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쉬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라니

김

1824년 5월에 뿌쉬낀 (A.
스끼 (n.

c.

원

한i

nYUJKHH) 은 남방 유배지 오데사에서 친구인 바챔

A. B~3eMCKHH) 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서 ‘지금은 낭만주의 서사시

를 쓰고 있다’ 1) 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작가가 언급하는 낭만주의 서사시는
뿌쉬낀 서간집

편집자의

해석에

의하면 『집시들 (UbIr aHbI).JJ이

되겠지만2)， 이와

는 다른 주장을 펴 는 연구자도 있다. 즉 로만 야꼽슨 (P. 51Ko6cOH) 에 따르자면，
뿌쉬낀이 언급한 낭만주의 서사시는 당시 집필 중이던 『예브게니 오네긴 (EB
reHHH OHerHH) .JJ을 지칭하는 것이

주의

된다3). 야꼽슨은 『예브게니 오네긴』이

작품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이

작품이

낭만적

아이러니의

낭만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브게니 오네긴』이 낭만주의 작품인가 혹은 리열리즘 작품인가라는 해묵
은 논쟁은 필요하면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비생산적인 작업처럼
『예브게니

오네긴』을 ‘러시아 삶의

보인다.

백과사전’ (~OHerHHa .JJ MO~HO Ha3BaTb 3H띠

KJIOne마ie찌 PYCCKO찌 :l<H3HH)4) 이라고 평가한 벨린스끼 (5. r. 5eJIHHCKI깨)의

전통을

계승한 소비에트 비평에서는 이 작품을 리열리즘 작품이라고 규정지었다. 하
지만 리얼리즘이 아닌 낭만주의

작품이라는 야꼽슨과 스틸만(L.

N. Stilman)

의 주장5) 과 뿌쉬낀이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의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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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7epenHcKa A. C. f7ymKHHa B 2 TOMax , M. , 1982, T. 1, c. 176.

2)
3)

앞의 책， c. 177.
POMaH 51 l< o6cOH , 0 xynO :l< eCTBeHHOM peaJlll3Me , B l< H.: Pa60TbI no n03THKe, M. , 1987, cc

4)

287-293.
5. r. 5eJlIIHC l<뻐 ， f7oJ/Hoe co6paHHe cO IfHHeHHH B 13 TOMax , M. , 1955, T. 7, 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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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긴즈부르그(Jl. rHH3 6ypr) 의 주장6)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을

지닌다.
이

글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낭만적

아이러니가 낭만주의를 지향하는지

혹은 리얼리즘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낭만적 아이러니
란 무엇이며， 뿌쉬낀의 작품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그것은 어떻게 구현되었
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며， 그 근원적 정신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아이러니 (irony) 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의미와 그 표현이 상반되는 것
을 말한다7). 낭만적

아이러니 (romantic irony) 는 ‘낭만적’이라는 수식어가 암

시하듯이 낭만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낭만적 아이러니는 작가가 예술적
환상을 증가시키다가 나중에는 예술가인 그가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고 조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그 환상을 다
시 깨뜨리는 극적 또는 설화적 창작 기법을 지칭하는 것인데， 프리드리히 슐
레겔 (F. Schlege]) 과 기타 18세기말과 19세기초의 독일 작가들에 의해 소개된
용어이다8)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낭만적 아이러니를 철학적인 차원으로 자리

매김한 낭만주의 이론가이긴 하나， 생전에 출판된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서도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다만 사후에 출판된 그의 노

트에서 이 용어를 4 회에 걸쳐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9). 그는 생전에 낭
만적 아이러니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러니를 저급
한 아이러니와 정선에
자를 ‘인간 최고의

있어서 완벽하고 진정한 아이러니로 차별화시키고， 후

소유물이자， 장중함의

중심’1이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는데，

5) L. N. Stilman , npOõJle뻐 JlHTepaTypH hlX *aHpOB H Tpa aH UHß B “ EBreHHH OHen’He" nymKHHa: K Bonpocy nepexolla OT pOMaHTH3Ma K pea JlH3MY ,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Forth International Congress o[ Slavics, The Hagues , 1958. pp. 321-367.
6) JJ. rHH3õypr , nywKHH H npOÕJleMa peaJl H3Ma , B KH.: JfHTepaTypa B nOHCKax peaπ'bHOCTH，
JJ. , 1987, cc ‘ 58-74.
7) L. R. Furst, Fictions o[ Romantic lrony ,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1984,
pp. 1-2.
8) 이상섭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92, 321 쪽.
9) 1. R. Furst ,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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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낭만적 아이러니에 다름 아니다.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깊이 파

헤치는 완벽하고 진정한 아이러니， 낭만적 아이러니는 단순히 농담을 위한 것
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인식론적이며 존재
론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낭만적 아이러니 개념에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은 자
유로움의 추구이다. 예술가는 진행중인 작품보다 우월하며 그가 창조하는 것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 낭만적 아이러니의 본성이다 11)

따

라서 낭만적 아이러니는 낭만주의가 그 근본에 품고 있는 자유로움의 추구를
작품에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된다. 예술가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작품에게도 구속당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낭만적 아이러

니와 낭만주의는 접점을 형성한다. 또한 낭만적 아이러니와 낭만주의 모두는
정형화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하는 아름다웅， 무한성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도 동일한 궤적을 형성한다. 낭만적 아이러니에서의 자기 파괴와 재
창조의

연결고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기에 원심력

적이며 무한성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의 창작 원리가 되었다 12).
야꼽슨이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낭만적

