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지미르 솔로벼요프의 예술창작에 

나타난 웃음의 문제* 

L 시작하는 말 

박 종 소 •• 

“사원의 입구때는 웃음이 있고， 

사원 자체의 내부때는 웃음의 반향이 있게 되나， 

가장 성스러운 김은 곳애는 

웃음은 없고 오적 신앙과 기도만 있을 뿐이다 

-R. 니 버 (R. Niebuhr)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 소요의 한가운데에서 그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 

당했던 프로메테우스주의， 관능주의， 아포칼립시스의 사상적 기원은 블라지미 

르 솔로비요프에서 기원한다1) 주지하다시피 1900년 이후 러시아 문화를 주 

도했던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상징주의에서 위 세 가지 요소들은 그 예술적 

테제와 방법론의 기반을 이룬다. 메레쥬꼬프스끼， 기삐우스， 발몬뜨， 솔로구프 

와 같은 전기 상정주의자들의 퇴폐주의적이고 악마주의적이며 자괴적이고 폐 

쇄적인 세계관이 보여주었던 신화적 세계의 순환성으로의 도피가， 후기 상징 

주의에 이르면 솔로비요프의 사상적 토대를 매개로 하여 방향성이라는 개념 

과 더불어 극복된다. 후기 상징주의에서 이제 역사는 아름다운 합일， 아름다 

운 종말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존의 것을 부 

정하고 새로운 예술올 추구하려는 시도 또한 단순한 파괴와 부정이 아닌 변 

증법적 극복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솔로비요프의 사상을 그 근원으로 하는 

이들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은 결국 이전 기획에 대한 회의와 반성 속에서 

* 이 논문은 1æ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없F-ffi-뼈-A!αYl76)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j. H. Billington, The Icon and the Axe, New York, pp. 4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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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테스크-카니발적인 상징주의， 즉 일종의 메타적 상징주의로 나아가는 과 

정을 경험한다. 지상에서의 합일적 세계의 추구라는 솔로비요프의 사회， 역 

사적 시도를 레알리아와 레알리오라의 합일을 이루는 상정 속에서 구현하고 

자 했던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의 대표자 블록과 벨르이마저 마침내 스스로의 

예술에 대한 회의와 절망 속에서 자기 반성과 부정의 섬연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 때 이들이 보여주는 자신들의 기획에 대한 회의나 스스로의 이 

상에 대한 가치결손적 패러디 또한 이미 이들의 열광과 비전의 선구자이자 

전수자였던 바로 솔로비요프 자신에게서 예견되고 있는 것이었다. 솔로비요프 

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숭고한 이상과 예언적 형상들 그 자체를 바 

로 자신의 작품에서 공공연한 풍자와 아이러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예술적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시작품들 

과 드라마들) 속에서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주요한 모티프와 형상들을 전적으 

로 차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휘들을 상용함으로써， 그러한 작품들이 지니 

는 자기 반영적 성격을 더욱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2) 

일반적으로 솔로비요프의 예술 창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어 왔 

2) 이는 솔로비요프의 신비적인 기질을 이루는 수수께끼 같은 요소들 중 하나로서 그 
의 다중 인격적인 분열된 성격에 관한 논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의 성격만큼 

이나 솔로비요프의 작품들은 매우 상이한 여러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 

여준다， 민감한 종교적， 도덕적 성실성과 가장 무의미한 유머， 날카로운 정교에 대 

한 감각과 이단적인 그노시스교나 규율 없는 신비주의를 향한 냉소적인 니힐리즘， 

세속적인 금욕주의와 불건전하게 발전된 관능적인 신비주의 등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솔로비요프 사상의 악마성을 그의 섬뜩하고 기분 나쁜 웃음 속에서 보기도 

했으며， 그런 이유로 도스또예프스끼의 주인공 스따브로긴에 비유되기도 했다. 스 

따브로긴이 끼렬로프와 샤또프 등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의 사상적 맹아이자 그들 

의 자기 파괴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솔로비요프 역시 블록과 벨르이， 이바노프 등 

의 후기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의 예술적 중심에서 자기부정과 회의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분열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사상을 전수 받은 각각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분열과 절망， 부정의 끝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스따브로 

긴처럼， 솔로비요프 자신의 회의와 부정의 경향은 80년대 후반기에서 90년대 초에 

더욱 강화되는 양상올 보여준다 동시대인들의 솔로비요프에 대한 반응과 스따브 

로긴에 대한 비유는 각각 다음을 참조하시오. 미르스끼러시아 문학사 II~ ， 이항 

재 역， 화다， 1988. 80-87쪽 ν A 3TKIIHtl, XJIblCT: CeKTbI, .nIlTepaTypa 11 peso.nJ0l11151, 

M.. 1988. c.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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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철학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하는 ‘철학시’가 첫 번째 방향이라면， 

“영원한 여인 (Be"lHa.ll nOJlPyra)"으로 형상화되는 구원의 여인이 그의 철학적 

저서들에서 언급되는 소피야 개념과 연관하여 논의되는 서정적 시들이 그 두 

번째 방향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올 끄는 홍미로운 점은 흔히 솔로비요 

프의 기타 창작 활동 가운데 하나로 소원하게 취급되는 이른바 ‘풍자와 우스 

개 (mYTO"lHble) 작품들’3)(시와 드라마)의 숫자가， 그 반대 축에 놓여 있다고 믿 

어지는 앞의 두 방향성의 이른바 ‘진중한(cepbe3H뼈)’ 시들의 양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사실이다.4) 솔로비요프 예술창작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양 

에서뿐만 아니라， 마치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예견하듯이 솔로비요프의 예 

술창작 전개과정이 상징주의 전개과정을 선취하는 듯한 양상은 그의 ‘우스개’ 

작품들을 결코 ‘기타’ 작품들로 분류하여 도외시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솔 

로비요프의 창작에서 드러나는 ‘우스개’ 시들과 드라마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다양한 웃음의 양상을 통시적이고 유형적으로 고찰해 볼 것 

이다. 또한 그것들이 솔로비요프의 예술창작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검 

토해 보기로 하자. 

3) 이 작품들은 솔로비요프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지만， 사교적인 소모임과 강연회 
에서 발표되었던 까닭에 모스크바와 빼쩨르부르그의 인텔리겐치아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JI 똘스또이는 그의 이 작품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띠HeBHHK 

B. φ. 끼a3ypCKoro. - (JIHTepaTYPHOe HaCJJe .l1CTBo) , T. 37-38. M., 1939. c. 498, 3. r. 

MHHU, BJJaJl째HP COJJOBbeB -- n03T ν BJJaJl뻐Hp COJJOBbeB. CTHxoTBopeHI쩌 H WYTO'l

H!JIe nbeC !JI. I13Jl. (CoBeTcK때 nHCaTeJJb) , 1974. c. 36에 서 재 인용)， 블록은 그의 웃 

음의 독특한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A. 미OK. Co l5paHHe C。뼈HeHHß B 8-뻐 TOMax, 
T. 5. M.-끼.， 1962. c. 450). 

4) 민쪼(3. MHHU)의 분류에 의하면 소위 앞의 두 방향의 ‘진중한’ 시는 129편이며， 뒤 

의 패러디와 우스개 시의 숫자는 65편에 해당한다. 3. r. MHHU, BJJaJlHMHp COJJOBbeB. 

CTHXOTBopeHI쩌 H mYTO'lH!JIe nbeC!JI, BCTynHTeJJbHa.ll CTaTb.ll, COCTaBJJeHHe H npHMe 'laHH.lI, 
H3 Jl. (CoBeTcK때 nHCaTeJJb) , 1974. c. 잉4-잉8. 앞으로 솔로비요프 시와 드라마 작 

풍의 인용 쪽수는 위 책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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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운대 말 

1. 웃음의 성격과 솔로비요프 빼술창작에서의 부
 

A 

웃음5)의 문제를 문학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일반적인 연구는 프로이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통례이며， 그의 『농담과 그것의 무의식에 대한 관계(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n 는 이 방면 의 고 전 적 언 명 이 다.6) 그 러 나 

프로이트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과 밀접한 유사성을 지 

니고 있다. 프로이트가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의 활동에는 너무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너무 힘을 소비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는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임은 부정 

할 수 없다 "7)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올 “보통 이하의 

악인의 모방”으로 정의하고， 우스운 것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종의 과오 혹은 추악함이다"8)라는 언명을 상기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언급에서 공통적인 것은 도덕적 우열론과 희극의 효용성이다. 다시 말하면 타 

인의 단점과 결점을 보고 자신의 우월성올 느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는 흡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과 그 맥올 같이하는 웃음의 주체와 대상 사 

이의 관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격하의 희극성’의 이론9)이다. 이 이론을 체계적 

5) ‘웃음’은 흔히 외부자극에 대한 정신적 · 심리적인 반웅으로 15개의 안면 근육이 상 
호적으로 작용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미소에서부터 이를 드러내고 웃는 일그러진 

웃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미소와 웃음은 심리적 동기와 외견상의 

표현방식에서 구별되는 행위로 분류하지만， 엄격히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보 

통 웃음이라는 상위개념에 통합되기도 한다. 미소， 대소， 조소， 고소， 실소， 냉소， 폭 

소， 홍소 동과 같이 표현 양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웃음이 존재한다. Encyclopedia 

Britannica, CD 98, Humor and Wit. 
6) Moelwyn Merchant, Comedy, Cox & Wyman Ltd, Great Britan, 1974. (한국어판: 

『희극J ， 석경징 역， 서울대출판부， 1981, 11쪽). 
7) M. Merchant, 12쪽 재 인용(이 탤릭 강조는 펼자). 
8) Aristotle, De Arte Poetica. Oxford, 1958. (한국어 판: 아리스토텔레스시학J ， 윤 

영주 옮김， 청년사， 1991 , 34쪽) 
9) 웃음 이론에 대한 개관 정리는 임한순회극의 웃음과 미술의 웃음J ， 2000년 11월 

23일， 서울대 비교문학협동과정 세미나 발표문에서 2-4 쪽에 걸쳐 상세하게 이루 
어져 있다 펼자가 사용한 ‘격하의 희극성’과 ‘격상의 희극성’은 B.그라이너(Bem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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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한 근대 연구자 베르그손은 웃음은 “생명적인 것에 심어진 기계적 

인 것 "10)이며， 삶에서 기계적인 것이 발견될 때， 즉 생명 현상을 인위적인 것 

이 대신할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서 웃음의 원초성과 신체성을 강 

조하는 니체와 바흐젠의 웃음 이론은 ‘격상의 희극성’이다. 니체에게 있어 웃 

음의 문제는 『비극의 탄생』에서 논의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연관된다. 

‘아폴론적인 것’과 달리 디오니소스적인 열광 아래의 인간의 웃음은 계층과 

인습의 질곡을 허물 뿐만 아니라， 좀더 고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비로운 

원초의 일체로 만들어 준다 11) 또， 주지하다시피 바흐젠의 웃음 이론의 요체 

는 그의 주저 『라블레의 창작과 중세와 르네상스의 민중문화(TBOp"leCTBO 

φpaHcya Pa6ne H HapOnHa~ KynbTypa CpenHeBeKOBb~ H peHeCCaHCa)~(이 하 『라 

블레~)에서 밝히고 있는 중세 카니발 축제의 웃음 문화론에서 비롯된다 12) 신 

성이 세속화되고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 발생하며 신분을 무시한 결합과 경 

건한 숭배 대상의 격하가 발생하는 민중문화의 이 카니발은 궁극적으로 죽음 

에 대한 거부를 함의하는 것이다. 죽음과 종말，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내세우 

며 군림하려는 제도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조소하는 이 웃음은 종으로서의 인 

간 집단을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서의 민중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 

상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원적 단절세계를 가져오는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 

하며， 민중은 오히려 죽음을 단절이 아닌 생육과 세대 교체를 지속해나가는 

영속적 과정의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 개인에게 신체적으로 유효했던 죽음은 

집단적， 우주적 신체에 의해 극복되며， 따라서 신체의 웃음은 인간의 불멸을 

선언하는 건강한 웃음이 된다. 

이처럼 웃음 혹은 희극성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은 그 철학적，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측면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크게 베르그손의 생철학적 입장에서의 웃음론과 바흐젠의 웃음론으로 대별된 

다고 보인다. 베르그손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격하의 희극성’ 이론을 계승 

Greiner)의 용어로 이 발표문에 의존하는 것이다 

10) Henri Bergson, Le rire, Es잉i sur la signifícation du comique,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69. (한국어 판: 앙리 베르그손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 
론~， 김진성 옮김 종로서적， 1997, 25쪽.) 

1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앞의 발표문 10-11쪽을 참조하시오. 
12) M. 5axTHH, TBOp l!eCTBO φpaHcya Pa6ne H HapODHa~ KynbTypa cpeDHeBeKOBb~ H 

peHeccaHca , H3D. (XYDoll< ecTBeHHa~ nHTepaTypa) , M. , 1965. 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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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조적으로 체계화해낸 대표자라고 한다면， 바흐젠은 보들레르， 니체를 

잇는 ‘격상의 희극성’ 이론올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손의 생명적인 것， 살아있는 것에 끼어 든 기계적인 것， 인위적인 것 

이 웃음을 자아낸다는 분석은 사실 지적인 인지 작용에 의한 지성적 관찰의 

결과이며， 이것은 타자의 결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우월론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음의 언급은 그의 웃음 이론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보 

여주기도 한다. 즉， “웃음은 즉각적인 교정을 요청하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인 결점이자 바로 이 교정 자체이기도 하다. 웃음은 인간이나 사건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심을 강조하고 제지하는 일정한 사회적 의사 표시인 것이 

다"13)라는 그의 언급은， 웃음이 단순하게 순수한 미학의 소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개선이라는 유용성의 추구를 함의하는 사회적인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흐씬이 밝히고 있는 카니발적인 민 

중문화의 웃음은 시장에서， 축제일에 공식적인 문화의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실의 베일올 벗겨 그것올 파괴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진지함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웃음은 새로운 것， 미 래에 대해 인간의 눈을 열 

어 보여 주었으며， 즐거움 속에서 새로워진 세계와 그것의 있는 그대로의 면 

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바흐씬의 이해 가운데 있는 웃음은 긍정적， 재생적， 

창조적인 것으로 웃음의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베르그손의 그것과는 구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솔로비요프의 예술창작에 나타나는 웃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 

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의 작품들에 대한 고찰을 마치고 얻을 수 있을 것이 

며， 우리는 이 고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솔로비요프 우스개 시들이 그의 시 창 

작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솔로비요프의 시 창작은 진중한 시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플라톤적인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이원적 가치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세계’의 삶의 요소에 대한 거부와 금욕주의적인 특징이 주되게 

나타나는 1880년대 이전의 시기가 그 첫 번째 시기라고 하면， ‘이 세계’의 지 

상적 요소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고 이 세계의 요소들이 미학화되어 나타나는 

80년대 이후의 시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1893년에서 1895년에 걸 

쳐 나타나는 핀란드의 사이마 호수와 폭포 발틱해에 대한 자연 묘사는 단순 

13) Bergson, 같은 책 ,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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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연 배경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정신적 본질의 발현으로서 기능 

한다. 이 시기의 시들 속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그리고 자연의 인간에 대 

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나타난다. 그러나 곧 1895년 이후 ‘이 세계’에 대한 

체념적 요소가 눈에 띠고 초기의 금욕주의적이고 정신적인 시들로 회귀하는 

경향성이 눈에 두드러지는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가 그 세 번째 시기에 해당 

한다.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두 번째 시기， 1880년대 

부터 비롯된다. 민쪼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솔로비요 

프의 시 세계는 확실한 변화를 겪게된다 14) 진중한 시들에서 나타나는 지상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그의 세계관 속에서 ‘저 세상’의 요소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새로운 가치 체계로의 편입이 그 하나라면， 우스개 시들의 

출현이 그 두 번째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의 형태를 띠는 이 시들은 곧 이어 

패러디 형식으로， 특히 자기패러디의 형식으로 확장되는데， 이러한 아이러니 

와 패러디는 솔로비요프의 창작에서 묘사대상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이념적 

이고 미학적인 가치평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솔로비요프 세계관의 가장 

신성한 부분， ‘이상’ 자체에 대한 패러디이자 성물모독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상에 대한 작가의 점증하는 회의와 체념의 표 

현이기도 하다. 

