸쉬킨은 여기서도 여성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사람 

이 아니라 석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대사임을 분명히 한다. 돈 후안의 지시에 

따라 레포렐로가 전하는 초대의 말도 마찬가지이다: “npecnaBHa~ ， npeKpaCHa~ 

CTaTY~!(...)"(“너무도 훌륭하고 멋지신 석상님!"， 318)엄) 물론 이 대사는 앞에 

41) AHHa AXMaTosa ‘ 앞의 책， 117쪽에서 재인용. 

42) Moliere, Dom juan, Théâtre et Mises en scène, Hatier Janvier, 1985, 52쭉. 
43) AHHa AxMaTosa , 앞의 책， 117-118쪽 참조 

44) “Demande-Iui s’ il veut venir souper avec moi."(“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겠는지 그에 게 물어 보아라 ") Molière, Dom juan, 52쪽. 
45) 이와 달리 몰리에르 텍스트에서 동 쥐앙은 석상이 아니라 “기사나리"(“Seigneur 

Commandeur". 52쪽)에게 초대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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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라마의 모토로 내세워졌던 다 폰테의 텍스트(“o statua genti!issima / 

De! gran' Commendatore!../. .. Ah, Padrone! " , “오 위 대 하신 기 사단장나리 의 너 

무도 멋지신 석상님 아이고， 주인님!"， 295)의 부분 인용이다. 그러나 모토에 

서 명시되었던 묘사대상과의 결합(De! gran' Commendatore)이 여기 초대의 

말에서는 완전히 생략됨으로써 묘사대상인 기사단장의 남성성 대신， 석상의 

여성성이 독자적으로 강조된다. 이어지는 레포렐로의 대사에서도 석상은 계속 

여성명사로 등장한다: 

nOH ryaH: l/TO TaM? 

]JenopeJlJlo: AR, AR! .. Al!, Aμ ... YMPY! 

nOH ryaH: 니TO CaeAaAOCb C TOÕO~? 

]JenopeAAO (KHBaj! rOAOBol!): CTaTyj! ... al!! .. 

nOH ryaH: Tw KAaHj!embC j!! 

]JenopeAAO: HeT, He 51 , OHa! 

(319) 

돈 후안: 뭐야? 

레포렐로: 아이구， 아이구 ... 죽겠다! 

돈 후안: 무슨 일이야? 

레포렐로(고개를 끄덕이며): 석상이 ... 아이구! 

돈 후안: 네가 인사를 한다구! 

레포렐로: 아뇨， 제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석상을 가리키는 여성(대)명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돈 후안이 직접 

초대의 말을 하는 대목에서 말상대는 묘사대상， 즉 기사단장으로 넘어간다: 

“51, KOMaH.llOp, npowy TeÔ.lI np뻐깨 K TBoel! B.llOBe,(. • .)"(“기사단장， 당신의 미망 

인에게 와주길 청하오"， 319). 그러나 지문에서는 여전히 석상이 동작의 주체 

로 제시되고(“CTaTy.ll K‘iBaeT rOAoBol! B 3HaK corAac때 “석상은 동의의 표시 

로 머리를 끄덕인다" 319; “CTaTy.ll I이iBaeT On.llTb" , “석상이 다시 고개를 끄덕 

인다"， 320), 이 변화를 통해 푸쉬킨은 남성과 여성사이에서 움직이는 석상의 

기호적 중간위상을 표현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문법적 성과 자연적 성의 관계， 즉 문법적 성을 자 

연적 성에다 전이시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적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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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돈 후안 전설을 구성하는 두 부분， 즉 사랑의 모험행각과 석상의 잔치에서 

큰 역할을 한다. 돈 후안의 사랑모험은 분명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성격이 강 

하다. 비단 돈 후안이 도나 안나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모짜르트/다 폰테의 오 

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돈 후안 전설의 모든 버전에서 기사단장의 살해는 부 

친살해와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 돈 후안에 의해 정복되는 수많은 여자틀의 

뒤에는， 크리스테바도 시사하듯46) ， 언제나 되풀이하여 실패하는 어머니와의 

합일시도 내지는 동일화 시도가 숨어있으며， 이 점에서 돈 후안의 파멸은 나 

르시시즘에 연유하는 복수의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심리분 

석학적 관점에서 O. Rank는 돈 후안을 두고 “보통이라면 달갑지 않을 불청객 

을 유쾌한 저녁식사에 초대함으로써 송장을 먹는 아버지-선조의 무서운 복수 

에 대한 공포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대담한 야유가"47)라고 말한다. Rank는 모 

짜르트/다 폰테의 오페라를 심리분석학적 의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돈 후안 

텍스트로 택하여 이같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석상 손님>에서도 외 

디푸스 콤플렉스가 푸쉬킨에 의해 처음부터 충분히 의도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푸쉬킨은 모토에서 모짜르트/다 폰테의 오페라를 인용함으로써 그것을 자신 

의 텍스트를 위한 문화적， 문학적 권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름아 

닌 레포렐로의 다음과 같은 대사를 선택함으로써 석상(기사단장)과 돈 후안의 

외디푸스적 관계를 시사한다: “o statua gentilissima / Del gran' Commen

datore! .. / …Ah, Padrone!" 여기서 Padrone(주인님)은 물론 돈 후안을 향한 

말이지만， 대사의 구조는 기사단장(석상)과 돈 후안을 접촉， 단락(短絡)시킴으 

로써 둘의 동일화를 유발하고 있다. 나아가 기사단장(석상)과의 동일화 욕구 

는 레포렐로/스가나렐르가 전하는 초대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석상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은 역으로 석상에 대한 복수욕， 복수충동으로 나타나고，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 석상은 이제 이 초대에 의해 욕망의 대상이 된다. 특히 몰리 