아이러니

작품을 낭만주의와 연결시키는 것도 끊임없이

서술법을 지적하며

이어지는 낭만적

이

아이러니의

자기 파괴와 재창조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시학과 관련된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13)

스틸만이 1958년도에 개최되었던 국제슬라브 학술대회에서 『예브게니 오네

10) 앞의 책， p. 25.
11) L. R. Furst, p. 28.
지명렬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440쪽.
13) ~J<06COH ， c. 220. 야꼽슨의 견해에 따르자변， 낭만적 아이러니는 절망적으로 비관적

12)

인 주인공의 특정이지만， 인물의 성격을 만드는 기능을 넘어서서 소설의 전체적인
플롯을 채색함으로써， 독자들은 마치

된다

야꼽슨은 뿌쉬낀 시대의

주인공의

어떤 평자의

시각을 통해

말을 인용하면서

플롯을 보는 것처럼

낭만적 아이러니가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시인은 끊임없이 유희를 한다. 때
로는 생각에 사로 잡혀，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또 어떤 때는 상상력에 사로 잡혀

유희를 한다， 그는 즐거워하다가 생각에 잠기며， 경박하다가 신중하며， 경멸을 보

내다가 감상적이기도， 악의에 차기도 하다가 선량해지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내면
의 양상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잠자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어떤 한 가지 양상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어느 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않는다.’ 야꼽슨은 낭만적 아이러니
를 똑 같은 사물을 서로 상반되는 시점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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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이 결코 리얼리즘 작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을 때， 그는 이 작품이 비록

사실적인 세부 묘사를 다루고는 있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눈 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현실 체험의 환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컨대 『예브게니 오네긴』의 제 5장 2 연에서 제
시된 현실 반영은 분명 리열리즘적인 것이지만 뒤를 잇는 3 연에서는 이와 같
은 현실 반영이 단지 창작 방법과 형식들 중의 한 가지임을 밝히는 화자 서
술(낭만적 아이러니)로 인해 이 작품은 결코 리열리즘 소설이

될 수 없으며

구성과 서술 기법에서 볼 때 낭만주의 시학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
다 14).

3HMa!.. KpeCTb5l HHH , TOp:l< eCTBy 5l,

겨울이다! 농부는 선이 나서，

Ha ~pOBH5IX OÕHOBn5l eT nyTb;

짐썰매를 타고 길을 낸다

Ero nomam<a , CHer no'ly꺼，

어린 말은 눈냄새를 맡고는

nneTeTC 5I p빼CblO KaK -HHÕy~b;

이리저리 챈걸음을 옮긴다，

(

...

)

(

...

)

Ho MO :l< eT Õ비Tb， TaKOrO po~a

그러나， 어쩌면， 이런 종류의

KapTHHhl BaC He npHBneKyT:

용경은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Bcë 3TO HH3Ka51 npHpO~a;
113 뻐Horo He MHOrO TyT.

이 모든 것은 초라한 자연이므로;
우아함은 별로 없다.

(5:2-3)15)

『예브게니 오너l 긴』이 ‘낭만주의 작품인가’ 혹은 ‘리얼리즘 작품인가’라는 논
쟁은 이

작품의

낭만적 아이러니가 양가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과 깊

은 관계가 있다. 긴즈부르그가 언급한 바처럼， 낭만적 아이러니는 리얼리즘이
낭만주의로부터 발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16)

의

낭만주

이론가인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시인은 예술적인 영감으로만 가득찬 열광

적인 예술가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만 하며， 한 대상을 잘 서술하려면 그 대상에 함몰되지 않고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로 자기

F.

슐레겔은 대상에 함몰되지 않논 방법으

창조와 자기 파괴의 무한한 변화를 추구하는 낭만적 아이러니를 제

14) L. N. Stilman , c. 331 , c. 366.
15)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예브게니 오네긴』은 A. c. nymKHH , nO.nHoe co6paHHe CO'lHHeHHη B 10 TOMax , J1., 1977, T. 5 에서 인용하였다.
16) J1.

대 H3õy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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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17).
낭만적 아이러니가 객관성의 논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러니

이론에서

F. 슐레겔의 아이

비롯된다. 객관성은 언뜻 보면 비낭만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낭만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문학 규칙이 되고 있으며 18) ， 리열리즘으로
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야꼽슨은 낭만적 아이러니 용어를 사

용하여 『예브게니 오네긴』을 낭만주의 작품이라고 해석하였지만， 동일한 용어
를 사용하면서도 이 작품을 낭만주의 작품이 아닌 리얼리즘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낭만적 아이러니의 객관성 논리로부터 발생한다. 유리 로뜨만
(삐. nOTMaH) 의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로뜨만은 새로운 시점을 통해 사물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하려는 낭만적

아이러니에 주목하면서 『예브게니 오네긴』을 리얼리즘 작품으로 해석한다. 그
는 소설의 시점 (TO'l Ka 3peHHJI)19J 문제를 다루면서 뿌쉬낀 이전의 낭만주의 작

품들에서는 단일하고도 고정된 초점에서

텍스트의 주체 객체적인 관계의 모

든 표현들이 만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적인 시점들이 단일한 중심에 초
점화되지 않는 텍스트 구조도 가능하며， 그와 같은 구조에서 예술적 시점들은
흩어져 있는 주체를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흩어진 주체는 다양한 중심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중심들 사이의 관계는 보충적인 예술적 의미를 생산하
는데， 그 예로서 『예브게니 오네긴』을 제시한다. 뿌쉬낀의 『예브게니 오네긴』
은 낭만주의 표현틀과 현실의 ‘산문’을 부딪치게 한 후 낭만주의의 허위적인