솔로비요프 동시대인들이 회상하고 있는 그의 분열된 모습이나 그를 이반 

까라마조프 형상의 ‘pro et contra' 9} 비교하게 만들기도 한15) “이상하고 무서 

운” 웃음은16) 솔로비요프의 진중한 시들과 자기패러디적인 시들의 관계에서 

도 표현된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초의 러시아 문화의 상황은 이러한 분 

열적인 모습이 솔로비요프의 개인적인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결코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예술가의 근본적인 태도로서의 아이러니는 사실상 솔로비요프 동시 

대의 전형적인 현상， 병과 같은 현상이었다 블록이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하 

고 있는 것처럼 17) 이 “시대의 병”은 다름 아닌 솔로비요프까지도 감염시키고 

14) 3. MHHI.I, TaM *e. c. 26. 
15)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반의 원형으로 솔로비요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16) A. BJlOK, “P버Uapb-MOHax" ， AJleKCaH.1lp BJlOK. CoõpaHHe COqHHeHI’ß B BOCbMax TOMax. 

M. 끼.， 1962. T. 5. C. 450. 
17)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현대의 시인들은 무서운 전염병의 화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이네의 선동적인 아이러니에 젖어 있습니다.(H Bce ‘뻐， COBpeMeHHhle n03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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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블록은 이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예술가의 에고이즘적인 태도 

에서 찾고 있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개인주의적인 요소로 고찰한다. 사실 

아이러니의 원인은 블록의 지적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블록의 지적 가운데 정확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이러니의 

파괴적 행위， 즉 아이러니가 이상을 구축하고 확증하는 기능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폐기시킴으로써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 

이다. 따라서 블록은 아이러니의 성격을 비극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웃음을 

듣지 마시오， 그 뒤에 있는 아픔을 들으시오. 우리들 자운데 누구도 믿지 마시 

요， 우리 뒤에 있는 것을 믿으시오(He cJlym때Te HamerO CMeXa, cJlymaRTe Ty 

6oJlb, KOTOpa$l 3a HIiM. He BepHTe HHKOM)' H3 HBζ BepbTe TOM}', '1TO 3B H8.MH. )"lS) 

라는 경고성의 인상적인 호소를 한다. 

블록이 내리고 있는 아이러니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솔로비요프 

의 우스개 시들의 내재적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다. 즉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들에서는 프로이트가 지적했던 것과 같은19) 두 종류의 웃음을 ‘악의 없는 

우스개 시’들과 파괴하고 폭로하는 ‘풍자시’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것들과는 구별되는 낭만적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시들에서 또 다른 웃음을 발 

견할 수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웃음들을 시작품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로 하자. 

- y 04ara cTpawHoll 3apa3b1. Bce 뻐 nponHTaHbI npoBOKaTOpCK뼈 HpOHHell rellHe)" 

A. 5nOK , HPOH뻐， AneKCaHJlP 5nOK. C06paHHe C04HHeHH꺼 B BOCbMaX TOMaX. M.-JJ. , 1962. 
T. 5. c. 348. 

18) A. 5noK , TaM *e. c. 349. 
19) 프로이트는 농담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순진하고 해가 없는 것과 목적， 경향이 드 
러나 보이는 편향적인 것으로 나눈다， 전자는 재담과 같이 우리에게 미소를 가져 

다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개 폭로의 목적을 지닌 외설적인 농담이나 조롱의 내 

용을 담은 농담으로 보다 큰 즐거움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이 둘 

가운데 후자에게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왜냐하면 후자는 보다 발달된 활동 

이며， 농담의 가장 고도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S. Freud,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8, London: The Hogarth Press, 1960,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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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품 속의 웃음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80년대는 그의 이전 시작품들이 띠던 진중한 성격 

으로부터 벗어나던 시기이다 80년대 초반의 악의 없는 순진한 웃음의 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이러니적인 시로 변화되고 점차적으로 아이러니의 성격 

과 대상도 바뀌게 된다. 그것은 90년대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패러디’ 형식으 

로 보편화되고， 특히 ‘이상’ 자체， 솔로비요프의 세계관에 대한 ‘자기패러디’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상’에 대한 작가의 증대되는 회의와 체념의식을 드러내는 

성상파괴적인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때)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연대상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정확한 순차적 진행이 아니며， 그보다는 시인의 

내적인 경험과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1. 악의 없는 우스개 시 

세계 묘사에서 주제적으로나 문체적으로 진중한 시들과 반테제 관계를 이 

루고 있는 솔로비요프의 초기 우스개 시들은 그가 슬라브주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던 시기 

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것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 

실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읽을 수 있을 터인데， 그에게 이상은 안개 속에 싸 

여있는 듯 보이고 현설은 고통스럽거나 혹은 우스운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TaKOB 3aKOH: BCe fly~mee B TyMaHe , 

A 6flH3KOe Hflb 60flbHO, Hflb CMemHO 

법칙은 그러하다· 여전히 뛰어난 것은 안개 속에 있는데， 

가까운 것은 고통스럽거나 혹은 우습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비극적 단절 상태에서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20) 이와 관련하여， 솔로비요프 동시대인들은 진지한 대화 도중에 갑자기 터져나는 급 
격한 웃음은(“마치 후자가 전자에 대해 비웃는 것처럼 "(3. 빼HI.1， TaM )(<e. c. 38-39)) 

그의 개성의 분열에 대한 증후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정신분열 

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의 철학적 이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보는 것이 올바 

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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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풍자로 곧장 넘어가지 않고 웃음으로 대응한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한 

현실은 분노가 소용이 없고， 잠시 라도 그러 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웃음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솔로비요프의 전환은 그의 세계관의 토대가 플라톤 

적이고 낭만주의적 세계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의 본질과 그 

심연에 놓인 미에 대한 찬가를 부르던 시인은 이제 현실의 부조리와 부정을 

목도하고 난 뒤， 진중한 시와는 정반대의 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원적 구조에서 현실 세계로의 전환은 이상적인 세 

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산출한다. 시인의 시선이 이 

부정적인 현실 세계로 향하면서 현실 세계는 우습고 부조리한 세계로 그려진 

다. 따라서 시인의 웃음의 미적 근거는 이상 세계를 그리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세계의 무가치함과 무용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제 시인의 노래에는 비논리 

적인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결합하는 웃음이 발생하고， 그의 시는 ‘넌센 

스의 시’들이 된다가을의 현자(MYLlpìí OCeHblO )J , r 환영 (BHLleHHe) J , r 비밀스런 

종지기 (TaHHCTBeHHblìí nOHOMapb) J , r 기사 랄프의 가을 산책 (OceHHSLlI nporyJlKa 

pbIuapSl PaJlb!þa) J , r 비밀스런 손님 (TaHHCTBeHHbI인 rOCTb) J 등의 시들이 이 그룹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스개 시들에서 가장 초기 시들 가운데 하나 

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씌어졌다는 「비밀스런 손님」을 살펴보자. 

TIo3nHo HO~b~ paHeHW꺼 

OH BepHyJlCJ! Il 

CeMb KyCKOB 6apaHIlHW 

CKymaJl nO 3apll , 

Ha paCCBeTe TJ!.K~。

PaHy OH 06MWJI, 

MenJleHHO ~ypa.KO~ 

rOJlOBy nOKp빼J1， 

BWHnJ! OCMOTpIlTeJlbHO, 

OH B KIl61lTKy BJle3 

H 3aTeM CTpeMIl TeJl bH。

BMeCTe C He까 Il C~e3 

늦은 밤 부상당한 

그가 돌아왔다. 그리고 

일곱 조각의 양고기를 

새벽 노을이 틀 무렵까지 먹었다 

미명이 밝아올 무렵 그는 

중한 상처를 씻고， 

천천히 챙이 달린 모자로 

머리를 덮고， 

조심스럽게 나가서， 

그는 마차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손살같이 

그것과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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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각에 상처 입은 채 돌아온 주인공은 매우 신비스런 느낌을 자아낸 

다. 독자들은 이 주인공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되지만， 1연의 첫 두 행과 대 

구를 이루는 후반부 두 행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표면상의 논리나 연속성은 2연에서도 역시 하나의 의미로 결정화되지 않 

는다. 작품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신비적 분위기나 장중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주인공의 모습에 의해 일순간 

파괴되며， “일곱” 조각 양고기의 숫자는 더욱이 신비스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의 파괴는 러시아 고대 유랑 광대들(CKOMOpOXH) 이 즐겨 

사용하던 해학적 기법의 사용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광대들의 해학에는 각운 

(p빼Ma)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는데， 각운은 흔히 다양한 단어들을 병립시켜서 

단어를 ‘바보로 만들거나( 0 r JlyrrJllIe T )’ 혹은 ‘노출시킨다(o6Hall<aeT)’찌 이 시에서 

우리는 바로 이 각운에 의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경험 

한다. paHeHH뼈 - ÕapaHHHbI, Dlll<KYKl - lþypal!<KOIO , OCMOTpHTeJlbHO - CTpeMHTeJlbHO 

등과 같은 각운 결합에서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를 비웃고 격하시킴으로써 

비밀스런 손님의 형상 자체도 격하된다. 결국 어떤 동기부여도 이루어지지 못 

하는 시행의 내용상의 전개와 각운의 의도적 배치는 결국 부조리에 가까운 가 

벼운 웃음만 자아내고 만다. 이런 웃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사 딸프의 가을 산책 (OceHHJUI rrporyJlbKO pbIuapJl PaJl때a)J (1886)이다. 

OCeHHJIJI rrporyJlKa pbIuapJl PaJlblþa 

nOJly6aJlJlalla 

PbIuapb PaJlblþ, ll<eHoìl CBOelO 

Orr030peHHbI꺼， Ha wel。

HaBJl 3aJl ce6e , 6JlellHeJl, 

Illaplþ 60JlbWO때， 

” “3 ll<eHHHO꺼 y60pHOìl, 
B3 J1 B rrOll MbIWKy 30HTHK qepHblìl , 
YCTpeMHJlCJI OH rrpOBOpHO 

기사 랄프의 가을 산책 

반(半)발라드 

기사 랄프는 아내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창백해진 채 목에 

커다란 목도리를 걸치고， 

아내의 화장실에서 

검은 우산을 가져다가 겨드랑이 밑에 

끼고는 재빠르게 

21) D. l1Hxa4eB, CMex B DpeBHelt PYCH, 113Õp. paõoTbl. B 3-x T. 11. , 1987. T. 2. 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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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1ec rJlyx。꺼 • 

. 중략. 

Pμl1apb PaJlbφ meJl e.πe-eJle， 

Pbll1apb PaJl때 B llyme H TeJle 

QmymaJl 03H06. 

PeBMaTH4eCKHe 60JlH 

nO 6ell<lla1OT C HJly BOJlH, 

…중략 . 

Pbll1apb MOJl4a ceJl 3a y ll<HH, 

C HHM lI<eHa ero. 

< <Pbll1apb PaJl~φ- OHa CKa3aJla. 

51 Bac HOH 'le He y3HaJla, 

51 TaKOrO He BHllaJla 

illap<þa HHKOrlla> > . 

. 하략 ... 

인적이 드문 숲 속으로 달려갔다 . 

. 중략. 

기사 랄프는 겨우 겨우 걸어갔고， 

기사 랄프는 영혼도 육제도 

한기를 느꼈다 

류마티스의 고통이 

의지의 힘을 정복하고， 

중략 … 

기사는 말없이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가 있었다 

<<기사 랄프씨 1-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지금 당선을 몰라봤어요， 

나는 그런 목도리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 

.. 하략. 

<<1886; 생 략 및 이 탤릭 강조는 필자>> 

18세기말， 19세기초에 유행했던 발라드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 형식으로 씌 

어진 이 시는 장르에서뿐만 아니라 테마에 있어서도 낭만주의 서정시에 대한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의 테마는 낭만주의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것 

이고， 기사 문학에 대한 패러디는 카니발 시학에서 자주 등장하던 요소들의 

하나로 기사의 용맹성과 남자다움이 뒤집어지고 그들 아내의 정숙함에 대한 

원칙도 뒤집혀 나타나곤 한다. 이 시에서 기사는 전혀 기사다운 용모를 갖추 

고 있지 않다. 아내를 압도할 만람의 힘도 없으며 오히려 빼쩨르부르그나 지 

방의 평범한 관리를 연상시킬 뿐 영웅적인 변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 

서 흥미를 끄는 점은 랄프의 ‘옷 갈아입기’ 모티브이다. “중세의 삶에서 옷 갈 

아입는 상징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다. 승복을 갈아입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했다 ... 의복은 본질과 함께 실현되어진다 "22)라는 뽀늬르꼬의 언급은 목 

도리를 걸치고 우산을 든 기사의 모습이 코믹하고 그로테스크한 형상으로 변 

22) H. B. nOHblpKO, CBJl T애HbI꺼 H MaCJleHH4HbI때 CMex ν JJHxa4eB ll. c. , naH앤HKO A. M. , nO

HblpKO H. B. CMex B llpeBHel! PycH. -JJ. , 1984. c.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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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기사도적인 모습에서 하강하는 랄프의 형상은 그가 

느끼는 고통이 전투에서 얻은 의로운 부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류마티즘 

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희화되며， 그가 집을 나설 때 다름 아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지고 갖던 목도리가 결국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형상의 희화는 극에 달한다. 

또한 웃음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어휘적인 측면이다. 어 

휘는 우스개 시에서 앞에서 살펴본 각운과 함께 동기화 되지 않는 요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중한 시작품에서는 

단일한 어조와 문체가 주를 이루고， 고상한 시어와 성경적인 요소들이 기도하 

고 환호에 찬 듯한 어조를 창조한다면， 우스개 시들에서는 이질적인 문체와 

모자이크적인 어휘 결합이 조야한 광대놀음 같은 어조를 창조한다. 또한 진중 

한 시작품틀에서의 어휘들은 항상 의미적인 대조에 토대를 두면서 내면적이 

고 서정적 테마와 신비적인 테마를 근접시킨다면， 우스개 시작품들에서의 어 

휘들은 소리의 유사성에 의해 병립 불가능한 의미의 어휘들이 결합된다 이 

작품에서도 e Jle - eJle - TeJle , 60JlH - BO재와 같은 각운의 사용이나， 아내 

의 남편에 대한 비꼼에 가까운 어투(호칭， 극존칭의 Bac) 등은 우스개 시의 

특정을 드러낸다. 특히 어휘에서 “HOHqe"와 같은 단어는 “기사”라는 단어와는 

전혀 이질적인 문체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카니발에서 의복 

을 갈아입듯이 단어가 옷을 갈아입은 경우라 할 것이다. 

결국 솔로비요프는 「신비스런 종지기 (TaHHCTBeHH뼈 nOHOMapb)J 와 함께 이 

작품에서 ‘믿을 수 없는 아내’와 ‘바보취급 당하는 남편’이라는 민중 웃음 문 

화에서 널리 알려진 소재를 중세의 기사시대로 투사하여 카니발 시학적으로 

우스개 시를 창조하고 있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웃음은 바흐씬이 『라 

블레』에서 밝히고 있는 웃음의 성격과 유사하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카니발 

문화는 공식적이고 진지한 문화의 반대 면의 문화이며， 그것에 대해 저항하 

고， 모방하며 웃음으로 코벤트한다. 구비문학(IþOJlbK JlOp)에서 발생하는 의례적 

인 볼거리의 형식들은 상당정도 웃음에 토대하고 있었다. 바흐젠에 따르면， 

“그것들은 세계， 인간， 인간 관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비공식적이고 비교회적 

이며 비 정부적 인 측면을 제공하였다(OHH ~aBaJlH COBepmeHHO HHOfi , nO~qepKHyTo 

HeolþHUHJlabHblfi , BHeuepKOBHblfi H BHerocy~apcTBeHHblfi aCneKT MHpa , qeJlOBeKa H 

qe JlOBeqeCKHX OTHOmeHHfi)" ,23) 다시 말하면 그것 들은 공식 적 인 것 의 이 변 에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삶을 창조하는 것 같았던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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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민중 축제적 형식이 발현되고 있는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카니발의 축제에서 별어지는 거짓말로 받아들여지는 「미샤-내장을 

긁어내는 이 (M때a -nOTpOWHTeJlb) J 는 솔로비요프의 카니발적인 예술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스개 시이다. 