에르극에서 스가나렐르가 연발하는 황홀한 감탄의 외침은 이를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Ma foi , Monsieur, voilà qui est bien fait. "48)(“정말이지 나리， 멋 

지군요." ) 말하자면 석상은 돈 후안의 마지막 정복대상 femme fatale가 되는 

셈인데， 이런 맥락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몰리에르와 모짜르트/다 폰 

46)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318-322쪽. 
47) O. Rank, Die Don-Juan Geschichte, Leipzig-Wien-Zürich, 1924, 48쪽. 
48) 1\μli송re. 암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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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텍스트에서 석상이 보여주는 여성적 동작이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숙이는 이들의 동작은49) 여성적 복종과 응락의 기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초대받은 석상의 여성적 성질은 돈 후안의 사랑의 모험행각에 대해 하나의 

설명을 제공해 준다 두려움과 동시에 욕망의 대상인 석상에 대한 돈 후안의 

관계가 산 자에 대한 죽은 자의 복수와 죽은 자에게 먹히게 되리라는 두려움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 돈 후안이 그에게 정복당한 여자들로부터 언제나 

달아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삼켜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호의 움직임은 문법적 성과 자연적 성 사이에서의 움직임에 국한 

되지 않는다. 죽은 자에 대한 경멸과 무모한 용기에서 석상에게 건넨 초대의 

말은 석상의 물리적인 첫 웅직임 고개 끄덕임을 불러낸다. 이 움칙임은 기호 

를 기호이게 하는 기표와 기의의 이분구조를 깨뜨리면서 석상과 기사단장의 

동일성올 낳고， 그럽으로써 석상의 기호성 자체를 파괴한다. 몰리에르에서는 

석상과 묘사대상의 동일성이 이미 석상의 첫 동작 이전에 암시되고50)， 석상이 

스스로 기호생산자가 됨으로써 기호성이 파괴되는 과정은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다51). 어쨌건 지하에 묻혀 억눌려 왔던 시니피에가 자신의 시니피앙올 

파괴하고 동시에 그것올 실현시키는 고개짓은 어느 버전에나 공통되게 나타 

나며， 이 움직임 앞에서 모든 돈 후안은 자신의 분신격인 하인과 함께 달아난 

다. 돈 후안: “Yßllew"(“빨리 나가자" 32이 돈 후안들은 석상의 움직임에 의해 

스스로 움직임으로 내몰리고， 기호(석상)의 창조자였던 그들은 이제 반대로， 

되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석상에 의해 닥인이 찍히고 기호가 되는 기호관 

계의 역전과 함께 현실적 상황의 역전올 맞게 된다. 살해된 자가 살인자를 파 

멸시키는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자에게서 여자로 옮겨가던 찰라 

적이고 혼돈스런 흔적의 속행이 그 흔적들 중의 하나에 의해 저지당하고 다 

49) “La statue baisse la tête", “La statua china la testa". “고개 를 끄덕 이 다”률 나타 

내는 동사로는 incliner와 annuirer가 더 적합할 것이다. H. Meyer, 앞의 책， 223쪽 

참조. 

50) 스가나렐르의 대사 “Cela n'est pas civil d ’aller voir un homme que vous avez 

tué"("자기가 죽인 사람을 보러 간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51쪽)와 “Il sem

ble qu ’il est en vie et qu ’ il s ’en va parler"(“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 다， 52쪽.1 
51) 스가나렐르. “La statue m ’a fait signe."(“석상이 제게 신호를 했습니다"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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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향으로 내몰리게 됨을 “Y까nell'은 예고한다. 

석상의 첫 움직임 - 돈 후안올 달아나게 만든 무서운 머리 끄덕임은 기호 

성 뿐만이 아니라 그 대립항인 현실까지도 파괴한다. 여태까지 개연성의 법칙 

에 따라 진행되어 온 사건전개가 갑자기 환상적인 것으로 변하게 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석상의 움직임은 다름아닌 ‘비지상적인’ 힘의 개입을 의미하 

며52) ， 이 힘에 의해 돈 후안의 수평적인 방랑과 편력은 수직적이고 형이상학 

적인 차원으로 뒤집히게 된다. 석상의 고개 끄덕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움 

직임의 방향올 가리키며 지옥으로 떨어짐을 전주하는 첫 박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평적， 메토니미적 방향으로부터 수직적， 형이상학적 방향으로 

반전하는 이같은 저주지향적 기호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돈 후안 이야기의 여 

러 버전들 속에 들어있었고， 어떤 요소들이 푸쉬킨적 특성올 이루는가? 

돈 후안 방랑의 수직적 형이상학적 차원은 이미 돈 후안 전설의 가장 초기 

드라마인 몰리t.t(Tirso de Molina)의 〈세벌랴의 야유자와 석상 손님 >(<El 

burlador de Sevilla y convidado de piedra> , 1613년 초연， 1630년 첫 출판)에 

서 기독교적 도덕론과 결합한다. 이 드라마에서 신의 계율과 언간의 법에 대 

한 거리낌없는 야유자는 벼락을 맞고 죽는다. 이어지는 이탈리아의 버전(특히 

Giliberti와 Cicognini의 연극)에서는 몰리나극에서의 엄격한 교훈성이 코메디 

아 텔아르테에 의해 완화되면서 바로크적인 익살극과 비극 사이에서 움직인 

다. 그런가 하면 몰리에르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인생은 유희이며 즐겨야 

한다는 좀 더 확고한 신념올 지닌 통 쥐앙올 둥장시키고 코메디풍에 따라 그 

의 에로틱한 술수틀을 강조하지만 드라마는 결국 주인공의 추락과 파멸로 끝 

난다. 그와 달리 모짜르트/다 폰테는 〈벌받은 방탕아〉에서 익살극적 요소를 

강조하고 돈 죠반니의 파멸 후 과시적으로 쿄믹한 한 장면올 덧붙인다. 그러 

나 이미 몰리에르극에서도 엄격한 종교적 지향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석상의 

52) 석상의 죽은 칠료 속에 억압되어 있는 내부의 잠재적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화 
될 때 이 변화가 산 자에게 숙명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TeHb(망령)은 푸 