표현에 담겨있는 삶의 내용을 폭로한다고 설명한다20)

이때 낭만주의의 거짓

된 모델을 들춰내기 위해 뒤집혀진 세계가 구축되는데， 그것은 다양한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로뜨만은 규헬베께르 (B. K. KKJxeJlbÕeKep) 의 일기에 나오는 유머의 정의-‘유
머리스트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고 유희하며， 감정 위에 존재한
다’-에 주목하면서， 규헬베께르가 말하는 유머를 아이러니로 해석하고， ‘감정’
과 자신이 말하는 시점의 개념을 일치시킨다2 1)

17) L. R. Furst, p. 28
18) 장남준독일낭만주의 연구~ , 서울，
19) 시점은 예술작품의 체계와 주체의
n03TH'ieCKOrO CJlOBa:

20)

앞의 책

21)

JIoTMaH ,

c

60.

1988,

c.

65

나남，

1989,

137쪽

관계라고 정의

flyDlKHH. πépMOHTOB.

rOrO Jlb

,

M. ,

내린다. 10. M. JIoTMaH , B

1988, c. 56.

DlKO J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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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뜨만은 진공 상태로 나가는 낭만적 아이러니의 자기 부정과 자기 창조와

는 달리 ‘사실적 아이러니’란 현실적 형상의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며

w 예브게니 오네긴』의 아이러니를 ‘사실적 아이러니 (peaAHCTHqeCKa~ HPO-

HH~) ’22) 라고 부른다.

이처럼

로뜨만은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의

성격을

리얼리즘의 근본적인 지향점， 현실적 형상의 재현을 추구함과 맞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로뜨만이 이 작품을 리얼리즘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여기서 발원한
다.

낭만적 아이러니에 대한 야꼽슨과 로뜨만의 상반된 견해의 중간 지점에 긴

즈부르그가 있다. 리디야 긴즈부르그는 『예브게니 오네긴」을 낭만주의에서 리
얼리즘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아이리니로서

예나(Jena) 의

자리매김한다. 낭만적

낭만주의자들이

아이러니는 최고의

이론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현실

을 심사숙고하는 원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평한다. 하지만 긴즈부르
그는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는 현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리열리즘 개념이

아직은 없었으므로， 이때의 뿌쉬낀이 리얼리스트였다는 허구의 상을 세울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로뜨만이 뿌쉬낀의 낭만적 아이러니를 사실적 아이러니로 평가하면서 『예
브게니 오네긴」을 리열리즘 작품에

귀속시켰듯이， 긴즈부르그도 뿌쉬낀의 아

이러니를 리얼리즘에 수렴하는 것으로 평가내린다
주의보다는 오히려

독특한 성격에서

리열리즘에

w 예브게니 오네긴』이 낭만

근접하는 까닭도 뿌쉬낀의

아이러니가 지닌

찾을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즉 뿌쉬낀의 아이러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않았다고

한다. 뿌쉬낀은 독일

유럽

낭만주의자들의

아이러니

낭만주의자들과는 달리

기법과는

아이러니의

닮지

철학적인

근거에는 무관심했으며， 1820 년대 러시아 귀족들의 특징적인 인식들을 예리하
게 표현하기 위해 낭만적 아이러니를 사용했다고 한다23) 당시의 사회에는 정
치적인

혁명가들인

제까브리스뜨들과 나란히

비관주의자들도 존립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묘사된 것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비관주의자들이었으며， 낭만
적 아이러니는 이들 의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긴즈부르

그는 말한다.

22)

암의 책， 같은 쪽.

23)

끼.

rHH36ypr , C. 68.

뿌쉬낀의 r 예브채니 오네긴』때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위에서 언급한 문학연구가들-야꼽슨

스틸만， 로뜨만과 긴즈부르그-은 뿌

쉬낀의 낭만적 아이러니를 상이한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의

w 예브게니 오네긴』

작품 성격을 낭만주의와 리열리즘으로， 혹은 낭만주의에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7

리열리즘으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리얼리즘에 수렴하는 것으로 규

정지었다.

이처럼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는 까닭은

F. 슐

레겔이 낭만적 아이러니를 정의 내렬 때 예술가의 무한한 창조 정신을 강조
하는 낭만주의의 극단적인 주관성과 아울러 예술가는 대상에게 함몰되지 않
기 위해 객관적 자세를 유지해야한다는 객관성으로 낭만적 아이러니를 규정
한 사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낭만적 아이러니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라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길항작용을 그 안에 지니고 있기에，

연구가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뿌쉬낀의 낭만적 아이러
니는 이처럼 달리 해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작품을 면밀하게 읽

고서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들 중 어느 세력이 한층 우세한지를 밝혀내는 작
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3.
뿌쉬낀이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낭만적 아이러니를 구사할 때， 그 근원은
예술가의 절대적인 자유에

대한 추구인가 아니면 사물의 감추어진 이면들의

현실적 형상을 재현하려는 리열리즘적인 정신인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기

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낭만적 아이러니의 분석과 성격 규명 작업은 이 작
품이 낭만주의 작품인지 혹은 리열리즘 작품인지를 풀어주는 열쇠들 중 하나
가 될 수 있다.
제 1 장에서 화자는 오네긴이 무도회에 서둘러 가는 장면과 무도회에 참석

한 매력적인 부인들을 묘사하던 중(1 :27 ，

1:28)

제 1 장 29 연에 이르러 돌연한

화자의 일 탈 (aBTopCKoe oTcTyrrneHHe) 로 접 어 든다.