KycaJl OH CTapueB H neBHU, 그는 늙은이들도 처녀들도 

11 CBeTCKHX H 마XOBHbIX J1HU, 속인들도 성직자들도 씹어 먹었고， 

EBpeeB pe3aJl, KaK TemlT, 유럽인들도 마치 송아지들처럼 잘랐고， 

nHJI KpOBb H3 HeMueB H Byp~T: 독일인들과 부랴뜨인들의 피를 마셨다. 

3yðaMH BuenHTC~ -- H BOT 이빨들을 고정시키고는 - 그래서 마침내 

Y*e paCnOpOT BeCb *HBOT. 이미 배가 완전히 터지게 되었다. 

Tep3aJl OH mBenOB H ApM~H， 그는 스위스인들도 아르메니아인들도， 

11 BOJlbHonyMHblx POCCH~H...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러시인들도 잡아 찢었다 ... 

또한 미샤의 형상은 잔인함과 과장， 그로테스크에 있어서 라블레 소설의 주 

인공들을 연상시킨다. 미샤의 ‘업적’은 점점 증대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잔인 

성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지만 이것들은 환상적이고 우스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계속되는 시의 후반부에서 그가 신을 잊었으며， 

그처럼 많은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전혀 무섭지 않고， 타 종교인들 

과 심지어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무참한 잔인성도 우스워 보일 뿐이다.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미샤에 대한 징벌 역시 전혀 무섭지 않게 제시된다. 또 당시 

정치의 실세였던 뽀베노스쩨프가 사제 뽀베노스쩨프(OTeu-no6eHocueB)로 묘사 

되어 미샤에게 삼켜 먹히는 장면은， 민중들의 눈높이로 이런 권위있는 인물들 

을 끌어내림으로써 우스우면서도 풍자적으로 만드는 민중 웃음 문학의 기법을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장면은 풍자가 자연스 

럽게 카니발에 본질적인， 웃음을 위한 즐거운 웃음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웃음을 위한 웃음， 악의 없는 웃음과는 다른 또 다 

른 종류의 웃음， 아이러니적인 웃음을 살펴보자. 

23) M 5axTHH, TaM *e.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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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이러니24) 시 

사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부터 비롯되는 아이러니의 어원 ‘에이로네이아 

(eironeia) ’25)는 “사람들을 속이는 비열한 방법”이라는 희랍적인 기원부터 “점 

잖고 품위있는 가장”이라는 로마적인 기원에 이르기까지 그 진폭이 매우 넓 

은 개념이다. 오늘날의 아이러니 개념이 비웃음， 조소， 우롱， 희롱， 조롱， 소멸， 

경멸， 모멸 등을 함의하게 된 것은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장기간의 결과 

였다 26) 우리가 여기서 관심하는 것은 아이러니론 전체의 일반 역사나 이론적 

인 탐구가 아니라， 솔로비요프 우스개 시들에서 보이고 있는 ‘낭만적 아이러 

니’에 있다. 

레르몬또프가 30년대 말 그의 소설 서문에서 “우리 대중은 아직 어리고 단 

순해서 만약에 우화의 끝부분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중은 농담을 추측하지 못하며 아이러니를 느끼지 못한다( Hama ny-

6nHKa TaK eme MOnOna H npocTonymHa, ~TO He nOHHMaeT 6aCHH, eCnH B KOHue ee 

He HaXO마n HpaBoy~eHHj!. OHa He yralIblBaeT myTKH, He t{yscTsyeT HPOHHH.) "27)라 

24) 아이러니는 ‘칭찬을 가장한 비난’이라거나 ‘비난을 가장한 찬사’와 같이 외양과 

실재의 불일치， literal meaning과 figurative meaning간의 모순， 말하여진 것과 그 
표면적 진술 뒤에 숨은 다른 의도간의 부조화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표면적 진술 

과 실제적 의미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긴장된 효과를 보다 의식적으로 예술 

적으로 사용하고， 단순히 수사학적인 테크닉의 차원이 아닌 세계에 대한 비견을 

제시하는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러니는 수단이 아니라 예술을 구성하는 중요 

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를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 

이자 세계인식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 슐레겔은 아이러니 

를 ‘자기창조와 자기파괴의 끊임없는 교체’로 설명한다. 아이러니는 예술가가 자 

신의 창작품과 그 창작행위의 한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기파괴의 측변 

(de-creation)을 지니면서， 동시에 그 파괴행위를 통해서 세계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재창조(re-creation)의 변증법적인 발전을 허락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아이러니는 부정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매우 생산적인(절대에 다가서게 하 

는) 긍정으로 결과지워진다. 슐레겔의 아이러니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Lilian R. Furst, Fictions of Romantic Irony, p. 28. 
25) 라틴어의 ironia, 영어의 irony의 어원이 되는 희랍어. 
26) D.C.Muecke, Irony, Cox & Wyman Ltd, Great Britan, 1970. (한국어 판: 아이 러 

니， 이상득 역， 서울대출판부， 1980, 27-83쪽) 
27) M. J1epMoHToB, rep。꺼 Hamero BpeMeHH // Co6p. CO 'l. B 4-x T., T. 4. c. 5. 이 탤릭 강 
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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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타깝게 언급한 이후， 이미 60년대 초에 이르면 러시아의 상황은 급변해 

있었다 즉 「휘파람(c뻐CTOK)J 28)과 같은 잡지들과 신문들이 동시대인들， 검열， 

사회에 대한 생활상을 묘사하면서 해학과 재치로 조소하고 패러디하고 풍자하 

고 있었다.29)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발전하여 19세기 말엽에 이르면 아이러니와 

풍자는 보편적인 주요 문화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전에 확고하게 확 

립되어 있던 사회적 가치들과 도덕적 기준들， 성스럽던 종교적 상들이 재평가 

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꼬즈마 쁘루뜨꼬 

프30)였다. 이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던 알렉세이 똘스또이 (AJJeKCeil TOJJCT얘)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비요프는 직접적으로 똘스또이의 ‘낭만적 

아이러니’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1) 그러나 솔로비요프의 ‘낭만적 아 

이러니’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고골에서부터 비롯되는 러시아 문학전통과 당시 

의 문화 상황， 그리고 솔로비요프가 다수의 번역작품을 남기고 있는 하이네의 

‘낭만적 아이러니’ 전통에서 그 자양분을 얻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낭만적 아이러니’의 개념은 작가의 아이러니에 찬 처지를 아이러니하게 나 

타내는， 완전히 의식적인 작가의 아이러니이다. 즉 작가는 몇 가지 이유로 해 

서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여있다. 작가는 창조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이어야 하 

고，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영감을 받으면서 

도 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현실 세계에 대한 것임을 내세우 

면서도， 그것은 허구인 것이다. 또한 작가는 현실을 참되고 완전하게 묘사해 

야한다는 의무를 느끼면서도， 현실이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모순에 

차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진실된 묘사를 한다고 해 

도 작품 제작이 끝나자마자 그것은 즉시 허위가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러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작 

가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초연한 자 

세를 취하는 동시에 그의 아이러니한 위치에 대한 의식을 작품 자체에 짜 넣 

28) 1859년부터 1863년에 이르기까지 9호를 발행하였다. 
29) n. AHHeH J<oB, 깨TepaTypHble BocnOMHHaHHJI. M. , 1960‘ c. 510. 
30) 1850-60년대에 알렉세이 똘스또이， 셈취쥐니꼬프(:f<eMtJYll<HH J<OB) 형제들이 사용한 집 

단 필명으로 이 작가들은 이 필명으로 주로 풍자작품들을 발표하였다. 

31) 민쓰(3. 써HU)는 솔로비요프가 똘스또이 (A. TO.nCTOß)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 

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들면서 똘 

스또이의 낭만적 아이러니가 솔로비요프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3. 

씨1HU ， TaM lI<e.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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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와 서술， 독자와 읽는 것， 문체와 문체의 선택， 허구 

와 그 사실과의 거리등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 

이다，32) 이러한 ‘낭만적 아이러니’가 표현되고 있는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 

로 우리는 「미래의 예언자(npOpOK 5YllYlIlerO)J , r부활한 이에게 (BOCKpecweMY) J , 

r 매혹적인 창조물이여， 당신은 내게 있어서 ... (BbI 5b1.nH 따.SI MeH.sI, npe.neCTHOe 

C0311aHbe .. .) J 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낭만적 아이러니’가 솔로 

비요프의 우스개 시들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진중한 시’들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즉 그의 생애의 주요한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대 

표적인 작품 「세 만남(TpH CB때aHH.sI )J 이나， 그의 소피야 개엽의 현현으로 이 

해되는 「영원한 여성성(Das Ewigweibliche) J 의 시에서도 이러한 아이러니의 

웃음이 발생하고 있다. 

우스개 시의 비교적 초기작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 예언자(npOpOK 5YllYlIlerO)J 

(886)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살펴보자. 

npOpOK 6YllYII\ero 

YrHeTaeM뻐 HaCHJJHeM 

니epHH IlHKOß H TynOß, 

OH nHTaJJC.s! CYXO*HJJHeM 

H .s!HqHOß cKopnynOß 

H3 KyJJeß pOrO*HblX MaHTH~ 

OH ce6e COOPYIlHJJ 

H BCeueJJO B HeKpOMaHTH~ 

YM H cepllue norpy3HJJ . 

. 중략 ... 

A Korlla nopoß B CeJJeHHe 

OH 3anyMqHBO BXOllHJJ, 

Bcex co6aK B HelloYMeHHe 

06pa3 IlHBHblA npHBOIlHJJ. 

32) D. C. Muecke, 같은 책， 38-39쪽. 

미래의 예언자 

거칠고 둔한 천민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박해를 받은 그는， 

음식찌꺼기와 알 껍질을 

먹고 살았다. 

멍석태기 가마니로 망토를 

마련해 입고는 

그는 완전히 이성과 가슴을 

강신술에 침잠시켰다 

. 중략 .. 

그런데 그가 가끔씩 생각에 잠겨 

마을로 들어가곤 했을 때， 

기이한 행색이 모든 개들을 

주저주저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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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OpraHaMl! np배따eJlbCTBa 그러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이 

5MB 6e3 BH~a 06peTeH, 없는 것으로 발각된 그는， 

TOTQaC OH Ha MeCTO *HTeJlbCTBa 즉시 거주체류 지역으로 

nO 3Tany BODBOpeH, 호송되어 정착되었다 

‘예언자’ 테마는 러시아 낭만주의에서 가장 널리 사랑 받던 테마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은 솔로비요프 자신이 주석에서 밝히고 있 

은 것처럼 낭만주의 테마의 계승이기도 하지만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패러디 

이기도하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이 뿌쉬킨과 레르몬또프의 작품들의 연속， 더 

정확하게는 그것들의 진테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멍석태기 같은 가 

마니로 만든 옷을 입고， 군중들과 정부 기관(경찰)에 의해서 쫓겨나는 예언자 

의 모습에서 더 이상 뿌쉬킨과 레르몬또프 시대의 전통적 예언가의 형상， 즉 

광야에서 신과 접신하며， 군중에게 전 우주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예언자의 형 

상을 찾아 볼 수 없다. 솔로비요프의 예언자는 아이러니한 희극적이고 더 나 

아가서는 비극적인 모습일 뿐이다. 광인 같은 그가 강신술에 잠기고， 초월적 

인 세계와 대화하며， 궁극적인 진리의 소유자인 듯이 주장하는 것은 고전적 경 

건함이나 절대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아이러니한 웃음만을 자아낸다. 

이러한 예언자가 처한 ‘상황의 아이러니’는 시인이 전통적으로 담당한 군중과 

백성에게 어떤 진리를 밝혀내고 가르쳐주는 예언자로서의 위상을 파괴한다. 

자신을 전통적인 예언자들과 동일 선상에 위치시키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예언자가 기존 사회에서 지니던 위상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시인은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인식을 의식적으로 작품 속에 짜 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에서， 우리는 사실 철학적 진리를 추구하던 철학 

자로서의 솔로비요프의 모습이나 초기 진중한 시의 신비적 시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90년대 이후 점증하는 자신의 ‘이상’에 대한 회의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이 

념의 대상이었던 영원한 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다， 1993년에 씌어진 

다음의 시에서 이제 서정적 자아는 여인이 “질 나쁜 재료(HerOJlH뼈 Ma Tepb.llJl)" 

로 드러났음을 알린다. 조각가인 서정적 자아는 질이 떨어지는 ‘대리석 조각’ 

으로부터 “빛나는 신성 (CBeTJlOe 6Q)KeCTBO)"을 창조하려고 공상하고 또 노력하 

지만， 결국 조각가의 시도는 끌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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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 6h1J1H 때 MeHJI , npeJleCTHOe C0311aHbe, 매혹적인 창조물이여， 당신은 내게 있어서 

니TO 때 cKyJlbnTopa MpaMOpa KyCOK , 조각가의 대리석 조각같은 것이었네， 

I-b CJ없H 뼈 pe3eu B )'CKIEHt뻐 CT때강Ibe， 그러나 격렬한 노력속에서 내 끌이 부러졌고， 

Tenepb yTemy Bac! nHrMaJlHO뻐 pellKH, 이제 당신을 위로하리! 피그말리온은 드물다네， 

Ho eCTb KaMeHOTeC B npHMeTe y MeHJI: 그러나 내게는 석공의 징조가 있네: 

A rJlμ6h1 KaMeHHOA OH OllOJleTb He MOr! 그것은 돌 덩어리를 이겨내지 못했네! 

... 중략중략 ... 

113 Mpa.MOpa CKaM뻐 OH 띠eJlaeT B 6ecel\Ke 대램으로부터 그는 정자의 벤취를 만들 것이고 

If 6YlleT OT뻐xaTb OT TpYlloBoro lIHJI. 노동의 하루로부터 휴식 을 취 하리 

서정적 자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모 

습을 보이며， 그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상한 길이라고 탄식한다. 마지막 

연에서 서정적 자아는 빈정거리는 모습을 띠고 있다. 진정한 예술품을 만들려 

는 자신의 노력은 이제 좌절된 것으로 선언되고o 행)， 그나마 자신에게 있는 

석공의 재능을 예술품의 창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벤취나 만들어 

서 그 위에 앉아 쉬겠다는 서정적 자아의 발화는 자신의 ‘영원한 여인’에 대 

한 기대의 좌절임과 동시에 그런 기대 자체에 대한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아 

이러니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이념， 특히 소피야에 대한 그의 아이러니한 태도가 느껴지는 대표적 

인 작품이 바로 rDAS EWIG-WEIBLICHE(영원한 여성성 )J (898)이다. 

3HaATe *e: BeqHaJl *eHCTBeHHOCTb HhlHe 그대들은 아시는가: 영원한 여성성이 지금 

B TeJle HeTJleHHOM Ha 3eMJI~ 뻐eT.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지구로 오고있는 것을. 

B CBeTe HeMepKHymeM HOBOA 60fHHH 새로운 여신의 광휘에 찬 빛 속에서 

Heõo CJlHJlOCb C ny배HO~ BOll. 하늘이 바다의 심연과 결합된 것을. 

그녀의 형상이 광휘의 빛과 천상의 옷에 싸여 내려오는 ‘영원한 여인’의 형 

상은 성대하고 고양된 어조 속에서 묘사되고 있지만 곧 이어서 조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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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ll>le qepTH, B퍼 Bce *e My*qHHW, --
C *eHDUlHO꺼 cnopHTb He qeCTb An~ MY*eA. 

자존심 강한 귀신들이여， 그대들은 하지만 사내들일세 

남자들로서 여자와 다투는 것은 명 예롭지 못하네. 