쉬킨에게서 조각상， 석상과 마찬가지로 무텀 너머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를 중 

재하는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산 자에게 회망과 도움을 약속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 석상， 조각상과는 달리 TeHb은 산 자와의 관계에서 외적인 무엇이 아 

니며， 때문에 그것의 기호도 아니다. M. O. repmeH30H, “TeHb nymKHHa", CTaTbH 0 ny
mμfHe， MOCK Ba/ J1eHHHrpall, 1926; S. Senderovich, “ On Puskin ’s Mythology: The 
Shade-Myth", Alexander PU삶in Symposium I!, Columbus, 1980, 103-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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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도 신의 경고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상실한다. 벼락이 동 쥐앙에게 떨어지 

고 대지가 벌어져 그를 삼킨 후에 연극을 끝맺는 것은 이제는 받을 길이 없 

게 된 급료를 억울해하는 스가나렐르의 외침이다: “Mes gages! mes gages! 

mes gages!"(“내 급료! 내 급료! 내 급료!") 도덕주의적 해석의 힘은 여기서 

크게 약화되는 동시에， 바로크극의 형이상학적이고 소극(笑劇)적인 요소와 대 

비되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전면에 나서고， 이로써 몰리에 

르는 “고전주의-계몽주의-낭만주의”의 거대시대를 관류하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출발시킨다. 

이 흐름 속에서 푸쉬킨의 〈석상 손님〉이 취하는 입장은 돈 후안 전설의 

노골적인 낭만화와 동류의 것이 결쿄 아니다. E. T. A. Hoffmann의 소셜 <

돈 후안>(<Don luan>)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분명해진다. 모싹르트의 오페 

라 〈돈 죠반니〉의 공연에서 음악의 악마성에 사로잡힌 소설의 일인칭 화자 

는 음악에서 인간의 본성과 알지 못할 무서운 힘 사이의 갈둥을 본다. 그에게 

돈 죠반니는 방탕아라기 보다는 천상의 약속과 회망으로 머물러야 할 것을 

지상적 사랑의 쾌락과 향유 속에 이미 실현시키려고 하는 망상 때문에 파멸 

하는 인간이다. 순수한 사랑 속에 구원올 가져다줄 수 있을 터이지만 돈 죠반 

니에게 희생되고마는 도나 안나역의 여가수가 밤의 환각 속에 화자가 앉아있 

는 관람석에 나타난다. 그녀는 영원히 갈망하는 사랑， 오로지 노래를 통해서 

만 전달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없는 사랑의 광기를 드러내 보이고， 두 사람은 

그들사이의 비밀스런 관계를 깨닫는다. 그러나 소설 끝부분의 세속적인 술집 

장변에서 그녀가 일인칭 화자의 관랑석에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는 

사실이 얘기된다.잃) 

호프만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환상성과 악마주의는 낭만주의에서 넓게 퍼 

진 경향이긴 하지만 낭만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낭만적 지향의 

특성올 규정하는 데도 별 도움올 주지 않는다. 환상성과 악마주의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실과 기호를 결합시키는 특별히 낭만적인 글쓰기 방법 

과 연주법중 하나에 불과하며， 기호의 움직임에 대한 특별히 낭만적인 작업， 

무엇보다도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작업의 54) 하부 기능에 불과하다. 낭만주 

의 전체에서， 그리고 적어도 〈예브계니 오녀l 긴〉을 쓰기 시작한 이후의 푸쉬 

53) E. T. A. Hoffmann, Gesammelte Werke in Einzelausg, Bd.l, Textrev. u. Anm. 
H. j. Kruse, Berlin/ Weimar, 1976. 

54) 계몽주의에 대한 관계에서 낭만주의는 “계몽의 계봉”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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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텍스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부 카테고리인 환상성과 악마주의 

가 아니라， 바로 이 결합， 연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석상 손님〉을 돈 후안을 다시금 파렴치한 농락자로 그려 

내는 인물형상의 낭만화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못 

하다. 이같은 시각 역시 낭만주의에 대한 불충분한 주제적 정의에서 나오는 

리얼리즘의 명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석상 손님〉은 호프만적 낭만화 

나 리얼리즘적 낭만주의 비판이 아니라 고전주의， 계몽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 소비극의 결말에서 푸쉬킨은 모짜르트/다 폰테 보다도 몰리에르 

에 더 가까이 선다. 석상과 돈 후안의 수직적 움직임올 나타내는 “npoBaJlHBa

K)TCR”로 텍스트를 끝맺는 것이 그것이다. 모토와 하인의 이름 레포렐로를 모 

짜르트/다 폰테에게서 벌어오고 있지만 코믹한 마지막 장면올 달고 있는 〈돈 

죠반니〉와 달리 〈석상 손님〉에서는 코메디적인 것에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 점에서는 “급료!"를 외쳐대는 외쳐대는 스가나웰르의 한탄올 덧붙 

임으로써 그 역시 비슷한 코메디적 전환을 꾀하는 몰리에르극과도 확연하게 

다르다. 몇 년 뒤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세 개의 커다란 표상에 속하게 되는 

돈 후안 전설의 푸쉬킨 버전은 고전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버전과의 명시 

적이고 암시적인 경계넘나들기， 텍스트 방랑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다. 