(

…)

없

)

를 가
리 수

'"

됐

(

t

을
두 잊
는 안
나

llBe HO)((KH ...

아 오

Ax I lloJJro JI 3a 6퍼Tb He 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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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0ÕJlIO ee
nO Jl

나는 그 다리 를 사랑한다，

, ( ,,' ),

JlJlHHHO때

CKaTepTblO CTO Jl OB

BeCHOH Ha My paBe J1 yroB

,

봄에는 잔디밭 풀 위에，

,

3HMO깨 Ha ~yryHe KaMHHa
Ha 3epKaJl bHOM rrapKeTe

Y MOp51

( .. , ),

늘어진 긴 탁자보 밑의 다리를，
겨울에는 화로의 덮개 위에，

3a끼，

Ha rpaHHTe CKa Jl,

(1:30-32)

거 울 같은 쪽나무 마루 위 에
바닷가 바위 위 에 서 있던 다리 를.

이처럼 화자는 기억 속에 남겨진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다가，

34 연 중반에서는 돌연히 이 모든 추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낭만적 아이러
니를 구사한다.

Ho rrO Jl HO rrpOC Jl aB Jl5I Tb HaJlMeHH~X

이 제 그만두자 수다스런 하프로

50 Jl T JlHBOH J1 HpoH CBoeH;

그 오만한 것들을 칭찬하는 것은.

OHH He CT0 5l T HH cTpacTeH

그것들은 정열이나，

,

HH rreceH , H~’ H BJlOXHOBeHH~X:

영감넘치는 노래를 받을 자격이 없다，

CJlOBa

그 요녀들의 말과 눈동자는

H B30p BO JlllieÕHHQ CHX

OÕMaH~HBμ .. , KaK HO )j( KH HX ,

(1:34)

그들의 발과 같이 속이기만 하니.

그렇다면 위의 34 연에서 읽을 수 있는 낭만적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로뜨만의 해석법처럼 현실적 형상의 재현， 리열리즘적 목적 의식에서
구현된 것인가. 혹은 자기 파괴와 재창조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낭만주의의 무

한성 추구와 맞닿은 것인가.

30 연에서부터 34 연 중반까지의 화자 서술에서 화자는 지금도 과거에 사랑
했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34 연 9 행의 ‘하
지만 (H이’ 이후 드러나는 그녀들에 대한 현재의 악평과 나란히 그녀들에 대한

찬미의 시선도 여전히 유효함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9 행 이후의 화자 서술이
사실적 형상 묘사로서 앞선 여인들에 대한 낭만적 시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

고 새로운 평가가 온전히 자리잡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정적 시선이 찬미

의 눈길을 뒤엎는 듯 보이지만，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사
실은 양 극단의 운동이 동시에 존재함을 말하는데， 이는 낭만주의 운동의 한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올가와 따찌야나가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제 2 장에 이르러서이다

23 연에서는 올가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뒤이은

연에서는 따찌야나를 보여준다.

24

뿌쉬낀의

Bcer~a CKpOMHa , BCer~a nocnywHa ,

항상 수줍어 하고， 항상 순종적 인，

Bcer~a，

향상， 아침 처 럼 , 즐거 우며

KaK yTpO , BeCe Jl a ,

KaK 쐐 3Hb n03Ta npOCTO~WHa ，

시 인 의 삶처 럼 순박하며 ,

KaK noue JlyA J1~ÕBH MH Jl a ,

사랑의 입맞춤처럼 부드러우며，

r Jl a3a , KaK HeÕO , ronyõble;

두 눈은， 마치 하늘처 럼， 파렇고;

YJ1b1 ÕKa ,

J10KOHbI

J1 bH~Hble ，

nBHlI<eHb~ ， rO Jl OC ,
Bcë B OJl b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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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재니 오네긴』때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미소， 아마색의 고수머리，
몽가짐， 목소리， 가녀 린 몸매，

CTaH ,

J1 erKHA

HO J1~õoA pOMaH

이 모든 것 이 올가에 게 있다 .. , 어 떤

B03bMHTe H HaA~eTe BepHO

소설을 들쳐보아도 그녀같은 모습은

Ee nOpTpeT: OH O'l eHb MHJI ,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지없이 귀여운

~ npell<~e CaM ero J1~ÕHJI，

그 모습은 나도 한때 좋아했지 만，

Ho Ha~OeJl OH MHe Õe3MepHO ,

지금은 지긋지긋 싫어졌다.

n03BO Jl bTe MHe , 배TaTeJlb MoA ,

3aH~TbC 꺼 CTpawe~ CeCTpO꺼，

여기서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

(2:23)

언 니 를 소개 하리 라.