“바다 귀신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CnOBO yBemaTenbHOe K MOpCK째 qepUM)"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시에서 서정적 자아는 귀신들을 남성으로 이 ‘영 

원한 여인’을 여성으로 대립시키면서， 이 ‘영원한 여인’의 절대적 권위를 단순하 

게 남성과 여성의 범주로 격하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으로 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 시작품이 씌어지기 바로 일년전인 1877년 

의 논문 「총체적 지식의 철학적 요소(φHnOCO~CKHe Haqana uenbHOrO 3HaHH~)J 에 

서 그가 ‘완전함(COBepmeHCTBO)’과 ‘전일성 (BceeJlHHCTBO)’으로 규정한 소피야 이 

념에 대한 아이러니한 태도의 직접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여인과의 만남의 테마는 또한 그의 대표적인 서사시 「세 만남(TpH 

cBH~aHH~)J(1898)에서도 그려지고 있다. 시인의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을 묘사하는 이곳에서도 자기아이러니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 

원한 여인과의 만남의 테마가 나타나는 시들에서는 항상적으로 신성한 차원 

과 일상의 세속적인 차원이 교체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행들은 영원한 

여인의 형상이 서정적이고 강렬한 감홍을 주는 행들 속에서 제시되는 곳이다. 

npOHH3aHa na3ypb~ 30nOTHCT얘， 황금빛 감청색으로 감싸인 채 

B pyI<e Ile뼈a l.\BeTOI< He3LJe빠% 때뻐， 손에는 이곳의 것이 아닌 꽃을 들고 

CTo~n T빼 C ynbl6I<o~ ny뼈CToA... 너는 빛나는 웃음을 짓고 서 있었네 ... 

... 중략중략 .. 

H B nypnype He6eCHOrO 6nHCTaH뻐 그리고 하늘의 빛나는 홍포 옷을 입고 

OqaMH, nOnHWMH na3ypHoro OrH~ ， 감청색 불빛으로 가득한 눈으로 

rn~llena TbI, I<a I< nepBOe CH~Hbe 너는 마치 전세계와 창조의 날의 첫 번째 

BceMHpHoro H TBOpqeC I<OrO IlH~. 빛남과 같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이 아닌 천상(“He3~emHHX CTpaH")에 속한 영원한 여인의 모습은 정교회 

성화에서 사용되던 두 색상 금빛과 감청색으로 묘사되면서， 종교적인 신성한 



블라지미르 솔로버요프의 예술창작때 나타난 웃음의 문제 75 

절대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서정적 자아 자신의 체험과 모험에 

대한 기술은 완전히 조롱과 우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50r BeCTb Ky,ila, 6e3 ,ileHer , 6e3 npHnaCOB , 어디로 가。빨지 모른 채， 돈도 없이 짐도 없아 
H ~ B O,ilHH npeKpaCHWß ,ileHb nowen, -- 나는 화창한 어 느 날 떠 났다 

KaK ，il~，il꺼 Bnac, '1TO OnHCan 

HeKpaCOB. 

(Hy, KaK-HHKaK, a p빼My ~ HaWen) 

마치 네크라소프가 묘사했던 

블라스 아저씨처럼 

(휴， 여 하튼， 각운은 찾았다) 

자신의 진리의 절대적인 성격에 대한 의식과 그 진리에 대한 묘사가 아무 

리 진실하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현실세계에서는 즉시 허위로 떨어진다는 시 

인의 의식이 결국 시작품 전개의 이중적 층위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신의 인생에서 가장 염숙한 순간에 대한 서술이 가장 우스운 형태로 진행되 

는 이 서사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러니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여 

인에 대한 태도 역시 아이러니하게 표현되고 있다. 즉 시인이 묘사하는 여인 

은 천상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인간적인 면모도 갖고 있다. 시인은 자 

신의 아름다운 여신의 형상에 평범한 인간적인 특정을 부여하여 웃을 수 있 

는 여인으로 나타난다. 

CMe껴naCb ， BepHO, TW, KaK cpellb nycTwHH 너 는 아마도 사막 한 가운 데 에 서 

B UHnHHllpe BWCO'la때eM H nanbTO, 높은 모자를 쓰고 외 투를 입 고 

3a '1epTa npHHH뼈， B 31l0pOBOM 6e,llyHHe 악마로 오인되어 건장한 유목민에게 

51 ,llpOll<b Hcnyra BW3Ban...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고 웃었올 것이다.‘· 

아이러니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웃음은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자양분을 공급 

하는 펼수적인 환경이다. 더 이상 진리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무반성이 아니 

라 진리 자체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진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적 특성 상반된 가치가 본원적으로 존립하는 것 

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식이 결국 솔로비요프의 낭만적 아이러니로 표현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76 러시아연구 제 10권 제2호 

전체적으로 솔로비요프의 시 창작에서 아이러니는 두 유형의 시들에서 발 

생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앞에서 다룬 영원한 여인과 연관된 신성성 

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미래의 예언자」와 같이 문학적 패 

러디 형식을 빌린 자기아이러니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 

우에 비록 그것이 솔로비요프 자신의 이념 그 자체에 대한 가치 결손이 발생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념이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그에 대한 서정 

적 자아의 태도가 아이러니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자기 아이러니의 범주 

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자기 패러디， 풍 

자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기아이러니의 형식을 

다음의 절 ‘풍자시’에서 다루기로 하자. 이제 우리는 다음의 일련의 시들에서 

아이러니 시에서 느껴지는 웃음과는 다른 또 다른 웃음을 만나게 된다. 

2-3. 풍자33)시 

우스개 시들이 웃음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단계로 발전한 풍자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발생한다. 이 시기 풍자의 대상은 

서정적 자아의 다양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가 관계하는 다양한 외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 다양한 사회 정치 체제의 모습이 시속으로 틀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교훈， 취미 등이 풍자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들로는 알렉산드르 III 
에 대한 풍자시로 알려진 「이디오피아인들과 통나무(뼈HOllbl H 5peBHO)J 34J , 교 

33) 우리는 여기서 ‘풍자(Satire)’를 ‘아이러니’와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A. Melville Clark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 아이러니는 풍자의 한 어조이다. 즉 풍자 
적인 아이러니도 존재하고 또한 풍자적인 희극도 있다. 이런 사실은 풍자가 원래 

순수하고 폐쇄적인 문학 형식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 

니와 풍자를 좀더 세분하여 아이러니가 가치를 인정하지만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만 조롱하며， 같이 웃지만 동시에 그 대상을 조소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며， 

특히 앞 절에서의 아이러니는 솔로비요프 창작의 특정인 ‘낭만적 아이러니’의 관 

점에서 사용된 것이다. 반면에 풍자는 어리석은 행동의 폭로와 사악의 징벌이라 

는 두 점을 초점으로 하여 패러디， 우화， 대화， 독백， 서간， 연설， 세태묘사， 환상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사용한다. 풍자의 목적， 태도， 주제， 양식，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Arthur Pollard, Satire, Cox & Wyman Ltd, Great 
Britan, 1970, (한국어판， r풍자~， 송낙헌 역， 서울대출판부， 1978), 

34) 이것은 레르네프의 견해를 따른 것이지만(H ， JIepHep, CTHXH 06 AJleI< CaHllpe III BJI, 
COJlOSbeSa, - C6, (3seHb꺼) , T, 6, M ， -π ， 1936, c , 804-806) , 펼자의 견해로는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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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오， 눈 덮인 히말라야 산 너 

머 저 멸리에 ... (Ax, naJle l<o 3a CHelkHbIM 대MaJlaeM . ..) J, 교회의 권력과 속세의 권력 

에 대한 그의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r 임마누엘(HMMaHY3J1 b) J 둥이 있다. 

H MHOrOe y* HeB03MO*HO HMHe: 현재는 이미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다네: 

UapH Ha He60 60Jlbme He rJl껴따T ， 황제 들은 더 이 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H naCTMpH He cnyma~T B nycTMHe, 목자들은 광야에서 귀 기울이지 않네， 
KaK aHreJIM npo 60ra rOBOp꺼T. 천사들이 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성서에서 구현되는 인간과 천사， 그리고 신이 하나되는 황금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중세의 어둠과 같은 시기로 묘사된다. 현재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어둠의 시대이다. 황제도 사제도 더 이상 천사 

가 전해주는 신의 목소리， 진리， 이상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현대 러시아 

삶의 상황에 대한 시인의 예리한 진단이자 비판이며 ‘우리와 함께 하는 신’이 

라는 의미의 작품 제목 r임마누엘」은 이것과 전혀 상응하지 않는 풍자이다. 

그러나 솔로비요프의 풍자시를 당대에 유명하게 만든 것은 현대적 삶의 모 

습과 교회 권력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물들에 대한 풍자를 시도한 시들이었 

다. 시인은 r유럽 통보(BeCTHH I< eBpOnbl) J 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가장 강력한 

반동적 정치 실세였던 뽀베도노스쩨프(K. n. n06enOHOCUeB), 극우 보수인사였던 

공작 메시체르스끼 (KH. MeUlepC써꺼) 저널리스트 로자노프(B. B. P03aHOB) 동에 대 

한 풍자적인 시작품틀을 써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풍자적 성격의 시들과 함께 솔로비요프의 풍자시틀 가운 

데 무엇보다도 다수를 차지하는 작품은 패러디 형식으로 씌어진 작품들이다. 

앞의 절 ‘아이러니 시’들에서 지적한 인용한 시들과 함께 「러시아 상징주의자 

들에 대한 패러디 (napom깨 Ha pyCC I<HX CHMBOJlHCTOB)J 똘스또이에 대한 패러디 

로 「언젠가 누군가 말했지 .. .(Hel<or na Hel<TO H3 pel<:“CanorH CyTb B뻐e lIIe l<CnH

pa"J , 꼬즈마 뿌르뜨꼬프에 대한 패러디 시 「다처를 거느린 사람과 벌들(nOJlHraM 

H n4eJlbl) J 등이 패러디 형식을 빌려 씌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r러시아 상정주의자들에 대한 패러디」 작품의 한 연을 살펴보자. 

작품을 솔로비요프의 똘스또이에 대한 이해로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솔로비요프와 똘스또이(뿌쉬킨 레르몬또프 페트 등)의 상호관계의 문제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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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nparopw HMMaHeHTHWe 

3awypwanH B KaMWWaX, 
A 삐epwaBo-neKaneHTH빼e 

BHpWH B B~HymHx ywax. 

고유한 밴드라고라들이 

갈대 숲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꺼칠꺼칠한 데카당트들의 

음절시들이 시들이 귀에 따갑다 

솔로비요프는 동시대의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의 미학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선구자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를 공개적으로 비웃 

는다.35) 그들의 형용어귀， 메타포는 세련되지 못하며， 특색이 전혀 없으며， 그 

들의 시는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솔로비요프는 그들의 시에 대한 패러디 시 

로서 위 의 작품을 쓴다. 이 작품은 일 견 발몬뜨(K. E없anb뻐b바배M빠‘ 

WH써)J 을 연상시키고， 따라서 발몬뜨에 대한 패러디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안 

넨스끼(1-1. AHHeHCKHR)가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개별적인 누구에 관한 패 

러디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패러디를 쓸 경황도 없었다. 무엇보다 믿을 

만한 것은 신비가인 그가 조롱하는 신의 제단에 자신의 제물을 오직 데카당 

트의 독을 피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가 개별적인 악마들과 관계하는 

것은 그곳에서 그들을 브류소프， 마르또프， 미로뿔스끼， 다로프， 발몬뜨， 기삐 

우스 혹은 솔로구프라고 호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듯이 36) 솔로비요프는 

상징주의 흐름 전체를 패러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솔로비요프가 이들 전기 상징주의자들과 근본적 

으로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상징주의자들에게 있어 

서 예술의 주된 요소는 신비적 내용， 상징， 정서적 지각 등이었다. 그들의 대 

표적 이론가였던 브류소프(B. EpIOCOB)는 예술의 가장 고귀한 사명으로 “비이 

성적인 방법으로， 인과론적 사고에 지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 "37)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신비가였지만 동시에 엄격한 이성논리주의자였 

35) BJJ. COJJOBbeB , PyCC I<He CIIMBOJJHCTbI ν CTllxOTBopeH깨. 3CTeT lIl<a. ]JIITepaTypHa~ I<pll

TlIl<a. -M., 1990. c. 279. 

36) 11. AHHeHCI<때， 0 COBpeMeHHOM JJllpll3Me // KHII대 OTpall<eHIIII. M. , 1979. C. 335.(“BJJa뻐

Mllp COJJOBbeB He nllcaJJ naponllll Ha Koro-H lI5ynb B OTneJJbHOCTII. lla , eMY 5b1JJO 11 He 

nO napon싸t. BepHee Bcero, '1TO 11 lI<epTBY-TO CBOIO Ha aJJTapb npa3H .lIU\ero 50ra OH, 
MIICTII I<, npllHec JJIIWb BO 1135aBJJeHlle OT neKaneHTCKoro .lIna. KaKoe neJJO eMy 5b1RO 

110 OT neJJbHblX neMOHOB, l< aK IIX TaM 3 BaJJII: BpIOCOB , MapTOB, MllpOnOJJbCK찌~. llapOB , 
BaJJbMOHT , rllnnllyc IIJJII COJJory5.") 

37) B. BpIOCOB , KJJIO'깨 TaIlH. ν C05p. CO'l. B ce빼 TOMax. T. 6 . C. 91-92. (“I1CKyCCTBO e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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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솔로비요프로서는 이러한 예술 창작의 사명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시 

의 과제는 모든 예술적 창작과 마찬가지로 ... 철학자가 이성적인 개념으로 정 

의를 내리고， 도덕주의자가 설교하며， 역사적 인물들이 선의 이념으로서 실현 

하는 삶의 최고의 의미를 감각적인 형상으로 구현하는 것 "38)에서 찾고 있었 

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전기 상정주의자들과 노선을 달리했으며， 이들의 작품 

에 대한 풍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시인의 풍자적인 정신이 타인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80년대 초， 중엽부터 증 

대되기 시작하는 낭만주의 문학 전통과 시인 등에 관한 패러디 시들은 솔로 

비요프 아이러니 시들의 주된 장르가 되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면 

시인의 패러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로 발전된 자기패러디가 되어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다. 곧 90년대 중반에 이트러서 다시 그가 즐겨 사용하던 타 

인들과 사회 제현상， 이념들에 대한 풍자로 되돌아가기 이전까지， 자기자신에 

대 한 패 러 디 (aBTonapo마UI)와 자신 의 작품에 가장 가까운 작품들에 대 한 패 러 

디가 발생한다. ‘낭만적 아이러니’에서 다룬 ‘영원한 여인’에 관한 작품들과 ‘만 

남’에 관한 작품들이 일련의 이러한 자기 패러디의 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낭만적 아이러니’ 계열의 시들은 자기 패러디 계열의 

또 다른 시들인 r 얼굴 색은 치질에 걸린 듯하고 ... (UBeT 재ua reJJOppO때HblR . ..) J , 

「시인과 까마귀들(n03T 11 rpa패) J, r 어제， 꿈으로 가면서 ... (BtJepa, 11때 KO CHY . ..)J , 

r수많은 볼품없는 음절시들을 ... (HeCKJJallH없 BllpmeR nOJJK 3a nOJJKOM . ..) J , r스따슐 

레비치에게 (M. M. CTaCIOJJeBll tJY) J 등과 비교했을 때， 그 풍자의 정도에서뿐만 아 

니라 웃음의 종류에서도 다른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자기 패러디 

계열의 시들 가운데 「스따슐레비치에게 (M. M. CTacIOJJeBlltJY)J(1896)의 일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nOCTlIlI<eHlle 째pa IIHblMII, He paCCYl104H뻐11 nyTJlMII ... ") 

38) BJ\. CO J\oBbeB, n03311J1 φ. H. TIOT4eBa. / / B. C. COJ\oBbeB, φIIJ\OC。φIIJI IICKyccTBa 11 J\II

TepaTypHaJl KpIlTIIKa. M. < <HCKYCCTBO> >, 1991. c. 472. (“lIeJ\o n0331111’ KaK 11 IICKyC

CTBa BOOÓlI\e, ... B TOM, 4TOÓhI BonJ\Oll\aTb B ODl.yTHTeJ1bHbIX oópa3ax TOT caMhlß BhlCWI깨 

CMblCJ\ 째3HII ， KOTOp애y 빼J\OCO~ llaeT onpelleJ\eHlle B pa3yMHbIX nOH껴TIIJlX ， KOTOp때 

nponoBellyeTcJI MopaJ\IICTOM 11 OCyII\eCTBJ\JIeTCJI IICTopll4eCKIIM lleJlTeJ\eM Kal< IIlleJl Iloópa." 