IV. ‘시인’ 돈 후안과 ‘드라마적 연구실험’ 

일찌감치 키에르케고르가 돈 후안올 서정적 장르와 연결시켰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돈 후안은 서사적인 아하스버나 극적인 파우스트와는 대비되는 

시적 인간， 예술적 인간으로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 주어지는 물음은 시적 인 

간 돈 후안이 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며， 그의 시적， 예술적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드라마 장르와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석상 손님〉의 돈 후안이 시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 

어 왔다. 드라마 속에서 라우라는 돈 후안이 작사한 노래를 손님들 앞에서 부 

른다. 그러나 그의 본질을 보다 잘 말해주는 것은， 아흐마토바의 지적처럼55)， 

돈 후안이 그 스스로 말하듯 “사랑노래의 즉홍시 인"(“HMnpOBH3aTopOM J11060BHOH 

55) AHHa AXMaTOBa , 앞의 책， 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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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HH", 311)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를 짓고 가사를 쓰지 않더 

라도 돈 후안은 본질적으로 시적이며 음악적이고 즉흥예술가라는 사실이며， 

말과 행동과 열정을 미적으로 연출하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같은 예술가성， 

시인성은 이미 앞에서 말했던 그의 본질 - 내재성의 부재， 비어있음， 방랑성， 

순간에의 몰두와 불가분 결합되어 있다. 여인들을 갖고 싶어하되 독립된 대상 

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형성하는 데 펼요한 훗말"56)로서 여인들에게 정신 

을 쏟고， 여인들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면서 수많은 장소를 자신의 것 

으로 만드는 변덕스러운 방랑의 체험 속에서 그는 대아와 내재성올 갖지 않 

고， 소유하지 않는 정복올 탐색하는 까닭에 삶을 유희로， 희열로， 음악으로， 

예술로 만든다. 이 방탕자는 “변화무쌍한 재치， 내재성없이 사는 솜씨， 놀이를 

위해서만 가면을 쓰는 기술 그 외에는 어떠한 진정한 모습도 지니지 않는 예 

술적 인간"57)인 것이다. 크리스테바가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움직인다 ... 날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로티그(Lortigue)의 말을 벌어와서 모든 예술은 근본적으 

로 돈 후안적인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고 있는 돈 후안적 예술성의 특성에 

관해 우리는 보다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58). 

돈 후안에게 살해당한 도나 안나의 남편이 기사단장인 데서도 드러나듯 <

석상 기사〉의 세계는 아직 중세적 전통 위에 서있다. 소유의 거부와 자유와 

유희라는 기본틀 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돈 후안의 즐기기에도 그 뒤엔， 5eJIJIK 

과 BHpOJlaRHeH이 지적하고 있듯 중세적 전통이 서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56)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fJ7쪽. 
57) 앞의 책， 315쪽. 
58) H. B. Ee~k/M. H. BHponaRHeH, “ManeHbkHe Tparen뻐 kak κynbTypH때 3noc HOBO

eBponeRckoR HCTOpHH (cynbt5a nH'IHOCTH - cynbt5a kynbTYPhI)", nyæKHH, HCCJ1eI10B4HHJI 

H M4TepH4쩌 T. XIV, AeH뻐rpan， 1991, 73-96쪽 참조. Een.llk과 BHponaRHeH은 푸쉬 

킨의 소비극 4편을 “근대유럽사의 문화적 에포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각 소 

비극을 문화사의 잠언으로 본다. 이 틀 속에서 그들은 4편의 비극을 〈인색한 기사 

>, <석상 손님>， <모찌르트와 살리에리>， <페스트 속의 향연〉 순서로 새롭게 하 

나의 사이콜로 묶고， 그 각각이 중세， 르네상스， 계몽주의， 낭만주의의 위기를 다루 

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문제성이 없지 않다.<인색한 기사〉만 하 

더라도 꼭 중세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없으며， 르네상스를 다룬다고 보아도 역 

시 타당하다 소비극들올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보고， 계몽주의나 낭만주의에서 대 

단히 활발했던 여행적 글쓰기와 기호생산전략의 측면을 간과한 것도 비판의 여지 

가 있다. 그러나 중세적 숭배의식과의 연관 속에 돈 후안의 시인성， 예술가성을 바 

라보고 있는 그의 해석은 본 논문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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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적 전통의 핵심에 자리하는 이의적이고 양가적인 현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두 질서에 속하는 종교적인 것과 기사도적인 것， 마도나 숭배 

와 귀부인 숭배가 서로 겹쳐지고 얽히고 었다는 사실이다. 중세인틀이 숭배의 

대상인 귀부인에게서 천상의 이상을 보고 마돈나숭배에 에로틱한 뉘앙스를 

덧붙였던 것은 그들이 감각과 감성올 천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숭배의 두 대상인 마돈나와 귀부인은 다 함께 우 

상의 성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마음대로 취하고 점령 

하는 돈 후안의 절대적 자유와 방랑의 모험에서 우상들은 쓰러지고 목적과 

수단은 자리를 맞바꾸어 이제 사랑의 쾌락과 희열 자체가 목적이 된다. 중세 

에는 숭배의식(嚴式) 자체가 삶의 의미중심이었고， 예술은 숭배의식에 봉사하 

기 위해 존재했다면， 중세가 끝나가면서 일어난 가치훗말의 대전회(大轉回)는 

숭배의식과 예술의 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문화의 보편적 탈신성화와 

더불어 숭배의식은 예술에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만 것이 

다. 돈 후안은 숭배의식을 예술로 이용하고， 자신을 탁월하게 연출하는 매우 

섬세한 미적 방법을 지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시인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본질적으로 시인인 돈 후안이 드라마 장르와 결합되고 있 

는 것은 왜인가? 그의 시적 본질 자체에 드라마적 갈등과 모순이 들어있기 

때문인가? 그의 시적 본질， 시적 행위가 세계질서와 필연적으로 극적 갈퉁올 

빚기 때문인가? 

