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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칸의 서재 

1. 서고의 현상 

김 진 영‘ 

지나가던 여행자가 워즈워드의 하녀에게 시인의 

서재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녀는 이렇게 대답했 

다 “여기가 나리의 서고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서재는 저 밖이랍니다 "ll 

자연발생적인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독서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현대적 의 

미의 상상력을 이야기하면서 푸코는 한 권의 책이 불러일으키는 “서고의 현 

상"(a phenomenon of the Iibrary)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2) 어쩌면 그것은 

“난 모든 책을 읽었노라”고 느끼는 말라르메식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사실 푸코의 표현은 서가에 꽂힌 수많은 책들을 대 

신하여 온갖 이미지와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한 권의 책， 즉 “책 

*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 교수 

1) Thoreau, H. D. (1952) <Walking> , rSe!ected Writings on Nature and Liberty.!l, 

N.Y., p. 111 
2) Foucault, M. (1977) “Fantasia of the Library" , ~ωnguage， Counter-M emory, 

Practice.!l, lthaca, p‘ 91. 
3) 말라르메의 유명한 구절 - “육체는 서글퍼라， 아， 난 모든 책을 읽었노라 ... "(<La 

brise marine>)에 나오는 ‘모든 책’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책이라기보다는 모든 책을 대표해주는 그 어떤 책 (]e Livre)이라고 받아틀인다 



24 러시아연구 제 12권 재2호 

중의 책 "(the book of books)4l을 가리키기 위한 은유였다 이전에 씌어진 다 

른 책들 - 그들의 내용， 말， 섬지어 형식적 요소 - 을 수록하고 열거하며， 

분류， 반복함으로써， 단 한 권의 책이 마침내 하나의 도서관과도 같은 거대 

공간으로 팽창하게 될 때， 그리하여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은 물론， 되풀이되 

는 꿈과 환상의 재귀적 참고 자료로 기능하게 될 때， 그 책이 불러일으키는 

독서 효과의 파장을 통틀어 푸코는 서고의 현상이라 정의했던 것이다. 

푸코는 플로베르의 두 소설( i'성 앙투안의 유혹』， 『부바르와 페퀴 셰~)을 다 

루면서， 그들 작품에 나타난 책과 독서의 위치가 과거에 접할 수 없던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로 그와 같은 표현을 ‘현대적’이란 수식어와 더불어 사 

용했던 것이지만， 러시아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푸코적 서고 

의 현상은 이미 푸슈킨의 작품을 통해 경험된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러시아 삶의 백과사전’이라 부르는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은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18-19세기 유럽 지식인의 서고’라고 선언하여도 전 

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작품 내에 언급된 작가는 80여명에 이르며，5) 작가 

나 작품명， 주인공 등이 명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암시되고 있거나 기저 텍스 

트의 위치를 점하는 책틀의 수까지 감안한다면， ‘예브게니 오네긴’이란 서고의 

사이즈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나보코프의 작품 해설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상기해보면 실감이 난다). 독자는 작품을 읽는 동안 여러 차 

례 마치 한 개인의 서고와 독서법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얻게 되는데， 화자 

자신을 포함해 작품 속의 거 의 모든 인물들이 부여 받고 있는 도서 목록은 그 

양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 서가의 단면도에 다름없으며， 수차의 반복을 통해 

축적된 그들 단면도는 곧 작품 『예브게니 오네긴』은 물론， 서고 ‘예브게니 오 

네긴’을 구성하는 시대상의 소우주로서 기능하게 된다. 

예브게니가 이미 오래 전/ 독서에서 멀어진 건 익히 알지만/ 그래도 몇 

권만은/ 예외로 남겨 뒀으니:j <이단자〉와 <돈 쥬안〉의 시인/ 그리고 또 

시대를 반영하여/ 메마른 이기주의，/ 환상만을 끝없이 쫓아가는/ 부도덕한 

영혼，/ 텅 빈 행동 속에 들끓는/ 원한 어린 사고의/ 현대적 인간형을/ 꽤 충 

실히 그려낸/ 소설 두 세 권 

_ r예브게니 오네긴 J VII: 226) 