- 이탤릭 강조는 BJ\ 솔로비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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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6eH OT Heayra ayroß 병으로 등이 아치처럼 굽었고 

H rrOAOH BC~KOß CKBepHμ. 모든 꼴사나운 모습으로 가득 갔소 

3a6에재 CAallKHe TPYllI>I 달콤한 일 들， 

H BaKXa, H KHrrpH때; 박쿠스와 끼프리다의 일들은 잊혀지고， 

naBHO y* MHe TBep~T 3alll>l 이미 오래전부터 내게는 

OnHH reMOppOHn~ ， 일련의 치질들이 반복되고 있소 

먼저， 솔로비요프의 자기풍자 시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육체적 성 

격의 질병들이다. 낭만주의 시들에서 영혼의 질병들이 언급되던 것과는 달 

리 39) 솔로비요프의 이 계열의 시들에서는 항상 직설적으로 신체의 아래 부분 

이 언급되면서 항상 우습고 무례한 느낌을 자아낸다. 일 년 뒤에 동일한 인물 

에게 쓴 다음의 시에서도 이러한 직설적인 언급은 계속된다. 

HeneJllO lIe꺼~ B Henyre ~ MOpCKOM 일주일 내내 나는 바다병으로 무척이나 

CTpallaA yCHAeHHO, - H CKy~HO H 06때H。 고통스러웠소 하루종일 대야나 항아리에 

CTO~Tb BeCb neHb Hall Ta30M HAb ropmOKOM 서 있어야하는 것이 지겹고 모욕적이었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솔로비요프 우스개 시들의 상 

당한 수가 바로 이러한 자기풍자， 자기에 대한 조롱에 씌어지고 있다. 민쪼는 

이것을 자기 방어， 즉 “자신의 믿음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낯선 이들의 웃음으 

로부터 감추기 위해 그것을 자신의 웃음으로 미리 앞서고 있다(I<OTOpajj qaCT。

B03HHI< aeT H3 *eAaHHjj Cl<pbITb CBjjTylO CBjjTbIX CBoe야 BepbI OT qy*HX HaCMeWe l< 

npellynpellHB HX C06CTBeHHo J;J， )"40)라고 말한다. 또 다른 견해도 있다. 로세프(A ， 

φ ， J1oceB)에 따르면 솔로비요프의 자기아이러니는 그의 철학적 웃음의 극점 

들 가운데 하나이다. 즉 그는 이것은 아이러니조차도 아니며， “확고부동한 진 

리의 토대 위의 단순히 자유롭고 태평한 자기감각이다(a npocTo cBo6011Hoe H 

39) 푸쉬킨과 고골의 주인공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푸쉬킨의 r스페이드 

의 여왕J 의 게르만이나， 고골의 r외투J，광인일기 J，무서운 복수」 등의 주인공들 

은 모두 정신이 나간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다. 또 솔로비요프의 이 계 

열의 시에서의 신체부위 언급은 낭만주의 시에서의 신체부위 언급， 즉 항상 주인 

공의 ‘눈’， ‘이마’， ‘입술’ 들로 한정되었던 것들과는 대조적이다. 

40) 3, MHHlI, TaM *e , c , 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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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e33aÕOTHoe caMo'lyBcTBHe Ha OCHOBe HenOKOneÕHMOA HCTHHκ)"라고 말한다. 그 

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솔로비요프의 자기풍자는 시인과 시인의 생애， 그리 

고 그의 창작에 본질적인 독특한 ‘폴리포니즘’(바흐씬)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동시대의 지인들이 회상하는 솔로비요프의 

인격과 창작에서의 이중적인 성격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고 보이는데， 이때 

이러한 자기풍자의 뿌리는 고대러시아 미학과 연결된다. 고대러시아 미학 

에서 “웃음이 무엇보다 자주 웃는 사람 자신을 향해 대립하며， 거룩하다고 여 

겨지는 것을 향해 대 립하는(CMex 'Ia띠e BCerO OÕpameH npOTHB caMoA nH'IHOCTH 

CMe뻐erOCR H npOTHB BCerO TOrO , 'ITO C'쩌TaeTCR CBR TbIM)"41) 것 처 럼 위 의 

시에서도 솔로비요프의 아이러니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며， 민중 문학에 

서처 럼 “물질적 이고 신체의 아랫부분(MaTepHanbHO-TeneCHblA HH3)" (바흐젠)이 되 

는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들에서도 민중 문학에서처럼 질병， 늙음， 

죽음 둥이 조소되며， 때로는 성물모독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계속해서 민중 

문학의 카니발적인 특징을 시인의 자기패러디시 「얼굴 색은 치질에 걸린 듯하 

고'" (UBeT nHl.\a renoppo때HblA .. .)J 에 서 찾아보자. 

UBeT nHua reMOppOHnHhlA, 
Bonoc nanaeT cenoA, 

H rp03HT MHe pOK 06HnHhlA 

TIpe ll<neBpeMeHH。α 6enoA. 

R Ha BCe, cY.llb6a, COrJlaCeH, 
TonbKO nnemb~ He napH: 

rOJl삐깨 'Iepen, ax! yll<aCeH, 
4TO T비 TaM HH rOBOpH. 

얼굴 색은 치질에 걸린 듯하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가고， 

때 이른 재앙으로 모욕 받은 

운명은 나를 위협했다. 

운명이여， 나는 모든 것에 동의하노니 

대머리만은 선물하지 말아다오. 

벗겨진 해골이라， 오! 끔찍하다， 

네가 뭐라고 그곳에서 말한다해도. 

이 우스우면서도 우울한 시에서 우리는 많은 카니발적인 상징적 요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1행의 “얼굴 색은 치질에 걸린 듯하고”는 신체의 다른 부위 

의 질환이 퍼진 것으로， 민중 웃음 문화에서는 정반대 부위에 해당한다. 신체 

의 낮은 부위와 높은 부분을 함께 놓는 것은 민중 코메디 극에서 대표적인 

현상이었으며， 바흐씬에 따르면 “엉덩이는 반대변의 얼굴이거나 뒤집어진 얼 

굴(3a，ll - 3TO <<OÕpaTHOe JIHl.\O>> HnH <<n때o HaH3HaHKY> > )"42)이 다. 바흐씬 

41) ll. J1HXa'leB , CMex B llpeBHeA PyCH // H36p. pa60TbI. B 3-x T. J1., 1987. T. 2. 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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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데， 즉 육체와 세계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세 

계와 코스모스에 참여하려는， 그럼으로써 인류의 죽음을 극복하려는 민중 의 

식의 지향을 발견하고 있다.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하부(MaTepHanbHO-TeneCH뻐 

HH3)의 형상들은 민중 웃음 문화에서 “소우주적인 의미 (MHKpOKOCMHyeCKOe 

3HayeH써e)"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런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미지 

의 알 수 없는 코스모스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을 중화시키고， 코스모스 자 

체를 하강시키며 인간화시키고 동시에 우스운 볼거리로 변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43) 

솔로비요프의 웃음을 위한 무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삶과 죽 

음에 관한 그의 관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시인의 관심은 그의 진중한 시들과 

철학 저서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얘) 이 작품들에서 죽음은 비 

극적인 우연성으로， 또는 코스모스에 대한 카오스의 승리로 제시되고， 시인은 

그 불합리성으로 공포에 사로잡힌다. 반면에 이 우스개 시들에서 죽음은 시인 

에 의해 조소된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시인과 함께 지내면서 시인을 잘 알 

고 있었던 뜨루베츠꼬이 공작이 “솔로비요프의 입가에 있는 웃음은 흔히 매 

우 진지한 의미를 지녔다. 그는 특히 그가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것에 대해 

비 꼬 았다(myTKa B yCTax COnOBbeBa yaCTO HMena BeCbMa Cepbe3HbI까 CMbIcn. OH 

B OC06eHHOCTH OCTpHn 0 TOM, HaD 앤M XOTen nODHjlTbC jI )"45l라는 말로도 설명 

된다. 죽음을 조소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솔로비요프 우스 

개 시， 특히 자기풍자 시의 카니발적인 특징은 민중 의식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테마에 관해 씌어진 것이 바로 대표적인 풍자시 「비문 

(陣文;3mlT a빼51) J (892)이 다.얘) 

42) M. Eiax깨H ， TBop4eCTB。 φpaHcya Pa6J1e H HapODHa51 KyJlbTypa cpeDHeBeKOBb51 H Pe 

HeccaHca. M. , 1965. c. 405 
43) M. EiaxTHH, TaM lI<e. c. 364-365. 
44) 예를 들어 죽음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으로는 그의 서정시 작품들 가운데 

에서 r나는 죽음을 두려워 않는다오.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소(H CMepTH He 60~Cb. 

Tenepb MHe lI<HTb He HalJo) J, r죽음과 시간이 지상에서 지배하고 (CMepTb H BpeM5I 

l.Iap5l T Ha 3eMJIe .. .)J , r죽음은 지상의 삶의 모든 햇불을 끄고 ... (CMepTb noraCHT 

Bce CBeT04H lI<H3HH 3eMHoA ... )J 등이 있으며， 그의 철학적 저술들 가운데에는 r신인 

성에 관한 강의(lJTeHH5I 0 Eior04eJlOBe4ecTBe)J , r선의 옹호(OnpaB lJaHHe lJo6pa) J, 
r사랑의 의미 (C뻐CJI ~6BH)J 등이 있다. 

45) E. Tpy6el.lKOA, 써pOC03epl.laHHe BJI. COJlOBbeBa. M., 1913. 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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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aHMHp COAOBbeB 

Re*HT Ha MeCTe 3TOM. 

CnepBa Õψ1 빼AOC때， 

A HWHe CTaA mKeAeTOM . 

. ‘.중략 ... 
OH llYmy nOTep.!l A, 
He rOBOp.!l 0 TeAe: 

Ee a‘iaBOA B3 .!1A, 

Ero * COÕaKH CbeAH.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가 

이 곳에 누워있노라. 

처음에는 철학자였고， 

이제는 해골이 되었다네 

‘ •• 중략 
그는 정신을 잃었고， 

육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영혼은 악마가 잡아가 버렸고， 

육체는 개들이 먹어버렸다. 

이 시에서 특정적인 것은 인간 영혼의 불멸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철학의 

기본적인 공리가 조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쪼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 

과 육체， 사랑과 믿음의 대조를 통해 전통적인 성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 

들의 전통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조소를 표현한 것으로 이 작품을 해석할47) 

수도 있지만， 또한 그의 논문 「사랑의 의미 (CMblCJI JII06BH) J 0892-1894)에서 피 

력하고 있는 그의 이념에 대한 부정으로도 고찰 가능하다. 솔로비요프는 이 

논문에서 인간 관계의 조화 인간과 세계의 진테제와 총체성은 오직 남녀간의 

사랑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상을 전개한다. 바로 이러한 심오하고도 의미있는 

그의 사상에 대한 조소가 이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Ho, fíe3 ]'Ma 1IIOfíHB , 그려나 미친 듯이 사랑한 후， 

CaM BBeprHyAc.!I B OBpar... 자신은 골짜기 에 떨어 졌네 ... 

... 중략중략 ... 

npoxo*HA! HayqHCb H3 Moero npHMepa, 행인이여! 나의 본보기로부터 배우시라， 

CKOAb nary뼈a noÓOBb H CKOAb nOAe3Ha Bepa. 얼마나 사랑이 파멸적이며， 믿음이 유용한지를 

「비문(牌文;3nHTa빼.!i) J 은 1892년에 씌어졌고， 동시에 그의 논문 「사랑의 의 

미」도 씌어졌다. 따라서 이 시작품은 솔로비요프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이면으 

46) 이 시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주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졸고블라지미르 솔로비요 

프 서정시의 관능성 J，러시아 연구~， 제 9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94-95쪽을 참고하시 오. 

47) 3. MHHI1, TaM *e. c.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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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철학자의 사상을 비웃으며， 그 중요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이념’에 대한 패러디이며， 테 

마와 이념에 있어서 「사랑의 의미」에서 설파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폴리포니 

적’ 관점의 표현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시 

인의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마르띄노바(C. M. MapTblHOBa)에 바친 시들이 

다. 시인이 쓴 서정시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서정성을 갖추고 있 

는， 일련의 마르띄노바에 바치는 시들은 1892년에 씌어진다. 

Bce nOpWBW H qyBcTBa M~Te*HWe ， 

3JJY1O *H3Hb, qTO KHneJ1a B KpOBH, 
nOrJ10THJ10 CTpeMJ1eHbe 6e36pe*HOe 

POKOBO꺼 6e33aBeTHoR ~6BH. 

모든 격렬한 격정과 감정들을， 

피 속에 끓고 있는 악한 생명올 

운명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광대한 흐름이 삼켜버렸네. 

그러나 연대 상으로 이 시와 같은 해에 씌어져 마르띄노바에게 바친 이합 

체시 (AI<POCTHXH)에서 그녀는 희화되고， 동시에 시인의 감정도 역시 희화된다. 

Ma~OHHoR 6wJ1a ~~ MeH~ TW KOr~a-TO ’ 그대는 언젠가 내게 성모 마리아였었네: 

AJ1Ma3HO~ pa~yroR J1HK CBoR rOpeJ1, 그대의 얼굴은 금강석의 무지개처럼 타올랐고， 

TaHHCTBeHHO BCe B Te6e 6때o H CB~TO ， 그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비밀스럽고 거룩했네， 

Pw~aJ1 ~ y Hor TBOHX TWC~qeKpaT H 나는 그대의 발 밑에서 수 천 번 흐느꼈고 

E~Ba y~aBHTc꺼 C TOCKH He ycneJ1, 그리움으로 거의 목매어 죽을 뻔했네， 

Ho CKpWJ1C~ Ky~a-To TBOR o6pa3 KPωlaT뼈， 그러나 날개를 단 너의 형상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A BMeCTO Hero ~ MaTpeHY y3peJ1. 그 대신에 나는 마뜨료나를 알아보았다네. 

이와 같은 동일한 이념과 인물， 감정에 대한 상반된 태도， 특히 조소에 가 

까운 태도가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나타난다. 시로 쓴 서한 장르(r스따슐레비 

치에게 (CTaCIOJJe뻐qY)J ， r까보스에게 (KaBOCY) 등)， 4행으로 구성된 속요풍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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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영문모를 일이 있네 ... (ECTb ÕeCTOllI<OB뻐a .. .) J , r숲 속에 늪지가 ... (B llecy Õ。

llOTO .. .) J) , 앞의 절에서 살핀 자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서사시， 각행의 머리 

글자를 모으면 낱말이 되는 이합체시 (aI<pOCTHXH) ，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낭만 

주의 문학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르인 자기묘비문의 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시인은 자신의 이념과 죽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를 퍼붓는다. 

이제 우리는 솔로비요프의 풍자시에서 나타난 다양한 웃음， 즉 정치인， 작 

가 등을 비롯한 인물들에 대한 풍자에서 나오는 쓰디쓴 웃음으로부터 자기 

자신， 자신의 이념에 대한 풍자에서 나오는 고대문학적인 웃음에 이르기까지 

넓은 진폭의 웃음을 뒤로하고 그의 드라마 속의 웃음을 만나러 가보자 

3. 드라마 작품48) 속의 웃음 

솔로비요프의 드라마 작품들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자리매 

김된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 부조리적 경향성 그 자체에의 경도와 모든 것에 

대한 조소를 통해 세계의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찾아지는데， 이런 

특징은 러시아 드라마 전통에서 꼬즈마 쁘루뜨꼬프 정도와만 겨우 비교될 수 

있을 뿐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성과 함께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드라마가 이후의 러시아 상징주의 드라마의 진화과정을 예견한다는 점 

에서 그는 다시 러시아 문학사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솔로비요프가 남기고 있는 드라마 작품은 모두 네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첫 번째 희곡이 1870년대 중반에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r 알심(AllbCHM)J 

이고， 두 번째 작품은 가장 널리 알려진 r 흰 백합 혹은 성모제 밤에 꾼 꿈 

(5ella>l J1HllH>I, H깨 COH B HOYb Ha nO I<pOBa)J으로 1878년에서 1880년 사이에 씌 

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 작품이 「귀족의 반란(DBOP>lHC I<Hß ÕYHT)J 

(891)이며， 네 번째 작품이 창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r나는 그가 먹을 줄 

모른다고 말했다(71 rOBOpHll, YTO OH He yMeeT eCTb )J 49) 이 다. 