돈 후안이 과시하는 자유는 세계， 질서， 제도， 종교， 사랑， 죽음， 과거의 우 

상에 대한 탈신성화된 관계의 자연스런 결과에 다름아니다. 그가 선올 존중치 

않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선악이 어떻게 구별되고 도덕률이 불가침의 것으 

로 설정해 놓은 경계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며， 악 앞 

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도 아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표정(標定) 체 

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념고 경계와 유희한다.59) 돈 후 

안은 위계화된 경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불가침의 영역올 인정치 않으면 

서， 바로 그 세계의 질서체계를 유지시키는 문화적 메커니즘， 신성한 메커니 

59) 이 점에서 돈 후안은， 5e~K / BeponaßHeH이 말하듯， 오랜 고통의 길을 거쳐 비로 

소 선악의 진정한 구별에 이르는 고대비극의 주인공이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에 이끌려 열정에 봉사함으로써 선을 

택할 힘을 갖지 못하는 셰익스피어극의 주인공과 구별된다. 5eR5IK / Bepona꺼HeH ， 

앞의 책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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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자신의 쾌락과 희열을 위한 마법의 처방으로， 열쇠로 이용한다 시대문 

화에서 아직도 유효한 질서의 신성함올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유형으로부터 삭제되고 사용정지된 숭배의식의 형식까지도 자신의 비어 

있음을 채우기 위한 미적 열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함올 

모독당한 세계와 침범당한 공동체의 법은 그의 절대적 자유를， 경계와의 부도 

덕한 미적 유희를 용인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 열정과 신성의 영역을 결합시 

키는 데 봉사했던 신성한 열쇠를 오로지 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돈 후안은 

무서운 복수를 부른다. 원래의 기능을 부인당한 곳에서 마법의 열쇠는 무서운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고 복수는 모독당한 우상의 모습으로 돈 후안올 따라 

잡는다. 돈 후안의 파멸은 여인들에게서 그의 에로틱한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시인성， 절대적인 미적 자유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으며， 수직의 가치체계 

는 자신의 합법적인 경계를 흔들리게 한 돈 후안을 복수의 형식으로 세계 바 

깥으로 추방한다. 

그러나 돈 후안은 자신이 부인하는 힘에 결국 굴복해야 함을 과감히 인정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 “H rHðHY -- KOH~eHO -. 0 ßOHa 뻐Ha!"(“나는 

죽는다 - 끝났어 - 오 도나 안나!"， 328,) 몰리에르극에선 동 쥐앙의 입올 통 

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된다: “Non, non, il ne sera pas dit, Quoi QU ’ il 

하rive， Que je sois capable de me repentir. Allons, suis-moi."(“아냐， 무슨 일 

이 있더라도 내가 뒤우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따라와.")60) 마지막 순 

간에도 미적 인간， 미의 탐색가로서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돈 후안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비극적 주인공으로서의 품위를 부여하고， 멜로드라마의 

앓은 차원으로 내려서지 않는다.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수평적 움직임의 

절대 자유로 인해서 그에게 가해지는 수직적 복수는 더 깊고 더 비극적인 추 

락이 된다. 

이렇듯， 모험하면서 벌받지 않으려 하고， 죽음올 믿지 않으면서 죽음과 경 

계를 맞대고 존재하려 하고， 끊임없이 복수를 선동하고 시험하면서도 복수를 

60) Moliere, Dom Juan, 74쪽. 크리스테바는 같은 관점에서， 그러나 주로 〈돈 죠반니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돈 후안은 그의 에로틱， 음악이 얼 

마나 기이한 것이고 공감하기 어렵고 광대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저 조금 

실망했을 것이다 죽음의 힘으로서의 법， 죽은 자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초월 

할 수 없는 것이며， 공동체와 공동체의 안정，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지고의 보장이 

되고 있는가블 목격하면서 실멍했을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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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려 하는 돈 후안의 열정은 이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을 결합시키려 

하는 내적 모순에 의해 비극적 역설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자신의 역(평)을 

자신 속에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행복은 비극의 내적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은 드라마를 드라마로 만드는 가장 핵심 

적인 계기의 하나이고， 때문에 푸쉬킨이 다름아닌 “드라마적 연구 “드라마적 

실험” 속에서 이 문제를 시험해본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돈 후안이라는 특별하고 독특한 한 인간을 통해 어떤 경계도 없다고 

자만하는 인간의지와 그것에 경계를 놓는 세계법칙간의 비극적 갈둥이라는 

전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만이 푸쉬킨의 소비극의 목표는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 돈 후안의 시적 본질과 그것에 배태되어 있는 극적 갈등은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장르연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드라마의 주인공 

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돈 후안에게 담보해준다는 것올 의미할→뿐， 그의 캐 

릭터， 그의 심리， 그의 열정이 다른 소비극들과 함께 “드라마적 연구"(껴paMa

THqeCKHe H3yqeHHJI"), “드라마적 연구실험"(“onblT .llpaMaTHQeCKHX H3yQeHHR")이 

라고 이름붙여졌던 〈석상 손님〉의 유일한 연구대상， 실험대상이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그렇다면 푸쉬킨은 이 소비극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실험하고자 한 것인가? 