4) Foucault(977) r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JJ, Ithaca, p. 105 
5) recceH, A.(1972) “ <rOpO,llOK> KHHr H ÔHÔJJHOTeKa A C. nYWKHHa" , rKHH:KHaJl TOpro 

BJ1J1,JJ, No. 3, c.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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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게니의 시골 서가가 묘사된 이 단락은 비단 예브게니라는 주인공 혼자 

만의 도서 목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언급 된 바이런이나 “소설 두 세 

권”뿐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책들은 대부분 “시대를 반영하여， 현대적 인간 

형을 꽤 충실히 그려낸，"7) 또는 최소한 그와 같은 시대적 현상을 도발시킨， 

물적 증거물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모두 수용한 『예브게니 오네긴』이야말로 

곧 그 “소설 두 세 권”에 드는 ‘책 중의 책’이요， 서고의 현상을 일으키는 고 

유명사형(대문자화되어야 할) ‘책’인 셈이다. 

그러니 책이 없었더라면 r예브게니 오네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 자명 

하다. 책이 없었더라면， 플롯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책 없이는 타티아나가 

오네긴을 사랑할 수 없으며， 렌스키 또한 올가를 사랑할 수 없다)， 다른 책들 

에서 떼어낸 그 모든 제사나 비유틀도 없었을 것이기에， 소설로서의 구성도 

오늘과는 탈랐을 것이다. 또한 책이 없었더라면， 화자의 무수한 문학적 여담 

(digression)도 사라졌을 것이고， 책이나 책이 소재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몇몇 주요 사건(가령， 시쓰기， 타티아나의 깨달음)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책이 없었다면 소설의 주인공들을 위시한 우리 모두는 ‘삶’이라 

는 것을 알아차렬 수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건 자연이 아니라 

스탈이나 샤토브리앙이며， 

삶을 미리 아는데 급급한 우리는 

그것을 소설에서 발견하기에 

n~6BH HaC He npHpO~a y4HT 

A CTa.nb H.nH 띠aTo6pHaH‘ 

M~ a.n4eM *H3Hb y3HaTb 3apaHe , 

6) 평론， 편지글 등을 제외한 푸슈킨의 작품들은 작품 명과 단원만을 명시하기로 한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인용문은 인용자 자신의 것이며， 인용문이 길 경우의 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푸슈킨 전집은 ~nOπ'Hoe co6pa

HHe CO <fHHeHHfí,jJ, 10 T. (n. , 1977-1979)이 다. 
7) 푸슈킨은 현대 소설의 미덕을 바로 시대성의 충실한 재현에서 찾고자 했던 것 같 

다 그는 바셉스키가 번역한 소설 FO!돌프』어1 대해서도 f예브제니 오네긴』에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구절을 벌어 격찬했다. nym얘H ， A. c.0977-1979) rncc,jJ, JJ. , VII: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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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y3HaeM ee B pOMaHe !Ò) 

단적인 예로서 사랑에 빠져 괴로워하는 타티아나가 유모에게 사랑의 경험 

을 묻는 장면이 있다. 

-<말해줘， 유모， 

유모의 옛날에 대해 

그때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 

큰일 날 소리， 타냐! 그 시절엔 

사랑 같은 거 들어본 일도 없지. 

그랬다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남아나지 못했을 걸 

<아니 그럼 시집은 어떻게 갔어， 유모?> 

- 그러니까 그게 신의 뜻이었나 보지 (III: 17-18) 

“사랑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라 

는 로슈푸코(Rochefoucauld)의 잠언을 이처럼 선명히 예증해주는 장면도 없을 

것이다. 유모는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감 

정이나 쾌락의 발셜은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한 상상마저 금기시 되었던 시대 

와 계층 의식의 발현이긴 하겠으나， 말 그대로 그가 속한 계층이 책을 통해 

사랑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모를 위시해 책을 읽지 않 

는 모든 작중 인물들에게는 사랑의 경험이 없다，9) 그들은 텍스트에 의해 전 

이되는 사랑의 담론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편 

으론 그것이 생산해내는 사랑의 문법화된 가식성(즉 부자연스러움)을 향해 무 

의식적으로나마 저항적이다. 