위 인용문은 올가의 외모를 소개한 제 2 장 23 연의 전문이다. 제 1 장 34 연에
서와 마찬가지로 위 인용문도 11 행에 이르면 1 행에서부터 10 행까지에서 여러
가지 수식어로 찬미했던 올가의 아름다움을 뒤엎어버린다. 올가의 외모가 미
인의 스테레오 타입 24) 이라는 점은 1 행과 2 행의 부사어 ‘항상 (Bcer Jla) ’에 의해

강조된다. 제 1 장 34 연의 인용문은 화자 자신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동시
에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낭만주의적 시각의 특정임을 밝혀준 것이었다면， 제

2 장 23 연의

인용문은 독자들의

시각과 맞서는 화자의 평가를 제시한다

또한

이 두 평가에서 올가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독자들의 평가를 전면적으로 부
정하면서， 기존의 작품에서 다루어진 미인의 스테레오 타업을 부정하고 새롭
고 신선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따찌야나가 바로 이 인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올가라는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법
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졌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반발이라
고 볼 수 있다

작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인 인물 묘사가 아니라 문

학 작품에서 이제는 지겨워진 미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신선하고 새로운 인
물 유형이 펼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성의 문제이지， 사실주의적인 묘사에

24)

이 점에 대해서는 로뜨만의 『예브게니 오네긴』 주석서를 참조할 것. 로뜨만은 베
스뚜쉐프 (A ， 5eCTYll<eB) 의

소설 『소설과 올가 (POMaH H OJl bra)J , 까람진 (KapaM3HH) 의

『가련한 리자 (5e~Ha~ JlHJa )J , 루소(lI<，

lI<, PyCCO) 의 『율리야， 혹은 신 엘로이즈 (IOJlH꺼，

HJlH HOBa~ 3J10H3a)~ 를 예로 들어 올가의 외모 묘사가 스테레오 타입임을 증명한다.

삐， M, JloTMaH ,

POMaH

A. C,

nyDJKHHa

‘EBreHHI1

DHerHH

’

KOMeHTap쩌， Jl"

1980, c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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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위의 낭만적 아이러니에 숨겨진 정신은 구태의연한 문학적 방법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지향일 뿐， 이 작품이 낭만주의와 리얼리
즘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제 6장 21 , 22 연과 23 연에서는 렌스끼가 오네긴과의 결투를 눈 앞에 둔 전
야에 쓴 비가와 이 시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이어진다. 여기서도 낭만적 아이
러니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CTHXH Ha cnyqaH COXpaHHnHCb ,

그 시는 우연히 보존되어

51 HX HMe lO; BOT OHH:

나에게 있다. 여기 그것을 소개한다.

‘KYlla , KYlla BbI YllanHnHCb ,
BeCHbI MOeH 3naTble llHH?

‘어디， 어디로 너희들은 가버렸는가，
내 봄의 황금같은 날들이여?

(……)
3a6y야 T MHp MeHlC HO Tμ

세상은 나를 잊어도， 그대만은，

npHllemb nH , lleBa KpaCOT bI,

아름다운 그대만은

Cne3y npOnHTb Hall paHHeH ypHO꺼

내 무덤 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 며

H llYMa Tb: OH MeH lI nlO 6Hn ,
OH MHe e띠 HO 애 nOCB꺼 THn

폭풍우 같은 생 애 의 슬픈 새 벽 을

PaCCBeT neqanbHbIH
CeplleqH뼈 llPyr ,

:l< H3HH

회상하리
6ypHO씨..

llpyr ,
꺼 TB。η cynpyr!

npHllH , npHllH

:l< enaHHblH

( ... )

TaK OH nHCan

TeMHO

그는 나를 사랑했노라고.

오직 나를 위해 바쳤노라고!

마음의 벗이여， 사랑하는 벗이여，
이리 오려마， 내가 당신의 신랑이니!’

(

H BJI.πo

...

)

이 렇게 어둡고도 힘없이 그는 썼다.

(4TO pOMaHTH3MOM MbI 30BeM，이것을 우리는 낭만주의라 하는데，
XOTb pOMaHTH3Ma TyT HHManO
나는 여 기 서 낭만주의 라곤 조금도
He BH :I< y

1I

lla qTO HaM B TOM?)
(6:21-23)

제 6 장 21 , 22 연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상관인가?)

읽는 렌스끼의 시는 ‘사랑의

헛소리로 가득찬 (nOJJHbI

JJI0 60BHO꺼 yenyxH)'(6:20) 비가 (3nerHyeCKa.ll n033H.lI)이며， 23 연의

1 행에서

이탤

릭체로 ‘어둡고도’ ‘힘없이’라고 말한 것은 비가에 대한 화자의 평가로서 아이
러니

25)

효과25) 를 가져다준다예브게니 오너l 긴』에서

같은 책， c.

300

러시아 낭만주의에

대한

로뜨만은 이 시행이 두 가지의 아이러니 효과를 노린다고 설명한

다. 첫 번째 효과는 렌스끼의 비가에 대한 아이러니이며， 두 번째는 뿌쉬낀이 『예
브게니 오네긴』의 제 6장을 집필하던 당시 러시아 비가가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뿌쉬낀의 r 예브게니 오네긴』때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화자의

11

이해와 평가， 그리고 러시아 낭만주의의 지향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위의 인용문은 주목할 만하다.
렌스끼가 죽음을 면전에

두고 ‘서정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열기에서 (B Jmpli'-I eCKOM ){(apy) ’ (6:20)

장황한 한 편의 시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단 한

마디로 요약된다. 그 시는 ‘헛소리 (Qenyxa)'(6:20) 에 불과하며， ‘어둡고도 (TeMHO) ’

‘힘없는 (Bjj JlO )'(6:23) 것이라는 화자의 평가는 앞에 인용된 렌스끼 시의 뜨거운
열기를 뒤엎어 버린다.
제 6장 23 연에서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

더 나아가 뿌쉬낀이 밝히고 싶

은 점은 ‘헛소리’에 불과한 렌스끼의 시-당시에는 낭만주의라고 흔히 일컬어

지던 시

는 작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낭만주의의 모범적인 작품이 될 수 없

다는 점이다. 러시아 낭만주의 비가(3J1erHjj )를 비난했던 퓨헬베께르와는 달리
뿌쉬낀은 비가 장르 자체에는 비난받을 점이 전혀 없으며， 다만 유행되고 았

는 러시아 비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 6장 23 연의 괄호에
서 읽을 수 있논 화자의 숨은 속마음은 낭만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리얼리즘
적인 문학 방법을 지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 2 장 23 연의 낭만적 아이러니를 통해 새로운 문학 방법을 추구했던 뿌쉬

낀이 제 6장 23 연에서 그 새로움의 정체가 낭만주의를 부정하는 방법 예컨대
리열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낭만주의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데 우리는 주목해
야 한다.