48) 이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출판된 것은 1922년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는 이미 이전에 출판되어 있었고， 벨르이와 블록은 이 작품들을 고문서고에서 이 

미 읽 었다. BJJ. COJJOBbeB, TaM *e. 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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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정에서 상연할 목적으로 씌어진 이 희곡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그의 

시작품들보다 작가 사고의 이원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작가의 희콕 작 

품들을 싣고 있는 두 번의 출판 제목이 보여주듯 모두 ‘우스개’ 희곡들이다.5이 

첫 번째 희곡 r알심」을 살펴보자. 1870년대 후반부에 베끄스쩨른(A. A. BeKC

TepH), 기 아씬또프(B. E. rHa뻐HTOB)와 함께 공동 창작한 이 작품에 서 솔로비 요 

프가 참여한 부분은 제 3막이다. 앞의 두 막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51) 주인 

공 시인 알심은 영원한 행복을 담보로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은 모든 것 

이 정반대인 뜨라빼준드(Tpane 3 YHJl)라는 나라로 그를 데리고 간다. 이 나라에 

서는 낮이 어둡고 밤이 밝으며， 겨울이 럽고 여름에는 눈이 내리고， 나무의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등 모든 것이 뒤집혀진 세계이다. 이 이상한 나라 

에서 주인공 알심은 이 나라의 공주 엘레오노라(3J1eOHopa)를 만난다 수염을 

기르고， 입에 항상 파이프를 물고 다니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 그는 그녀를 빼 

쩨르부르그로 데려와 결혼한다. 그러나 빼쩨르부르그에 온 공주 엘레오노라는 

사탄의 렘에 빠져 교수와 정사에 빠지고， 이 새로운 연인의 도움으로 불쌍한 

알심을 욕하고 구타한다. 알심은 복수를 다짐하지만 실패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낭만주의 드라마에 대한 패러디적 

인 재의미화이다. 불행한 남자 주인공， 그의 운명적 사랑， 잔인한 연인， 교활 

한 적， 배반， 결투， 독살 기도 동의 낭만주의 드라마의 슈제트와 기법과 양식 

들이 이 작품에서 재의미화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가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49) 이 희곡은 「흰 백합 .. J 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더 발전시킨 형태로 1922년 판 
본(WyTo4Hble TIbeCbI BJlaLI)'lI!pa COJlOBbeBa, M. , 1922.)과 1974년 민쪽 판본(BJI. COJlO

BbeB, CTHXOTBopeHH~ H myTo4Hble TIbeCbI. 끼.， 1974.)에 서 도 정 확한 날짜가 밝혀 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인물들속에 작가의 전기 

적 사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즉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백작부인은 그가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똘스또이 (A. K. TOJlCTOß)의 미망인， 

작품의 백작부인의 질녀인 소피아는 그가 사랑했던 히뜨로보(C. n. XHTPOB이를 연 

상시 키 고， 쥬라블료프(lI<ypaBJleB)는 작가를 연상시 킨다 

5이 앞의 각주에서 인용한 것처럼 두 판 모두 그 제목에서 “우스개 희곡(mYT04Hble TIbecbI)" 

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1) 실제 상연에서 알심의 역은 기안찌또프(B. E. rHaHUHToB) , 사탄의 역은 벤끄스쩨른 

(A. A. BeHKcTepH), 엘레오노라의 역은 로빠젠 (11. M. 110TIaTHH), 교수의 역은 벨스끼 (11 

n 5eJlbCKHß)가 맡았다. 공연은 1878년 솔로비요프가에서 있었다. 보다 더 자세한 텍 

스트 역사와 공연에 관한 사항은 BJI. COJlOBbeB, CTHxoTBopeHI쩌 H myTo4Hμe TIbeCbI. 

11. , 1974. c. 329를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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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스트’ 슈제트의 재의미화가 눈에 띤다. 이러한 파우스트 슈제트와 같이 

널리 알려진 성경， 민간전설， 신화 둥의 슈제트들에 대한 패러디적 수용은 사 

실 카니발 문학에서 가장 선호되던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52) 이 작품은 사실 

수많은 카니발적 특정으로 가득차 있다. 모스크바 알심의 사무실에서 행하는 

독백은 솔로비요프 자신이 꿈에 대한 패러디이다. 

CÔbUlOCb BCe, t.ferO Jlyma HCKaJJa, / CÔblJJOCb BCe, 0 t.feM MoR YM raJlaJJ, 

CÔbUlOCb BCe, t.fTO CepJlUY yKa3aJJa / CB~Ta~ Bepa B Bet.fH뻐 HJle aJJ , 

영혼이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네，/ 내 이성이 추측했던 것이 이루어졌네， 

영원한 이상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 가슴에 지시하던 것이 이루어졌네. 

알심이 이루졌다고 외치는 그의 꿈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패러디된다. 즉 그 

의 영혼이 추구하던 여인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구타와 욕설이며 ‘멍청이 

(5apaH)’, ‘돌대가리(t.fYPKa 5eCTOJJKaBa~) ’ 같은 별명뿐이었다. 교수도 그녀의 신 

체적인 구타 행위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교수. 남편에게 재갈을 물리시게 

요? 아주 멋집 니 다，" (“npo!þeccop, 05y3때BeTe cynpyra? npeBOCXOllHO!","))(211), 

자신은 도덕적인 구타에 참여한다. 즉 그는 알심에게 학문적인 몇가지 질문을 

던진 후 알심이 답하지 못하자 자신의 승리에 만족해하며 그가 여기에 펼요 

없는 존재라고 모욕을 주면서 사라질 것을 요구한다. 사탄은 이 불행한 주인 

공이 처하게 된 상황을 아내의 배신이라고 확인함으로써(사탄. 만약에 이것이 

배신이라면， 그논 그것을 매우 빠른 시일에 얻게될 거야(“ECJIH 3TO pora, TO 

OH npH05peTeT HX LIOBOJIbHO cKopo"))(212) 그에 대 한 구타와 욕설， 모욕은 극 

에 달하고 막이 내리며， 알심의 마지막 독백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 

적 상황에서 알심의 마지막 독백조차도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 

고 떠난 연인에 대한 언급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솔로비요프의 ‘영원 

한 여인’과 같이 이상적인 여인으로 그리고 있다. 

TaK BOT OHa - BHJleHbe COBepmeHCTBa, / MoR CBeTJJb때 paR, M얘 t.fyJlH뻐 HlleJJ 

이처럼 그녀는 완전함의 환영이요，/ 나의 빛의 천국이며， 나의 기적 같은 

이상이다 

52) M, 5axTHH, TBOpt.feCTBO φpaHcya PaÔJJe H HapOllHa~ KyJJbTypa CpeJlHeBeKOBb~ H Pe

HeccaHca, c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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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니발 세계에서 승리와 패배가 단선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 것 

처럼 이 작품에서 승리와 패배는 양가적인 성격을 띤다. 알심은 사랑하는 여 

인을 잃은 패배자로 전락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욕설과 구타， 모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는 뜨라빼준드에서 돌아온 후 엘레오노라의 경멸스럽 

고 악한 성 품， 특히 사소한 일 에 도 구타하는 성 품(“TaK 3TO HpaB ee npe3pH

TeJJbHblfl H 3JJ06H뼈， HaKJJOHHOCTb 6HTb , H 6HTb no nYCTjJ KaM.")에 괴 로워 하고 

있었다. 또한 사실 매우 충동적인 이 여인이 교수와의 생활에서는 자신의 성 

벽을 버리고 새로운 여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문맥 

에서 그녀의 승리는 매우 의심스러워 보인다. 

또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탄의 성격도 정경에서 어둠의 왕국올 지배하는 

사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사탄은 알심의 영혼과 함께 만약의 경우에 대 

비해서 그의 주민등록증(nacnopT)을 담보로 잡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알심이 

그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은 민간전설과 동화에서의 악마적 성격을 연상시키며， 두렵거나 악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카니발적이고 희극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과 달리 이 작품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교수이다. 사탄이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사탄을 찾으며 그의 영혼은 돈에 대한 욕 

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도덕적 결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40%의 이자를 챙기 

는 고리대금 업자이며(“나는 도덕적 원칙에서 월 40%이상의 이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 다 ... " (“$1 ... H3 HpaBCTBeHHOrO npHH뻐na He 6epy C CBOHX nOJJ*HHKOB 60JJee 

copOKa npOl\eHTOB B Mec jJl\ ... "))(204) ,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아내의 식사량을 줄임 

으로써 아내를 살해하는 협잡꾼이며(“먹는 것을 줄이는 것을 통해 ... 일상적인 

식사의 1/2048에 도달하게될 때 그녀는 다행스럽게 저절로 죽게될 것이고， 나 

는 자유롭게 되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약은 

법으로 급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퍼epe3 COKpallleHHe nHTaHH jJ ... KOrna 

noflneT nO 1/2048 06hlKHOBeHHoro o6ena, OHa 6JJarOnOJJy4Ho CKOH4aeTC jJ caMa 

co60fl, OCTaBJJ jJjJ MeH jJ H cBo6onHhlM , H HeBHHHhlM, H60 3KOHOMH jJ 3aKOHOM He 

BocnpelllaeTC jJ ") )(205) , “가장 최신의 역사-의 학적 인 연구(HOBe뻐써 HCTOPHKO

MenHl\HHCKHe HCCJJenOBaHHjJ)"와 칸트의 정언적 명령과 체르느이셰프스끼의 “이성적 

에고이즘(pa3뼈&때 3rOH3M)" 원칙53)으로 위장한 채 이중적 도덕을 설파하는 인물이다. 

53) 이런 철학적 윤리적 명제들은 솔로비요프의 논문 「서구철학의 위기 (KpH3HC 3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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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탄의 형상은 희곡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조리하게 묘사되고 있 

으며， 풍자적인 차원에서 묘사되는 것일 뿐 결코 카니발적인 풍자의 차원에서 

묘사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카니발적 차원의 풍자는 항상 부활과 재생을 

전제하는 반면에， 이 작품에서의 사탄의 묘사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받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외모는 말린 청어 같고， 끝없는 잇속 챙기기와 합리 

주의， 사기와 살인을 가리지 않는 부조리에 가까운 욕심은 카니발적 미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희곡의 특징은 작가 당대의 다양한 철학적 미학적 논 

쟁에 대한 회상과 문학적 패러디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다양한 철학적 종교 

적 이데올로기적 학문적 유파， 사조， 동시대 흐름들과의 공개적인 혹은 은폐 

된 논쟁으로 가득 찬(nonHN OTKpNTOA H CKpNTOA nOneM찌<H C pa3nH4HNMH 빼no-

COiþCKHMH, pe끼R대03HNMH ， HneOnOrH4eCKI싸H， Hay4HNMH WKOnaMH, HanpaBneHH5IMH H 

Te4eHH5IMH COBpeMeHHOCTH .. ..)"54l 카니 발 문학 작품의 특정 이 기 도 하다. 

동시대의 이러한 사회적이고 문화적 삶의 사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반응， 

주인공과 사건들에 대한 풍자， 부조리와 무의미， 인물들의 그로테스함， 카니발 

문학의 예술적 기법들과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바로알심」보다 좀 

더 후기에 씌어진 「귀족의 반란(nBOp5lHCKHH 6YHT) J (891)이다. 이 당시 솔로비요 

프는 r유럽의 소식지 (BeCTHHK EBpon뻐) J 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아이러니가 변 

화를 겪어 ‘긍정적 세계관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 풍자로 전환되던 시기였다.또) 

이 작품은 당대 러시아의 실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정치사회비평적인 성 

격을 띠고 있다알심」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도 파우스트 슈제트가 나타나지 

만 「얄섬」보다 훨씬 비하되고 패러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사탄의 

형상은 당대 실제 인물인 메시체르스끼 공작(KH. MelllepcKHH)으로 그는 누군가의 

영 혼을 소유하기 위 해 손가락조차 움직 일 필요가 없다. 고대 귀 족들은 영 혼과 그 

들의 말뚝， 불멸의 권리를 저당잡히기 위해 은행으로 그를 직접 찾아간다. 그들 

HOn 빼J10CO빼H)J 에서 부르조아적인 프라그마티즘과 합리주의라고 비판된다. 특히， 

교수의 다음의 언급은 웃음을 자아내며 칸트에 의해 정초된 도덕 법칙에 대한 패 

러디로까지 보인다. “교수 잘 가시오， 나의 소중한 사탄씨! ... 그리고 도덕 법칙이 
그대에게 보답할 것이요 I (npolþeccop. lIo CB뻐aH뼈， M얘 lIparOueHH뼈 CaTaHa! ... lIa 

B03Harpa뻐T Bac HpaBCTBeHHbln 3aKoH!)" 

54) M. Bax깨H ， TaM )((e. c. 232. 
55) 3. 싸HU， BJlallHMHp COJlOBbeB - n03T. TaM )((e. 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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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둘러싸인 메시체르스끼 공작은 자신의 경제， 정치적 프로그램을 설파한다. 

t.fe .. epCKHA. ~ - AjlOllOl<H ,llJIJI O,11HHX, ,11pyrHM 1I - XJlOpOiþOpM: / KpaMOJla I< pem<。

cnHT , / H JlH6epaJlbl CI< HCJlH.! TypeLU<째 1.1011 ,11HBaH, / r ,11e 1I pO:l<,11a lO MblCJlH, / Ty

peUI<때 1.1011 ,11HBaH -- / rHe3 ,110 6J1arHX peiþOpM. / Y:I< MaJl bq싸<H ， pe3B lICb, 6po

ca lOT 1< qepTY I< HH:I<I<H, / np뻐ep C rOpO，11。뻐X 6epYT npoiþeccopa. / nO ,11 p03rO lO 

B pyKax y 3eMCKOrO lIP뼈KH ， / l\oBOJlbHbIlI yqaCTb lO, xOJlon KPHqHT: ypa! / XOTb 

6bIJI HeYPO:l<an -- CTpaHa BeCbMa 60raTa… 
메시체르스끼.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효소요，/ 다른 이들에게는 마취제 

요‘ / 반란은 깊이 잠들었고，/ 자유주의자들은 시어버렸소./ 나의 소파는 터 

어키산이고，/ 거기서 나는 사상을 낳고，/ 나의 소파는 터어키산이고， 거룩한 

개혁의 보금자리요 / 이미 아이들은 장난치면서 악마에게 책을 던지고，/ 교 

수들은 순경들로부터 본을 취하고 있소 / 지방 순경의 손에 잡혀 태형을 받 

으면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한 농노는 외치고 있소 : 만세!/ 비록 흉년이지 

만 나라는 매우 부유하다오 ... 

그러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저당잡히려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를 위 

한 것도，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면 알심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 

한 것조차도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llBopJIIHe. 0 6peHHOM JlHWb MeTaJlJle. / 0 3allMe HaM HeJlb311 JlH / HeMe,11-

JleHHO nOBe ,11aTb. / MbI BCe XOT뻐 。6e，11aTb， / MbI BCe XOTHM K K106e. 

귀족들. 오직 연약한 금속에 관해，/ 대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즉시 

알려줄 수 없겠소./ 우리 모두는 식사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큐바로 

가기를 원하오. 

그들의 “연약한 금속 즉 황금과 레스토랑 “큐바”에서 식사하고자 하는 꿈 

은 실현되는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은행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담보 

로 받아주기” 때문이다 . 

... nOHoweHHblll 6epeT. / nOJlll OT WJIlIn, nOJlll nOMeCT뻐， / WTaHhI, 60JlOTa, qyBCTBO 

qeCTH -- / HCTJleBml깨 cen aHaXpOHH3M ... 