인물 또는 인물과 세계의 관계라는 내용적 차원을 떠나 드라마 자체， 드라마 

형식에 대한 분석에서 푸쉬킨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20세기초 

에 상징주의자 브류소프(B. 5pIOCOB)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1902 
년 〈불펼요한 진실>(<HeHY*HaJl npaB.lla>)이라는 짧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이었 

던 글올 통해 재현적 리얼리즘 연극의 근본적인 허무맹랑함올 지적하고 러시 

아 모더니즘/아방가르드 연극에 방향을 제시했던 그 답게， 브류소프는 푸쉬킨 

소비극의 형식실험성을 독자나 관객을 위한 모든 부연적이고 보조설명적인 

것을 과감히 생략하고 드라마 전문가를 위해 드라마의 “정수”만을 남겨놓은 

간결함(Cli<aTOCTb)과 조건성 (YCJIO BHOCTb)에서 찾는다61) 그와 함께 브류소프는 

푸쉬킨이 소비극을 통해 그같은 시도를 한 이유를 비극 <보리스 고두노프 

> (<50PHC rO.llYHOB>)가 독자 뿐만이 아니라 벨린스키를 비롯한 비평가들에게 

서조차 몰이해에 부딪쳤다는 점， 또 〈보리스 고두노프〉를 통해 푸쉬킨은 그 

61) B. 5다OC08 ， “Ma.neHbKHe tljlaMbl nymKHHa" , Co6paHHe COtfHHeHH.깨 B ceMH TOMax, T. 2, 
MOCKBa , 1975. 99-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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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의 러시아 연극과 결별하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지향함으로써 러시아 

연극에 새로운 길올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신 <보리스 고두노프> 속에 

서 셰익스피어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푸쉬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로써 설명하고 있다. 푸쉬킨은 셰익스 

피어가 아니라 푸쉬킨이어야 했고 때문에 〈소비극〉에서 완전히 자기자신이 

고자 했다는 것 이 다62) 

여기서 우리는 브류소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브 

류소프는 소비극의 실험대상을 인물이 아닌 드라마 형식으로 봄으로써 〈석상 

손님〉올 개인적인 소규모의 비극적 사건을 다룬 비극성에서 “작은” 비극이 

아니라， 쇼팽이나 슈만의 연습곡처럼 간결하게 축약되어 하나의 테크닝을 집 

중적으로 연습하고 한 작품 안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63) 동시에 하 

나의 예술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음악장르처럼 양적 규모로는 “조그마한" 그 

러나 질적으로는 완성된 비극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다른 한편， 브류소프는 

푸쉬킨이 “소비극에서 완전히 자기자신이고자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주문 

학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질 위험올 보이고 있고 또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완전허 푸쉬킨다움”은 푸쉬킨 산문의 특정이기도 한 간결성과 압축성의 강 

조로 축소되고 었다. “푸쉬킨다움”이 얼마나 크게 텍스트 방랑과 연관되어 있 

고， 그것이 또 얼마나 낭만주의의 본질적 지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돈 후안이 

라는 영원한 방랑자의 형상이 푸쉬킨의 텍스트 방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 

러내어줄 수 있는 기제인지 택스트 내적이고 상호텍스트적인 “기호의 경계넘 

기”가 어떤 의미연관올 가지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를 그의 논문은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관점에서， 앞에서 행한 분석올 토대로， 석상올 웅직 

이게 하나 석상의 지휘아래 그 자신이 지옥으로의 마지막 (수직)여행에 들어 

서는 수평적 방랑자 형상으로서의 푸쉬킨의 돈 후안과 그의 드라마 〈석상 손 

님〉에 관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석상 손님>은 망토와 장 

62) 브류소프는 폴란드의 낭만주의 작가인 미츠키예비치 (Mickiewicz)가 〈보리스 고두 

노프〉를 읽고 했다는 결코 찬사일 수 없는 찬사를 소개한다: “Tu Scheakspearus 
e꺼s， si fata sinant"{“운명이 허락한다면， 그대는 셰익스피어가 되리라") 앞의 책 

101쪽’ 
63) W. E. Brown, A History 01 Russian Literature 01 the Romantic Period, Ann 

Arbor, 1986, 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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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과 사랑의 모험으로 이루어진 스페인식 르네상스 드라마의 전통올 따라 출 

발하는 듯 보인다. 사건은 시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앞지르고， 돈 후안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다음 순간을 탈취하려는 듯 미래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 

나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소비극과 1830년대의 다른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푸쉬킨은 출발상황을 최소화시키고 사건을 아주 핵심적인 것들로 집약， 압 

축시킨다. 돈 후안 전설의 다른 버전들에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성편력 

은 죽은 이네자에 대한 회상 정도로 대체되고 있고， 극중에서 돈 후안이 차지 

하는 여언은 라우라 뿐이다. 다른 버전들에선 그가 차스틸랴에서 추방당하게 

된 배경인 결투와 살인의 원인으로 여자의 농락올 가리키고 있는 데 반해 푸 

쉬킨 텍스트에서는 그같은 배경이 생략됨으로써 여성농락자， 여성방랑자로서 

의 개념은 희석되어 있고， 다른 어떤 텍스트에서 보다도 시적인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부여받는다. 