제 6장 35 연에서 렌스끼는 친구 오네긴의 총에 죽임을 당한다. 뒤이은
39 연에서 화자는 렌스끼의 숨겨진 운명에 대해서

37,

결투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

더라면 실현될 수도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운명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여기서
도 낭만적 아이러니를 읽을 수 있다.

5hlTb Mo*eT , OH

nn~

6nara MHpa

I1nb XOTb nn~ cnaBhl 6bIn po*neH;

Ero

yMonKHyBwa~

rpeMY 'I Hl!,
부정적

“

평가를 내린

적어도 명예를 위해 태어났으리.

잠잠해진 그의 리라는

n pa

HenpepblBH빠í

어쩌면 그는 세상의 선을 위해， 혹은

3BOH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규헬베께르 (KlOxenblO eKep) 의

두 번째

논문

rpa360p ~OH-nep-

50p-rOBhlX nepeBonOB pyCCKHX CTHXOTBopeHI깨」 에 대 한 아이 러 니 적 표현 이 라는 지 적

이다 규헬베께르는 러시아 시문학의 당시 흐름을 짚으면서 비가와 서간체 문학이
송시 (ona) 보다 우세하게 퍼져있지만， 시문학의

정수는 어디까지나 송시이며， 따라

서 시인은 다른 장르의 사를 쓰기보다 송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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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낼 수도 있었다"，

B BeKaX nOtlH 5I Tb MOrJJa..

( …

( ." )

A MO :l< eT 6b1 Tb H TO: n03Ta

아니면， 시인을 기다린 것은

06뼈 HOBeHH뼈 :l<tlaJJ ytleJJ.

평범한 운명일 수도 있었다.

npOmJJH 6꾀 IOHomeCTBa JJeTa

청춘의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B HeM nblJJ t]ymH 6μ oxpatleJJ

영혼의 뜨거움도 식어 버렸을 지도.

( … ( ". )
Ho 'l TO 6버 뻐 6bIJJO , 'l HTa TeJJb ,

그 러 나 어 떻 게 되 었 든， 독자여 ,

YBbI , JJI0 60BHHK MOJJOtlO꺼，

애석하게도， 젊은 연인이며，

n03T , 3atlyM째B뻐 Me 'l TaTeJJb ,

시인이자 사려 깊은 이 몽상가는，

Y6b1 T npH 5I TeJJbCKOA pyK。씨 (6:37

•

40)

친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제 6 장 37 연에서는 렌스끼가 시인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에

대해 서술한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죽지

않았더라면， ‘잠잠해진

그의 리라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오랫동안 낼 수도 있었다.’ (6:37)
인간과 그의

운명에 숨겨진 가능성에

대한 첨예한 흥미는 낭만주의

미학의

특정들 중 하나26) 라는 주장은 위 시행이 낭만주의 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39 연 1 행의 ‘아니면 " .일 수도 있었다 (A

MO :l< eT 6hlTb H

TO) ’는 앞의

37

연에서 나열했던 화려한 모든 가능성들을 일순간에 뒤집어 버린다. 렌스끼는
후대에 병성을 남기는 위대한 시인이자 순교자가 아니라， 평범한 결혼을 하고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마흔에 중풍이 오고/ 마시고， 먹고， 짜증내고， 살찌고，

몸이 시들어서/ 마침내는 자기 침대에 누워/ 애들과 우는 아닥네들과， 약사틀
앞에 서/ 눈을 감았을지 (Y3HaJJ 6hl

:l<H3Hb Ha caMOM

~eJJe ，/ no~arpy 6 B COpOK JJeT

HMeJJj nHJJ , eJJ , cKy 'l aJJ , TOJJCTeJJ , XHpeJJj H HaKOHeu B CBoeH nOCTeJJe/ CKOH 1.J aJJC.H

6 nocpe~H ~eTeHjnJJaKCHBbIX 6a6 H JJeKapeH)'(6:39) 모를

일개

펼부일 수도

있다는 39 연은 낭만적 아이러니로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운명의 두 가지 가능

성을 제시해주는데， 이는 이상과 현실， 천상과 지상의 대립 등 이분법적인 낭
만주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40 연의

첫

행에서 보여주는 낭만적 아이러니는 그 성격이 다르다.

37 연과 39 연에서 읽을 수 있었던 렌스끼의 잠재적인 운명의 두 갈래 길은 상

반된 것이긴 하나 동등한 무게를 지닌 화자 서술임에 반해， 40 연의

1, 2, 3, 4

26) A. M. rypeBH 'l, “ EBreHHA OHe대 H": aBTOpC l< aJI n03H I.\H5I H xytlO :l< eCTBeHHblA MeTOtl, B I<H.:

CepH5I AHreparypM H 513MKμ， M. ,

1987,

T.