낡아빠진 것도 받아주고，/ 모자의 챙도， 영지의 들판도，/ 바지도， 늪지도， 

명예로운 감정도 --/ 썩어빠진 이 시대착오도 ...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귀족의 모습은 분명히 풍자적 색채를 띤다. 귀족들은 

비생명체로 묘사되어 단지 외적인 모양에서만 인간의 형상을 한 인형， 꼭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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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형으로 묘사된다. 귀족들이 메시체르스끼 공작에게 감사하면서 그에 대 

한 충성으로 몽둥이로 자신들의 머리를 내리칠 때， 거기에서 마치 진공관에 

서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이나， 귀족들이 서로서로를 가로막고 하 

늘로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하늘로 손을 들어올리는 장면 등은 고골의 『죽은 

혼(MepTBble llY뻐)J 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인형과 꼭두각시 인형의 모티프는 

낭만주의 그로테스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낭만주의의 이 모티 

프에서 전변에 동장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변형시키는 낯선 비인간적인 힘에 관한 관념이며， 이것은 민중 웃음 문화에는 

전혀 특정 적 인 것 이 아니 다(Ho 따$1 pOMaHT써Ma B 3TOM MOTHBe Ha nepB뼈 nJlaH 

BMllBHraeTC$I npellCTaBJleHHe 0 qY*Oß HeqeJlOBeqeCKOß CHJle, yrrpaBJI$lm~eß JImllbMH 

H npeBpa~am~eß HX B MapHOHeTKH, npellCTaBJleHHe, COBepmeHHO He CBOßCTBeHHOe 

HapollHoß CMeXOBO까 KYJlbType)."56) 이 작품에서 귀족들을 인형으로 변형시키는 

비인간적인 힘은 돈과 황금이다. 그들의 삶은 광대의 삶의 세계처럼 우습고 

불합리하며 뒤집힌 세계이다. 이러한 뒤집힌 세계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것이 

희곡 전체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바로 레스토랑 큐바(KJ06a)이고， 작가는 이 

런 상징을 러시아 민중 웃음 문화에서 가져오고 있다. 즉， 민중 웃음 문화에 

서는 교회가 참된 세계를 구성하고 선술집이 반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57) 

귀족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새로운 형상인 메시체르스끼 공작은 앞의 인용 

에서 보이듯 풍자적인 성격이 강하게 스며있다. 당대에 보수적인 정치인사였 

던 공작 메시체르스끼는，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과 자기자신이 민중을 지배하 

여야 한다는 계획을 서슴지 않고 밝힌다. 

Ne.epCICHß •... cllepeM Kal<lIe l<ywlI / MIJI C CIIBOJJarrblX MY*III<OB! / CeHTIIMeH

TaJJbHOCTb rrpo'lb! / CBJlTO꺼 lleBII3 TaI< OB: / BeplI, 3al<pblB r JJa3a, 3aTI<HyB rrJJOT

Hee yWII / OT JJIIÔepaJJbHOA '1ywlI! 

메시체르스꺼 우리는 무식한 농군들로부터 / 얼마나 많은 돈을 
우려먹을 것인지!/ 감상주의는 꺼져라! 거룩한 표어는 다음과 같소./ 가져와 

라， 자유주의의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 눈을 감고， 귀를 더 꽉 틀어막고! 

귀족들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자인 공작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가져와라(6epH)" 이다. 그러나 공작은 무지한 농군들에 대한 경멸스런 

56) M. BaXTIIH, TaM :l<e. C. 47. 
57) ll. JIIIXa'leB, CMex B llpeBHeA PyCII. TaM :I<e T. 2. C.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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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러시아 수다장이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귀족들조차 이것을 따분해 하며 짧게 말하라고 소리치며(“좀더 짧게 

말할 수 없소! (HeJlb3 j1 JlH nOKOpO'le!)") (껑6) 이에 대해 공작은 “생각의 잉여는 

다변을 낳는 법 이 요(1136비TOK llÿ'M pOll<llaeT MHOrOCJlOBbe)"라고 응수한다. 

이러한 떠벌이 수다는 러시아 민족 웃음의 전형 가운데 하나로서， 그것에는 

언어학적인 측면이 큰 역할을 한다. 즉 이런 해학에는 단어의 의미가 해체되 

고， 단어가 이상하게 발음되며， 단어 구성의 불합리성을 밝혀주고， 어원이 부 

정확한 것들을 적절치 않은 곳에서 사용하며， 의미가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을 

발음의 유사성에 따라 사용한다.58) 

즉， 메시체르스끼 공작은 뽀베도노스쩨프(n06ellOHocueB)의 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두 단어로 풀어서 실제 인물을 상기시키도록 장난을 쳐 웃음 

을 자아내며(“나는 네프스끼 거리에서 고관 내시， 승리의 당지자를 만났는 

더1...(". Ha HeBCKOM BCTpeTHJl jI CaHOBHOrO KaCTpaTa HOCHTeJIJI no6el1. “ )")(256, 

이탤릭 강조는 필자)， 귀족들도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귀족 은행장인 

골레니시체프-꾸뚜조프(rOJleH때eB-KYTY30B) 백작을 위협하면서 이런 언어학적 

인 장난기법을 사용한다 

lIøOpJlHe. MbI He XOTHM llaTb cnycKy: / KyTy30Ba - B KyTy3Ky, / .. 중략 ... 
/ MbI Y HerO n。째eM / Py6JleR 3a rOJleHH~eM! 

귀 족들. 우리는 용서 하고 싶지 않다:/ 꾸뚜조프를 - 감옥으로， / .. 중 
략 ... / 우리는 그에게 찾고 있네 / 장화 목뒤에 있는 루블을! 

(259, - 강조는 필자) 

어릿광대 놀이에서 혼히 사용되었던 이러한 동음이의어를 통한 말장난의 

기법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많은 민속문학적 특징들이 스며있다. 주제를 현 

실의 사실적 소재에서 찾아 패러디 말장난， 그로테스크， 환상적인 것을 혼합 

하여 우습고 아이러니하며 풍자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민중문학에서 특 

징적인 것이다. 특히 선의 악에 대한 승리， 상식의 어리석음에 대한 승리， 인 

간의 꼭두각시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작품의 마지막 결말은 

이 작품과 민속문학의 세계관적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8) n. 깨xalfes ， TaM :t<e‘ 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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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JUlIOTC$I CTOpo*a CO mBaÕpru.rn H BbIl"OHllIOT / BOH BCeX lIBOP$lH. / CTa~뼈 CTOPO* 

(Solo, B3 l1b1XM H Ka'lM rOJJOBO~t). / l'I õory ÕJIarOllapeH, / 3a TO, '1TO $1 He 6ap뻐. 

파수꾼들이 걸레들을 가지고 등장하여 / 모든 귀족들을 쫓아 버린다./ 늙 

은 파수꾼(훌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 신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나으리가 아닌 것이 말야. 

그러나 「귀족의 반란」의 이러한 풍자는 결코 자신들의 주인공들이 교정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은 카니발적 특성， 민속 

적 웃음 문학의 성격， 상황과 인물 등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묘사에도 불구하 

고 풍자적 정신이 훨씬 강한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가까운 작가의 입 

장과 사건에 대한 초월적 위치， 풍자적 정신은 이 작품을 카니발 미학의 작품 

과는 다른 작품으로 만들며， 민쓰의 지적처럼 1890년대 러시아 귀족 사회 이 

념과 본질을 파헤치는 사회 풍자가 휠씬 강한 작품으로 만든다. 

카니발 세계의 법칙이 지배하는 또 다른 작품이 r흰 백합 혹은 성모제 밤 

에 꾼 꿈(EeRa$l flHRH$I, HRH COH B HO 'lb Ha nOKpOBa)J 이 다. 이 희 독은 솔로비 요 

프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추구하던 ‘영원한 여성성 (Be'lHa$l lKeHCTBeHHOCTb) ’, 선 

과 미， 조화의 지상에서의 실현의 테마가 아이러니적인 우스개적인 톤으로 이 

야기되며， 패러디적이고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적인 

톤과 풍자적인 톤만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작가가 “3막으로 된 신비극-우 

스개극(MHCTep때 -mYTKa B 3-x aeACTBH$lX)"으로 장르를 규정한 것처럼 이 작품 

은 한펀에서는 우스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비극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르 성격은 이 작품의 최종 텍스트 속으로 들 

어오지 못한 첫 번째 본에서 보다 쉽게 찾아진다. 첫 번째 본의 첫 막은 마치 

파우스트에 대한 아이러니처럼 천상에서 들리는 종(RaKeA)들의 합창으로 시작 

한다. 그러나 푸른색과 빨간색 제복을 입은 종들은 자신들을 천사라고 사칭한 

다.(269) 고대 러시아 전설에 따르면 “악마는 항상 천사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 

며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llb$lBORb ... BCe BpeM$I COXpaH$leT CBOe pOaCTBO 

C aHreRaMH H H306pa)f<aeTC $I C KPbIRb$lMH.) "59J 푸른색과 빨간색 제복을 입고， 마 

분지로 만든 볼품없는 날개를 가진 그들의 외적 모습과 “게으르고 교활하고 

바보같다”라는 작가 서술만큼이나 그들의 행위는 전혀 천사적이지 않다. 오히 

려 이들의 모습은 민속 신앙에 등장하는 악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들과 

59) D. flHXa 'leB , TaM *e. 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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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또브라스와의 싸움은 인형극을 연상시키고 종들-천사들의 웅답은 인형극의 

코멘트를 연상시킨다. 

1-1l nuell. 5l y6HT / HanosaJJ! 

2-1l naKell. MHe KpWJJO OTOpSaJJ / CeA y*aCH뼈 6aHllHT! 

3-1l naKell. MoA 3aTblJJOK pa36HT! 

첫 번께 종. 나는 살해됐어 / 일격에! 

두 번째 종. 내 날개를 잘라버렸어 / 이 무서운 강도가l 

세 번째 종. 내 뒤통수가 완전히 깨졌어! 

이들의 비탄은 그 뒤에 등장하는 게오데몬(reOJleMOH)에 의해서 중단되는데， 

잠옷을 입고 슬리퍼와 나이트 캡을 착용하고 그 위에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왕의 홀을， 다른 손에는 베개를 든 그의 외양은 그로테스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한 그로테스크한 형성을 띠고 있다. 즉 라틴어의 땅을 의미하는 

reo와 기독교 신화에서 악한 영，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JleMOH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의 이름은 그의 외모만람이나 그로테스크하다. 또한 그의 집사 끼 

또브라스(KHTOBpac)의 이름 역시 그로테스크하다. 고대그리스 신화의 반인반 

마(半人半馬)인 켄타우로스의 형상만큼이나 이 인물은 태생적으로 그로테스크 

하다. 그러나 이 형상 속에는 모든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이 그러하듯이 정태성 

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환상적인 자유와 가벼움을 띠고 있으며， “게다 

가 이 자유는 즐겁고， 거의 웃는 자유스러움이다(npH~eM cBo6oJla 3Ta o~y~aeTc~ 

KaK BeCeJla~ ， KaK nO~TH CMelO~a~C~ BOJlbHOCTb)"60). 그의 형 상을 동화적 이 고 민 

속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우스운 뉘앙스를 부여하는 그의 이러한 이름 

은 사실 작가가 고전주의 양식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름이 곧 인물의 의복과 

형상으로 사용되는 고전주의의 예술기법이 이 작품에서 아이러니적으로 재의 

미화되어 독특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흰 백합 혹은 성모제 밤에 

꾼 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러한 의미론적 색채를 지닌 이름들을 가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게오데몬이 도덕적인 죄와 술취함에 젖어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보내고자 하는 모르테미르(MopTeMHp)는 ‘죽음’을 의미하는 불어의 

morte와 ‘세계’를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MHp를 합성한 이름이다. 결국 ‘세계에 

60) M. 6axTHH, TaM *e. c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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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 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계에 죽음 

을 가져다 주는 인간이 간다’라는 아이러니가 이름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것은 죽음과 부활， 모순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것을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카니발적 형상이다. 다른 인물들의 이름 또한 그 어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할데이 (XaJ111efi)는 작가의 인물 성격 규정에서 “부요한 아시아인”이 

며， “매우 실제적이다”라고 정의된 것 외에 끼또브라스에 의해서도 매우 부정 

적으로 묘사된다. 

KHTOBpac. BOCT04H뼈 4enOBeK! PaC4eTnHB때 3n0l1e꺼， / RHWb B CKBepHOR 

nox。깨 He 3HalO뻐꺼 nperpal\N: / HH B03paCTY, He llaCT , HH nony OH nO ll\al\N! 

꺼또브라스 동방의 사람! 계산적인 악한，/ 오직 지저분한 음욕에서는 끝 

을 모르는 사람:/ 나이에서도 성에서도 연민을 모른다!(274) 

그러나 이름은 다른 의미도 지니게 되는데， ‘할데이’는 사육제 (MaCJ1eHliua) 

놀이에서 꼭 등장하여 세명의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나이에서도 성에서도 연민을 

모른다!(HIi B03paCTy, He llaCT , HIi noJlY OH nOUlallbl!)"). “이때 ‘할데이들’은 사육 

제의 광대들처럼 머리에는 채색한 모자를 쓰고 수염은 꿀로 발랐다(OlleTbl 

‘XaJ111eli’ npli 3TOM 6삐J11i KaK MaCJ1eH1i4Hble myTμ ， Ha r0J10BaX HOCIiJ1Ii pacKpameHHble 

mJ151nbl H 6opo때 06Ma3 h1BaJ1Ii MelloM)"라는 뽀느이르꼬(H. B. nOHblpK이의 언급61)은 

이 인물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도록 규정짓는다. 즉 그는 선한 아시 

아인과 계산빠른 악한， 그리고 사육제의 어릿광대의 서로 모순적인 모습의 합 

일된 형상으로 제시되며， 이것은 카니발의 시학과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 카 

니발에서의 인물들은 상호모순적이며 다의적인 형상이다. 인물의 형상은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결합， 대립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결합으로 

만들어 진다. 

카니발의 또 다른 테마인 폭식과 술취함의 특정과 관련된 이름은 ‘많은 음 

식’이라는 뜻의 므노고블류도프(MHor06J1때OB) 백작과 ‘식탁에 침을 뱉지마라’ 

라는 돗의 고대의 현자 네뿔류이나스똘(HenJ1뼈-Ha-CTOJ1)이다. 그들은 이 이름 

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는데， 백작은 “나는 그가 먹을 줄 모른다고 말했다 

61) H, nOH꾀pKO ， CB~T04HblR H MacneHH4H뻐 CMex ν ll , C, lIHxa4eB, A, M, naH4eHKo , A, M‘ 

nOHblpKO, CMex B llpeBHeR PYCH , lI" 1984, c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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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rOBOpHJI, qTO OH He yMeeT eCTb)"라는 오직 한 구절의 말만 반복한다. 이것 

은 그를 식도락가， 다양한 음식의 평가자， 먹을 줄 아는 인간으로 규정하는 역 

할을 한다. 그 외의 인물들의 성격도 그들의 이름에 의해서 특정지워진다，62) 고 

골의 『검찰관』을 연상시키는 이름 장군 흘레스타꼬프(XJleCTaKOB)는 고골 작품 

의 인물 형상과 마찬가지로 허풍장이， 익살꾼， 거짓말장이로 제시된다. 그는 

그의 형상과 걸맞는 “여성용 단화는 삼킬 수가 없지! 숨이 막히니까 I 난 박 

차가 달린 한 다스의 긴 장화를 삼키곤 했어， 그리고도 끄덕 없었어! 오직 배 

속에서 탱강탱강 소리가 날 뿐이지(. .. naMcKHll ÕaWMaK npor J10THTb He MO )l(eT! 

nOnaBHJlCJI ell 5ory, nOnaBHJlCJI! KaK BaM 3TO nOKa)l(eTCJI? A JI ÕhlBaBJlO no n~~씨He 

ÕO때OpTOB CO WnOpa~fH r JlOTaJl - H HHqerO! TOJlbKO B )l(HBOTe n03 J1J1 KHBaJlo')"(224) 

라는 한 구절만 반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흰 백합을 분석해 보자. 전통적으 

로 기사발라드와 전원시 등에서 순결과 처녀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백합은 

솔로비요프에게는 영원한 여성성， 선과 미의 진테제로 등장한다 그러한 백합 

이 이 작품에서 곰으로 변형되는 것은， 아르티미스 혹은 헬라가 곰으로 변하 

게 했다는 소녀 칼리스토에 관한 고대 희랍신화의 영향으로 보인다.없) 그러나 

러시아 민속문학에서도 곰은 토템적인 동물로 항상 신성하고 의인화되어 나 

타나고， 또한 야시장이나 축제일의 놀이， 광대의 무대에서 패러디와 그로테스 

크의 특징을 지니고 나타나곤 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곰의 형상은 고대그리 

스 신화의 특정 외에 다른 의미， 즉 코믹하고 패러디적인 러시아 민속문학적 

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속문학적 요소는 인물들의 이름이나 성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이 런 특정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이 세계와 

숲 속， 이상향의 왕국에서 진행되고， 이때 러시아 민속문학에서 흔히 발견되 

는 ‘3의 구조’가 주요 모티프로 나타난다. 즉 모르테미르의 집과 주인공이 행 

복을 찾아 떠나는 어두운 숲 속， 연인과 승리를 담보시켜주는 마법적인 수단 

62) 특히 이것은 첫 번째 본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된다. 백합을 찾아 나선 모르테미 
르의 다른 친구들의 이름들은 매우 단순하다. ‘인스뜨루멘뜨(HHCTPYMeHT)'는 ‘수단’ 

이라는 의미로， ‘소르발(CopBan)’은 백합-곰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커텐을 

찌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찢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광대들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기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63) 이것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암시는 첫 번째 본의 게오데몬의 독백에 암시되어 있 
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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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는 장소인 이상향은 러시아 동화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작품은 러시아 동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에 대한 패러디 

적인 색채가 강하다. 시끄럽고 손님으로 가득한 모르테미르의 집이나， 동화 

와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는 이가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것 등은 작가가 희 

곡 형태의 동화를 쓰려한 것이 아니라， 동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동화에 대 

한 일종의 패러디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화 세계에 대한 패러디는 

인물들의 구성에서도 살펼 수 있다. 즉 통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 명’의 인 

물구도는 두 명의 평범한 인물과 한 명의 주인공， 대개는 선하고 명예로운 

인물로 구성 된다. 그러 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도는 ‘2+1 ’이 아니 

‘3+1’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사이의 질적인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소 

르발， 할데이， 인스뚜르멘뜨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인물들이다. 