독서의 경험이 없는 곳엔 사랑 또한 없음을 소설 『예브게니 오너l 긴』은 증 

거해주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반증， 다시 말해 문법화 되지 않은 

사랑의 확인을 꿈꾼다. 단어의 부재가 현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닌 만 

큼， 가령 유모가 사랑의 감정조차 경험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그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인위적 단어가 연상시키는 현상이 자연 

8) r예브게니 오네긴dJ 1‘ 9의 초고 변형본 nyWKHH, A, C‘ (1937-1949) rnO>>Hoe co6paHHe 

COlfHHeHHHdJ, 17 T‘’ M,-!1" VI: 546 , 

9) 책을 읽지 못하는 하층민 모두는 물론， 사랑에 관한 책을 읽지 않는 다른 인물들 
(가령， 오네긴의 아저씨)에게도 푸슈킨은 사랑의 경험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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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제의 사랑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표현된 책은 궁극적으로 자연이라는 대원칙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건 자연이 아니라/ 스탈이나 

샤토브리앙”이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스탈이나 샤토브리앙”으로 대변되는 소 

설의 제도성은 바로 “자연”이라는 비제도적 절대성의 교체물에 다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타티아나에게 유모는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현실의 법칙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는 문명사회(사 

교계)가 말하는 타산적 현실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유모의 법칙 안에서 사 

랑의 부재를 대신해주는 것은 “신의 뜻"(6or BeJleJl)이고， 거기엔 ‘결혼은 하늘 

이 정해주는 것이다’라는 보편적 믿음이 분명 자리잡고 있는데，10) 따지고 보 

면 유모에게 ‘신의 뜻’과 ‘사랑’은 동의어에 불과하다. 만약 ‘사랑’이라고 불리 

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모든 자연 현상이 신의 섭리이듯， 그 또 

한 당연히 ‘신의 뜻’에 의한 사건일 것이며， 그렇다면 굳이 다른 어떤 단어로 

써 명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 책을 읽는 다른 모든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타티아나의 사랑은 그것에 

대해 ‘들어보았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녀의 

사랑은 독서 의존도 면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함이 

없다 그녀가 오네긴을 선택하는 과정도 소설의 틀을 통해서이고， 과감한 고 

백의 편지를 쓰는 것 역시 사랑의 담론을 벌어서 일 뿐이다 1 1)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녀의 사랑은 푸슈킨이나 화자， 섬지어는 오네긴에 의해서도 전혀 냉 

소의 대상이 되는 바 없으며， 바로 거기에 그녀만의 특권이 있다. 요컨대 렌 

10) “결혼은 하늘에서 정해진다"(Les marriages sont font dans le ciél)는 불어 격언은 

실제로 r전쟁과 평화』나 r닥터 지바고dJ9j- 같은 소설에서 운명론적으로 거론되어진 

다 상웅하는 속담이나 격언을 러시아어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5pa l< CO'써TaJICSI Ha 
Heõecax"는 불어 격언의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믿음은 격언의 차원을 

벗어나 보면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소설의 대표적 주해서인 Nabokov, V.(1975) rEugene 
OneginJ , Princeton과 JlonlaH 애.(995) “ POMaH A. C. nyW I<HHa <EBreH때 OHe대H> ’ 

I< OMMeHTapHlf', Ff7YDIKHHdJ, cn5.에 맡겨놓는다. 19세기 초 여성의 독서 관습과 관련된 

문화에 대 해 서 는 JlOTMaH , 삐(1994) “lI<eHC I< Hμ MHp ’, “lI<eHC I< Oe oõpa30BaHHe B XVIII -
Ha4a.ne XIX Be l<a" , r[jecellbl 0 pycCKolf Ky.πbTypedJ， cn5 를 r예브게니 오네긴』과 독 

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Todd III(1986) rFiction and Society in the Age 01 Push
kin dJ, Cambridge, pp. 45-13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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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의 낭만적 사랑을 두고 “새로울 게 없다"12)며 하품하는 그들이지만， 타티 

아나의 연 애 편지 만은 “아무리 읽 어 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13) 

문법화된 사랑의 가식성에 관한 한 타티아나만이 유독 획득하고 있는 면죄 

부 -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 그녀에게 부여한 특권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 

론 작가 푸슈킨이 그녀에게만 선사한 문학적 특혜의 소산이기도 하다. 