46 , No. 1,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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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렌스끼 죽음의 의미를 명백하게 보여주며， 숨겨진 가능성들을 일축해 버

린다. 그는 죽었으므로 지상에서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음을 매우 간결하게

말한다

이와 동일한 낭만적 아이러니의 예를 제 6장 17 연에서도 찾을 수 있다.

OH MblCJJIIT:

‘ 5YllY eμ

그는 생각한다: ‘그녀를 구원하리라

cnaCIITeJJb ,

He nOTepnJJ~ ， 4TOÕ pa3BpaTIITeJJb

나는 참을 수 없다， 유혹자가

OíHeM 11 B3 1l0XOB 11 nOXBaJJ

탄식과 칭찬의 불길로

MJJallOe cepll~e IIcKywaJJ;

젊은 가슴을 유혹하는 일과，

니TOÕ 4epBb npe3peHHbI~， ~IlOBIIT bI~

경멸스런 독별레가

T0411JJ JJIIJJell CTeÕeJJeK;

백합의 줄기를 감아먹는 것과，

4TOÕbI IlByxyTpeHHbI~ UBeTOK

이틀 된 꽃이 반도 피지 못하고

YB꺼 JJ eWe nOJJypacKpblTb때，’

시들어 버리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의미한 것은， 벗들이여:

Bcë 3TO 3Ha411JJ。’ Ilpy3b꺼.
npllHeJJeM CTpeJJ~~Cb ~，

C
위

(6: 17)

나와 친구의 결투였다네.

인용된 마지막 두 시행은 낭만적 아이러니의 한 예로서 앞에서 장황하

게 이어지던 렌스끼의 독백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앞선 표현에 담겨있는 허위
성을 드러낸다27)

로뜨만은 위

인용문을 예로 들면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28)
대하여 (0 npo3e)J0822)29) 를
문학의

이

작품이

리얼리즘적

이때 로뜨만은 뿌쉬낀의 에세이

인용하면서예브게니

「산문에

오네긴』에서는 낭만주의

허위적인 표현과 산문의 단순한 표현이 충돌하면서

획득된 성과물이

현실적 형상의 재현이라고 증명한다.
그렇지만 뿌쉬낀은 산문 형식에

대해 고민하며 글을 쓸 때 현실적 형상의

재현에 고민의 초점이 모아졌다기보다는， 1822 년까지 시창작 중심의 시기에서
산문 시기로 이행하면서 그가 고통을 겸었던 표현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
다고 여겨진다.

27)

위 시행에 대한 분석은 김원한， “『예브게니 오네긴』과 뿌쉬낀의 낭만주의: 화자와

인물분석을 중심으로

28)

Jl oTMaH ,

29)

nyDIKHH, KPHTHK , M,-Jl"

1988,

C,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68-69쪽을 참조할 것.

60, 65
Academia ,

1934,

c,

16-17

뿌쉬낀은 ‘정확성과 간결성은 산

문의 첫 번째 덕목이다. 산문은 생각과 생각을 펼요로 하는데， 이들이 없으며 반짝
이는 표현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시는 문제가 다르다’라고 시와 산문은 표현법
이 달라야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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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뜨만의

해석법에

따르자면 제 6 장 17 연과 40 연은 사실적

아이러니로서

리얼리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뿌쉬낀의 r 산문에 대하여」
를 표현법에

대한 고민으로만 해석한다면 리열리즘적인 성격은 한층 약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인용된 시행들이 앞의 장황한 낭만주의 표현들과는 상반
되 게 간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뿌쉬낀이 현실적 형상의 재현에 관심
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시행의 양적인 크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뿌쉬

낀은 시에서와는 탈리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는 정확성 (TOllHOCTb) 과
간결성(l< paTKOC Tb)을 지향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리열리즘을 지향했음을 증
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제 7장에서의 낭만적 아이러니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지 살펴보
자.

Y HOYH

MHOrO 3Be3n npeneCTHUX ,

밤이 되면 어여쁜 별들이 뜨고，

KpacaBHU MHOrO Ha MOCKBe ,

모스끄바에 는 미 녀 도 많지 만，

Ho ~pYe BCeX nonpyr HeGecHux

하늘의 별님보다 더 밝은 것은

RyHa B B03nywHoA CHHeBe.

푸른 빛 의 저 달.

Ho Ta , KOTOpy~ He CMe~

그 러 나 감히 내 하프로

Tpe BOl!<HT b 깨pO~ MOe~ ，

괴롭힐 수 없는

KaK BenHYaBa~ nyHa

저 여 자는 우아한 달과도 같이

Cpenb *eH H neB GneCTHT OnHa

부인과 처녀들 속에 홀로 빛나는구나.

C KaKO~ rOpnOCTb~ HeGecHoA

얼마나 고고하고 도도하게

.3 eMnH KacaeTC~ OHa l

그녀는 이 땅을 대하는가!

KaK HeroA rpynb ee nOnHa l

애모에 넘치는 그녀의 가슴!

KaK TOMeH B30p ee yynecHo에

저 신비한 시선에 념치는 번민이여!

하지만 이제 그만， 그만해두자

Ho nOnHO , nOnHO; nepeCTaHb ’

T비 3annaTHn Ge3yMcTBy naHb.