이런 가운데 절대적 핵심으로 축약된 사건 드라마의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 

는 돈 후안 방랑길의 짧고 결정적인 마지막 경유지로서의 그의 저주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돈 후안은 모짜르트/다 폰테에게서 벌어온 하인 레포렐로와 

함께 마드리드의 성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곧 결정적인 갈둥에 처하게 되고 

이 갈둥은 4개의 쌀막한 장면올 거치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는 좀더 지켜 

볼 틈도 없이 돈 후안은 이미 지옥으로 사라지고 없다64). 다른 차원을 믿지 

않는 그의 행동과 움직임의 자유를 확인하고 과시하게 해주면서 수평적으로 

제시되었던 ‘여기 이곳’은 어느 새 숙명적인 파멸의 수직선으로 뒤집히고， 푸 

쉬킨의 후기 작품들， 특히 〈예브계니 오녀1 긴〉에서 볼 수 있는 혼돈스런 자취 

를 남기며 스쳐 지나가는 ‘성급함’이 이 소비극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진다. 앞 

에서 인용했던 로티그의 말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움직인다 ... 날면서 사랑해야 

한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같은 ‘언제나 길 위에 있음’은 돈 후안의 첫 

둥장과 마지 막 등장올 유표화한다: “(...) CKOpO / ~ ßOJIeqy ßO yJI뻐aM 3HaKOMbIM 

/ YCbI ßJIa띠OM 3aKpblB , a CíPOBH mmmoß."(“이제 곧 / 망토로 수염을 가리고 눈 

썰까지 모자를 눌러쓰고 / 낯익은 거리를 날아다닐 거야"， 297) 돈 후안의 “세 

상날기” 선언으로 시작하는 소비극은 돈 후안과 석상에 관한 지문 “npOBaJIHBa

IOTC5I"(“아래로 꺼진다"， 328)로 끝난다. 

64) 푸쉬킨의 <C l.leHa HJ φaycTa>에선 더 축약되어 있고， 세 가지 커다란 표상 - 파 

우스트， 돈 후안， 아하스버의 합성버전인 〈예브계니 오녀l 긴〉에선 이 움직임의 과 

정이 끝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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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길이 속에 돈 후안의 움직임올 최종적 단계에 집중시켜 보여주는 이 

같은 텍스트구성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여자에서 저 여자에게로의 편력과 

모험을 선호하는 코메디아 델아르테나 바이런과는 대조적으로 ‘저주’를 핵심 

적인 계기로서 텍스트에 위치시킨다. 저주는 돈 후안의 다른 고전주의적 드라 

마 버전에서도 이미 자리하고 있지만 하인의 수다스런 넋두리로 끝나는 몰리 

에르극이나 코믹한 끝장면올 덧붙인 〈돈 죠반니〉와 비교할 때에도 저주는 <

석상 손님〉의 축약되고 간결한 구조 속에서 보다 강렬한 힘으로 작용한다. 

수평적인 방랑의 자유로부터 수직차원의 저주로 반전하는 사건과 기호방향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드라마 장르를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또 앞에서 살펴보았 

던 성과 장르의 문제， 기호의 노출과 파괴 같은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다. 드 

라마는 기호와 기호생산자간의 관계 역전， 자신의 존재가 위태롭게 된 기호성 

자체의 위기， 기호와 메타퍼의 현실화， 현실이 된 기호와 메타퍼에 의해 이제 

는 자신이 파괴당하는 현실 - 이같은 문제들올 가장 명백하고 가장 충격적 

이고 가장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이며， 그 밖에도 무대는 주체의 경 

계， 성의 경계의 기호적 월경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트라베스티(변장) 뿐만 아 

니라 작품경계와의 유회라는 의미에서의 트라베스티의 고유한 장르이기도 하 

기 때문이다. 

야롭슨이 석상올 지시하는 시적 기호를 “기호의 기호" “像의 像”이라고 불 

렀올 때 그는 조각이라는 매체를 언어텍스트상에서 다룬다는 것이 그같은 메 

타기호적 기법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이미 지니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지만， 공통된 언어매체를 사용하는 문학텍스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 

는 “기호의 기호화 현상”에 대해서나 기호의 움직임이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실현되는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올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푸쉬 

킨의 (후기) 낭만주의적 텍스트 특성을 기술하논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야 

롭슨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묘사와 묘사대상간의 통일성 문제보다 기호방 

랑， 텍스트방랑과정올 통해 기존의 문학기호들， 문학텍스트들올 재기호화하고 

재텍스트화하는 방법이다. 

〈석상손님〉은 영원한 방랑자 돈 후안의 형상과 결합된 시적 방랑의 주제 

뿐만이 아니라 가장 권위있는 버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전주의적， 계몽주의 

적 돈 후안 텍스트의 존재로 해서 푸쉬킨의 방랑텍스트 내지는 텍스트방랑의 

특성과 상황을 보여주는 데 매우 적합한 텍스트이다. 5en~K/ BepOna~HeH의 견 

해， 즉 푸쉬킨의 “드라마적 연구실험”의 대상은 여러 역사적 시대와 그것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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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문화적 세계로의 여행을 통해 인간개성의 가장 내밀한 문제인 행복 

의 가능성과 그것에로 이끄는 길에 관한 모색이라는 주장은 재고， 보완될 펼 

요가 있다.<석상 손님〉은 창조， 창작과 기호화의 문제， 시간(문화사， 문학사 

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 형이상학적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구원과 

저주)의 문제를 충격적으로 시범하는 텍스트이며， 그 속에서 계몽주의적 글쓰 

기전략과의 대결， 논쟁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야몹슨이 푸쉬킨의 “파괴적 조각상의 신화”의 출발점을 〈석상 손님 