즉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숲으로 도망친 이들은 세부적인 것들에서 유사하다. 

또한 그들의 기능은 사실상 모르테미르의 형상을 비하시키고 패러디하며 우 

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흰 백합의 형상을 비하시키는 알끈다(AnbKOHJla) ， 

갈락쩨아(raJlaKTe.!l)， 쩨레빈다(TepeÕHHJla)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러 

시아 민중 패러디의 기법으로 의미와 기호질서를 파괴하고 그것들을 무화시 

켜 무질서의 세계， 비체계의 세계， 부조리한 바보들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64) 

으로 볼 수도 있다. 

모르테미르의 세 동반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먹는 것이다. 그들이 항상 반복하 

는 표어는 “먹고 싶어 어쩔 수가 없다! (ECTb TaK XO'leTC.!I HaM, 'ITO HeT MO배!)" 

이다. 먹고 마시는 것， 보다 정확하게는 대식과 술 취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된 테마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도 먹는 것 때문 

에 연기된다(시인의 자살의 연기되는 과정). 이러한 대식과 술취함의 모티프 

들은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강화되어 사자， 호랑이， 부영이들의 합창에도 

등장한다. 부영이와 두더지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은 카니발 세계의 법칙 

을 따르고 있다(특히 작가는 후자의 실증주의적 합리주의 공리철학과 논쟁하 

고 있다65)). 즉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도망친 할데이， 인스뚜르멘뜨， 소르발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술을 마시고 술안주를 먹는 것이었으며， 모르테미르나 네 

뿔류이나스똘이 세 친구를 좋아한 것은 술동무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64) ll. JIHxa4eB, TaM lI<e. C, 352 
65) 3 , 싸HlI， TaM lI<e. C.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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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를 찬미하며， 만두를 굽고， 꿈에서조차 먹는 꿈을 꾸는 주연의 참된 가 

수 네뿔류이나스똘은 이 작품의 카니발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HeßJr뼈-Ha -CTO.n. R nHJJ, H nblO, H 6YJlY nHTb! / 3JleCb BblCWee npeJlHa-

3Ha4eHbe: / B03MO:l<HO HaC JJHWHTb HMeHbJl, / PaCCYJlKa, 4eCTH HaC JJHWHTb, / H。
4TO MHOR BblnHTO -- nOBepbTe -- / OHO MOe JlO CaM얘 CMepm. 

네쁨류이나스폴. 나는 마셨고， 마시며， 마실 것이다! / 여기에 가장 

고귀한 사명이 있네:/ 우리의 영지， 이성， 명예를 /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 

나 내가 마신 것은 - 믿으시오 --/ 그것은 죽을 때까지 나의 것일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웃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행위이며， 카니발 시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행위 속에서 “인간은 세계에 대해 승리를 거 

두고 ... 먹는 잔치는 우주적인 것이다. 이것은 삶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둔다 

(qeJlOBeK TOpll<eCTBOBaJl Hall MliPOM ... nlipWeCTBeHHOe TOpll<eCTBO -- yHliBepCaJlbHO: 

3TO TOpll<eCTBO 빼3HIi Hall CMepTblO)". 먹는 행위의 축제적 성격은 그것이 노래 

와 함께 동반되며， 여자에 관한 식탁의 대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끊임없이 상기되는 ‘코’의 형상은 카니발 시학에서의 육체성의 강조와 

연결된 남근을 상기시키며， 네뿔류이나스똘의 죽음에 대한 친구들의 전혀 슬 

퍼하지 않는 태도 역시 카니발 시학에서 죽음과 연결된 부활올 상기시킨다‘ 

이런 죽음의 이중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곰-백합의 형상이다. 즉 곰 

은 죽지만 그 무텀 위에 백합이 피어 나는 것은 작가가 사용하는 카니발적 

예술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토템적인 짐승만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하고 우스움과 연결되어 있는 곰의 형상은 천상의 자질， 4 

차원에 속해 있는 백합과 연결됨으로써，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뒤섞이는 카니 

발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솔로비요프가 그토록 그로테스크하고 패러디적인 톤으 

로 자신의 이상， 영원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답해야 한 

다. 왜 작가의 분신과 같은 모르테미르를 그처럼 비하되고 패러디된 차원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백합은 아이러니적인 톤으로 채색되고 그로테스화되는가에 

대한 답은 마지막 3막에서 발견된다.3막에서 모르테미르는 백합과 포용을 한 

채 4차원으로 갑자기 넘어간다. 그들의 넘어감은 모르테미르의 말에서 예고된 

다. 

NopTeWHp. (B 3KCTa3e) / Tenepb 6JJa:l<eHCTBa HaM / Ha BCIO JlOC TaHeT Be4HOC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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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pOM *e OH CaM / Cocan CBO~ KOHe~HOCTb. 

모르태미르. (황홀경에 빠져) / 이제 우리는 영원히 / 행복을 얻게 되리./ 
헛되지 않게 그 자신은 / 자신의 유한성을 빨아들였네. (250) 

소르발， 인스뚜르벤뜨， 할데이는 모두 백합을 발견하고， 끼또브라스가 바람 

퉁이라고 칭한 세 여인(알끈다， 갈락쩨아， 쩨레빈다)이 영원한 여성성의 모습 

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백합의 복수화는 백합의 형상 자체를 비하시키며 바보 

스럽게 만들지만， 곧 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의해서 아이러니가 제거된다. 

민쪼가 언급한 것처럼 이 찬송가는 성물모독적인 성격을 지니는 아이러니적 

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지만66)， 일정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둥이 여인들에게서 ‘영원한 여인’의 반영을 발견하게 해주는 불멸 

에 대한 카니발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매우 짧은 희곡 「나는 그가 먹을 줄 모른다고 말했다( 51 rOBOpH끼， ~TO OH He 

YMeeT eCTb) J67)는 바로 「백합 ... J 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발전시킨 작품이 

다. 백작 부인을 젊은 두 사람이 방문하면서 객실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행 

위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슈제트의 작품이다. 한 인물이 다른 인물로 착각되 

고， 희극적인 혼동이 벌어지면서 주인공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주어지지 않는다. 백작부인은 쥬라블료프(lKypaBJleB)를 당나귀라고 

부르고， 자신은 당나귀라고 불리는 장면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뒤섞이는 그 

로테스크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작품이 씌어진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용되 

는 당나귀의 형상이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카니발과 연관된 

형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대화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모든 행위는 그 자리에서 맴돈다. 특 

히 쥬라블료프가 구두를 먹 어 버 리 고 죽은 뒤 의 장면 묘사(“쥬라블료프는 팔을 

벌린 채 얼굴에 피를 흘리고 서 있다. 그이 입에서는 구두 앞머리가 삐죽 튀 

어나와 있고 ... 불행한 인간은 죽기 직전의 목쉰 소리를 내다가 바닥에 쓰러진 

다(lKypaBJleB CTOHT C paCCTaBJleHHhlMH pyKaMH H C HaJlHTμ싸l KpOBblO J1HUOM. 113。

pTa ero TOp'lHT HOCOK 60THHKa... HeC'laCTHblit H311aeT npellCMepTHOe XpHneHHe H 

nallaeT Ha nOJl)") (79)는 기괴하고 스캔들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 

66) 3. MI!Hl.\, TaM *e. c. 51 
67) Bn. COn0BbeB, CTI!XOTBOpeHl!lI I! myTo~Hble nbeCbI.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68.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 쪽수는 이 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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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이 작품의 성격을 부조리극으로 만들어 준다. 비카니 

발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백작 부인이 카니발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쥬 

라블료프의 죽음에 대해 행하는 언급(“죽는 게 잘한 일이야. 모든 관계를 단 

순하게 해 주었으니 말야(...BnpOlleM ， OH XOpO삐o CneAaA, lITO yMep -- 3TO 0맨Hb 

ynpolllaeT BCe OTHOllleHHJJ)")(79)은 「흰 백합 ... J 에서 뿔류이의 죽음과는 다르게 

그의 죽음을 영원한 일의적인 죽음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이것은 「흰 백 

합 ... J 의 축제적인 죽음에 대한 패러디， 구두 삼키기 에피소드에 대한 패러디 

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이 90년대 말 그의 시와 철학적 저서들에서 비관적 분위기 

가 지배적이던 시기에 씌어진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르면 

작가의 많은 창작이 부조리적인 요소로 집중되는 것을 발견하며， 이런 부조리 

가 홍겨운 넌센스나 해학을 대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68) 

4. 결론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들과 희곡들은 그의 진중한 시와 더불 

어 전체적으로 낭만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작가는 ‘이’ 세계， 지상의 위 

치에서 ‘저’ 세계， 신성한 하늘의 이상을 파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 

라서 하늘의 이상적인 것과 상응하지 못하는 일상적 현실과 지상적인 것은 

시인에 의해 아이러니를 겪게된다. 아이러니는 그의 창작 세계， 특히 시 세계 

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악의 없이 우스개적인 것과 아 

이러니적인 것은 다른 진중한 것을 조소하고 패러디하며， 또한 지상적인 삶은 

그 결점과 도덕적 문제들로 인해서 자주 조소를 당하게 된다. 

웃음은 솔로비요프 자신의 이상， 이념， 형상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고유한 시 세계를 창조하며， 이를테면 ‘공식적인’ 세계를 패러디하고 비웃는 

다. 낭만주의의 이원세계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의 세계에서 이 ‘비공 

식인’ 세계， 두 번째 ‘뒤집힌’ 세계는 낭만적 아이러니뿐만 아니라 민속문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웃음의 기법들이 숨쉬고 있는 독특한 세계이기도 하다. 

68) 3 써HI..l， K reHe311cy KOMII4eCl<orO y 5JJOKa(BJJ. COJJOBbeB 11 A .5JJOK) ν Y4eH. 3anllCKII 

TapTycKoro YH뻐epCIITeTa. Bbln.266. TapTY, 1971. c.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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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속문학의 민중 세계와 솔로비요프의 연결은 이러한 기법이나 형 

상， 시학들의 단순한 차용이나 유사성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서 기원한다고 보여진다. 그의 우스개 작품， 특히 「흰 백합 ... J 이나 그의 

서사시 「세 만남」은 사실상 보다 깊은 그의 참된 민중적 세계관， 즉 설재화되 

고 의인화되는 기적과 선과 미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보여지며，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를 ‘영원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 사막으로 여행 

하게 만든 것이다. 미증유의 현실에 대한 믿음， 코스모스와의 결합에 대한 갈 

망， 신과 인간의 관계 등과 같은 것은 다분히 카니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그의 작품에 항상적으로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자기아이러니와 

패러디는 이러한 카니발 문학에 본질적인 공식문화와 비공식 문화의 영원한 

대화이다. 따라서 그의 창작에서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때로는 지지하는 목소리로， 때로는 모순되는 목소리로 폴리포닉하게 울려 퍼 

지게 된다. 우리는 그의 예술창작에 대한 되새김을 통해서， 그의 예술 창작의 

유기적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민중 카니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솔로비요프의 예술 창작에서 웃음의 진폭은 단순 

히 카니발적인 웃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웃음의 진자운동은 

카니발적인 철학적 웃음에서부터 악의 없는 익살， 부조리， 허풍스런 너스레， 

지독한 풍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그는 웃음 문학의 예술적 기법들인 그로테스크， 패러디 등을 재치있게 소 

화해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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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Проблема смех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ворчестве Вл. Соловьева 

Пак Чжон Со 

Особое место в творчестве Вл. Соловьева занимают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шуточ

ны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 пьесы. Значение этой части наследия Соловьева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лностью оценно. Ц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 выявить специфику комиче

ского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наследии Вл.Соловьева, особенности поэтики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их жанровую палитру. Структура работы следующая: в первой 

главе сделано об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характере и поэтики и темы Вл. Соловь

ева. Вторая глава состоит из З-х разделов; в первом разделе рассмотрены 

об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мехе и место его шуточ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и пьес 

в его общем творчестве. А второй раздел посвящен стихотворениям,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азделены по следующему принципу: 1) литературные пародия 

и эпиграммы с беззлобной насмешкой. 2)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которых Доминируются 

мотивы 'романтической иронии'. 3) Стихотворения, где,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элементы сатиры и самопародии и карнавальной поэтики. Третья глава 

работы посвящена драматургически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Вл.Соловьева. В этой части 

освещается ряд принципов, составляющ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данного 

автора, особенности его эстетики и поэтики. 

Вл. Соловьев в сво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ворчестве оставался верен многим 

принципам романтизма. Все, что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о высоким идеалам роман

тика, подвергалось в его поэзии иронии. Ирония расколола его поэтиче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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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p Ha DBe qaCTH, B3aHMOCB~3aHHμe H B3aHM03aBHCHMble. I’POHHqHOCTb n03BORHRa 

C03naTb n03Ty C06CTBeHHI뼈 MHP, KOTOpblA BCTynaR B KOH~R싸<T C ero ~e HDe~MH ， 

06pa3aMH, napom’py~ H BbICMeHBa~ TaK Ha3bIBaeMμα “O~HI . .\HaJlbHblA" MHp. Ho BTO

poA MHP, “ H3HaHOqHblA" , 6bIJl He npOCTO OKpaWeH pOMaHTHqeCKO찌 HpOHHeA, OH 

HMeJl e띠e MOUJ.Hble HapOnHμe KOMHqeCKHe xyno~ecTBeHHμe CpenCTBa, 060raTHBWHX 

n03T싸<y COJlOBbeBCKHX CTHXOTBOpeHH때 H nbeC 

nOCTO~HHa~ nHaJlOrHqHOCTb TBOpqeCTBa BJl. COJlOBbeBa, ero CaMOHpOHH~ H ca

MonaponH~ eCTb npHCYUJ.HA HMeHHO KapHaBaJlbHO때 3CTeTHKe aCneKT nBOeMHpH~ ， 

BeqHblA cnop O~HUHaJlbHOA H HeO~HUHaJlbHOA KyJlbTyp. npHCTaJlbHOe H3yqeHHe 

n03THqeCKHX H npaMaTHqeCKHX TeKCTOB n03BOJl~eT CneJlaTb, Ka3aJlOCb 6bI, He

O~IwaHHbI외， HO Ha CaMOM neJle BnOJlHe 3aKOHOMepHbI꺼 BblBOn 0 TOM, qTO opra

HHqeCKHM HCTOKOM ero n033HH 6b1Jla HapOnHa~ KapHaBaJlbHa~ KyJlbTypa. 

Ho HanO 3aMeTHTb, qTO raMMa KOMHqeCKOrO B npOH3BeneHH~X BJl. COJlOBbeBa 

pa3Hoo6pa3Ha H He HCqepnblBaeTC~ KapHaBJlbHb~ CMeXOM, HH HOHCeHCOM H 6a

JlarypcTBoM, HH a6cypnOM. HHOrna B ero TBOpqeCTBe 3ByqaT OnpeneJleHHble 

CaTHpHqeCKHe HOT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