위 인용된 제 7 장 52 연의

(7:52)

이 미 친 짓 에 는 충분 한 값을 치 렀 다

전문은 모스끄바에 갔던 따찌야나가 귀족 클럽에

참석한 때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저 여자’， ‘그녀’는 따찌야나를 지칭
하는

것이며， ‘그만해두자 (nepeCTaHb) ’는 그녀에

대한 찬미의

말을 멈춘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찬미의 말을 늘어놓는 일은 ‘어리석은 짓 (õe3
YMCTBO) ’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 2 장 23 연에서 올가의 외모를 묘사하다가 기존의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
진 스테레오타입의

미녀 묘사법을 반박하고 새로운 형식이

필요함올 말했듯

뿌쉬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애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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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7장 52 연의 마지막 두 행도 지금까지의 문학 작품들과 뿌쉬낀의 다른

작품들에서 의례적으로 사용되었던 스테레오타업의 묘사법을 이제는 그만 두
어야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낭만주의 그 자체를 부정함도 사실주의적 묘사를 지향하겠다는 의지
도 아닌， 낭만주의 작품들에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흔히 쓰여졌던 묘사법을 이
제는 버려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구현된 낭만적 아이러니의 정신적 근원점을 찾아보
기 위해 여섯 개의 인용문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네 개의 인용문에 숨겨
진 작가의

의도는 결코 리열리즘을 실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계를 대변하는 양 극단의 시각을 함께 품고 있는 낭만주의적 시각
을 읽을 수 있었으며 0:34) ， 더 나아가 낭만주의의 옹호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6:23). 또한 낭만주의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낭만주의 작품에
서 스테레오타입으로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었던 진부한 표현법에 대한 작가
의 반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2:23，

7:52).

로뜨만은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낭만적 아이러니의 특성을 리얼리즘과의
연관성에서 찾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실적 아이러니로서
낭만적

이 작품악 낭만적 아이러니는 사

리열리즘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17，

6:40).

이처럼

아이러니가 낭만주의와는 상반되는 리얼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까

닭은 낭만적 아이러니가 작가의 절대 자유의 추구라는 낭만적 정신과 작가의
객관적 시각 유지라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근원적으로 그 안에 지니고 있음
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객관성에 수렴하여 로뜨만의 주장처럼 리열리
즘에 근접 하는 경 우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예브게니 오네긴』을 리열리즘 정신에 충일한 작품으로 단

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뿌쉬낀의

r 산문에

대하여」

(822) 에서 읽을 수 있듯이 당시 그가 고민했던 주제는 산문의 표현법이었으
며， 정확성과 간결성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산문 표현법은 『예브게니 오네긴』

에서， 예컨대 제 6장 17 연과 40 연을 통해 간결한 시행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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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행은 진부한 표현법에 대한 작가의 반대 의사로 읽혀지며， 앞으로 뿌쉬낀
의 산문이 걸어가야만 할 여정의 설정으로 해석된다 그의 관심은 현실의 형상

을 재현함에 맞춰져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산문을 써야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로뜨만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낭만주의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더 나아가 낭만주의 정

신을 지켜나가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졌던 진부한 표현은 바꾸겠다는 작가의
의지와 산문에 맞는 새로운 글쓰기 법을 창안하려는 뿌쉬낀의 지향을 낭만적
아이러니를 통해 읽을 수 있다.

뿌쉬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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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Романтическая ирония

в «Евгении Онегине» А. С. "У8кина

Ким Вон Хан

Данная

иронии

статья

в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осно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романтической

романе «Евгений Онегин».

Р. Якобсон и

L. Stilman

подчеркивают

роман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эт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основании романтической иро

нии. Наоборот, Ю. Лотман и Л. ГиНЗбург настаивают в реалистическом харак
тер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убъективность
изведение

как

и

ведь

двойные

объективность

романтическим,

характеры

-

так

романтической

иронии

позволяют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одно
и

-

и

про

реалистическим.

Автор данной статьи попробовал определить намерение романтической иро
нии в

произведении «Евгений Онегин».

текста,

ках.

В

реалистическая

свою

очередь,

ирония

четыре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ов шести отрывок

оказывается

отрывки

основным

сохраняют

черты

в

двух

ИЗ

них

романтизма

и

отрыв

оказы

вают си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мантизма. Хотя некоторые отрывки кажутся отказы
вающимись

а просто

от

романтизма,

романтических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стереотипных

отрицание

выражений,

не

самого

романтизма,

клише.

А также возникает сомнение в том, что разве намерение А. С. Пушкина бы
ло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ирония

в двух

образа,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реалистическая

выше отмеченных отрывках

слишком простая. В

1822

г. А. С.

Пушкин написал статью 'о прозе', в которой он требует от прозы ясности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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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TKOCTH. To , qTO ITyWKHH HCnOnb30Ban pOMaHTHqecKy~ HpOH에0 ， He 3HaqHT , qTO
y

6blnO

HerO

peanHCTHqeCKOe HanpaBneHHe , a , Ha060pOT , qTO y

HerO

6blno

lI<e-

naHHe OT6poCHTb pOMaHTHqeCKHe CTepeOTHnHble H 6aHanbHble Bblpall<eHH~ H HaATH
HOBμe

11

~CHble

H KpaTKHe

Bblpall<eHH~.

TaK , pOMaHTHqeCKa~

때 e I< THBHblM

CMbIcne.

cnOc060M

Jln~

HpOHH~

B

pOMaHe

peanH3aUHH

<<EBreHHA OHerHH>> ~Bn~eTC~

nO JlÆIHHOrO

peanH3Ma

B

3 1þ-

nyW I<HHC I< 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