〉으로 보고， 이 작품을 소비극 사이클의 마지막 “독창적” 작품이라 칭했던 것 

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지적은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페스트 속의 향연〉은 결코 순수한 번역물이 아니거니와，<석상 손님 

> 또한 순수한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극 사이클의 중심에 놓인 것 

은， 방랑적 글쓰기에서도 증명되듯이， 독창성， 원본성에 관한 문제이며， 사이클 

의 절대적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이 문제는 푸쉬킨이 원본-복채의 이 대립을 

가지고 유희하는 드라마 부제에서부터 이미 고지된다.<인색한 기사〉는 계몽 

주의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신비화 기능올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부제 <CueHIiI 

H3 UeHCTOHOBOR Tpa대KOMemm: The covetous knight>를 달고 있지 만， 목가적 
송시 와 비 가， 발라드의 작가로 알려 진 William Shenston0714-63)은 그같은 

“희비극”을 쓴 적이 없다.<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 대해서도 한 원고에서는 

독일어로부터의 번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65)， 이는 푸쉬킨의 아이러니컬한 유 

희일 뿐이다. 

창조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기호와 기호생산자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듯 

<석상 손님>에 앞서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테마 

이다. 비단 기호로서 살해되었던 모짜르트가 <석상 손님〉에서 기호생산자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모짜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돈 죠반니〉의 

아리아를 바이얼린으로 켜는 장님은 바로 다음에 오는 소비극 〈석상 손님〉 

의 서곡을 연주하는 셈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작품창조자는 자신이 만든 창 

조물과 대면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도전받는다. 모짜르트는 그가 창조한 음 

악에 의해， 돈 후안은 그가 죽인 기사단장의 석상(그가 창조한 셈인 석상)에 

의해 도전받고 갈등에 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파멸한다. 같은 주제는 〈청동 

65) A. c. nyml<뻐 ， no，刀'Hoe COφaHHe COtlHHeHHIt B neCJl TH TOMaX, MOC I< Ba, 1963-1966, T.5, 

6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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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IIfe 

TegCT метадвижения -- <Каменный гость> ПУ8кина 

КИМ ХН Сук 

Непрерывное движение -- это специфичное СВОЙСТВО не только дЛЯ биогра

фИИ романтиков, НО и дJlЯ процесса строения романтических TeI<CTOB. В ЗТОМ 

аспеК1"е нас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ует маленькая трагедия А. С. пушкина <Камен

ный ГОСТЬ>, в КОТОРОЙ тема метадвижения многообраз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В <Каменном госте) движ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во многих облаС1"ЯХ. Само CTPO~ 

ение драмы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абсолютной свободе героя, сию минуту nрисва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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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b ce6e Ka*nOe cnenyffimee MrHOBeHHe H 6eCnpen~TCTBeHHO Bw6HpaTb MeCTO, 

BpeM~ H neACTBHe. Ho 3TOA cB060ne npOTHBOCTOHT npenonpeneneHHOCTb B03-

Me3nH~. B nocnenHeA CueHe npaMW rOpH30HTanb cB060nHWX nepenBH*eHHA pa3-

BOpaqHBaeTC~ B $aTanbH~ BepTHKanb, H nBH*eHH~ B npaMe nepeXO~T H3 

MeTOHH빼qeCK。α B MeTa$OpHqecKy~ C때epy. 

B CB~3H C c~*eTHμMH nBH*eHH~MH 60nbmee 3HaqeHHe 06peTaeT np06neMa nBH

*eHH꺼 3HaKOB. Bonpoc OTHOWeHH~ Me*ny 3HaKOM H C03naTeneM 3HaKa ~Bn~eTC~ 

nOBTop~~meAc~ TeMOA y nymKHHa. OTHOmeHH~ DOH ryaHa H cTaTyH KOMaHnOpa no

BTOp~~TC~ H B npyrHx npOH3BeneHH~X nymKHHa, B KOTOpWX C03naTenb 3HaKa BC

TpeqaeTCR CO CBO.뻐 C03naHHeM-3HaKON, nOnnaeTCR npOBOKaUUHH, BCTynaeT B KOH

$nHKT H rH6HeT. 

Pa3BopOT neACTBHA H 3HaKOBO때 cHTyaUHH H3 cBo60nw rOpH30HTanbHWX nepe-

nBH)f(eH때 B BepTHKanb때o c$epy npOKnRTH~ Tpe6yeT C06CTBeHHO npaMaTHqeC-

Koro )f(aHpa. B npaMaT뻐eCKOM )f(aHpe MO)f(HO HaH60nee 3빼eKTHBHO H mOKOB。

nOKa3aTb pa3BOpOT OTHOWeHHA Me*ßy 3HaKOM H C03naTeneM 3HaKa, KpH3HC 3Ha

KOBOCTH Bo06me, peanH3au찌o 3HaKa H Men$Opbl, H pa3pymaeM)'lO BOCKpeCmHMH, 

nBH*ymHMHCR 3HaKaMH peanbHOCTb. K TOMY )f(e , TeaTp - 3TO MeCTO HrpW C 

rpaHHuaMH cy6beKToB H nOnOB, H C rpaHHuaMH He TOnbKO MeTanHTepaTypHWMH, 

HO H MeTa)f(aHpOBblMH. Bce 3TO npenMeTW npaMaTHqeCKHX H3yqeHHA H OnWTOB, 
KOTopble nymKHH npoH3BOnHT B CBOeß ManeHbKOA TparenHH <KaMeHHWA rOCT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