어째서 타티아나의 죄가 더 크단 말인가? 

L‘ ..J 
폭풍 같은 상상력， 

생생한 의지와 생각， 

자기만의 사고， 

그리고 타오르는 애듯한 가슴을 

하늘로부터 선사 받은 탓이 란 말인가? (IIJ: 24, 인용자 강조) 

“하늘로부터 선사 받은"(01 He6ec OJlapeHa) 사랑에 게 냉소란 있을 수 없다. 

푸슈킨은 책을 여주인공 타티아나의 가장 중요한 소품으로 지정하면서도， 결 

코 책의 세계를 절대의 위치에 남겨두지 않는다. 책에 의존하지만 책의 노예 

는 아닌， 소설의 규범을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타티아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가가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녀를 책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었고， ‘서 

고의 현상’ 대신 ‘자연의 현상’에 본성의 위치를 돌려주는 일이었다. 그럼으로 

써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실은 스탈이나 샤토브리앙이 아니라 자연 

임을 어떻게든 역증해보이는 일이었다 14) 

실제로 타티아나의 사랑은 책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도래하는 것임을 푸슈 

킨은 명확히 못 박는다. 

12) “사랑의 설익은 소설/ 우리에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감정으로 넘쳐나는 그 이야 
기를/ 알아보는 게 예브게니에겐 결코 어렵지 않았다"(II: 19) 

13) “은밀한 애수 속에 읽어보건만.1 아무리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m 31) 타티 

아나의 사랑을 무시했던 오네긴조차도 그녀의 편지는 끝까지 간직한다. 

14) 푸슈킨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향도 결국에는 ‘책 중의 책’이 

아니라 책이 부재 하는 책， 즉 ‘자연의 책’이었던 것 같다 책의 제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타티아나의 사랑이 전설이나 꿈， 관습처럼 책의 제도 

와 관계없는 텍스트에 본능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도덕성 

을 부여받는 것은 푸슈킨이 의도한 이상적 소설(책) 쓰기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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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왔고，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대지에 떨어진 낱알아 

봄의 불김로 되살아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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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왔고，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는 푸슈킨의 구절은 바로 제 3장의 제사 

로 씌어진 말필라트르(Malfilâtre) 의 문구 - “그녀는 처녀였고，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Elle était fille, elle était amoureuse) 一 가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나르시 스， 혹은 비 너 스의 섬 > (Narcisse, ou l'île de Vènus) 이 란 

작품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런 접속사 없이 이어진 두 단문의 관계는 원전의 

문맥 상 인과 관계가 아니라 부연 관계이다 15) 다시 말해， 그녀[에코]는 처녀 

였고， 게다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는 것이 18세기 프랑스 작가의 장시에 내포된 의미였다. 그러나 푸슈킨의 변 

형문은 인과 관계로밖에 읽힐 수가 없다. 계절의 순환과 생명의 법칙처럼， 

“때”가 왔기에 자연히 사랑은 시작되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타티아 

나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제 4장에 나오는 제사 - “도덕적 원칙은 사물 

의 본질 안에 있다"(]a morale est dans la nature des choses) - 의 의미는 

크다. 넥 케르(Necker)의 잠언은 마담 드 스탈(Mme de Staël)이 쓴 『프랑스 

혁 명 의 주요 사건에 관한 고찰~ (Considérations sur les principaux événe

men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818)에 언급된 구절로서，16) 푸슈킨이 참고 

했던 그녀의 또 다른 저술 『문학에 관하여~ (De la Littérature, 1818)에서는 이 

렇게 설명되기도 한다 

도덕적 원칙은 계산의 상위에 놓여야 한다. 도덕적 원칙은 정신 체계에서 

사물의 본절 안에 있다. 물질 체계에서 계산이 사물의 본질에서 출발함은 물 

론 그 안의 어떤 것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정신 체계에서 역 

시 그것은 주어진 것， 즉 도덕적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17) 

15) Nabokoy (1975) rEugene Onegindl , Princeton, yol. II, p. 317 참조. 
16) OywKYIH0977-1979) rnoπHoe co6paHHe COtfHHeHHHdl , 10 T., Jl., V: 496 
17) Mme de Staël, “De la Littérature," part II, Ch. 6. Nabokoy(975), p. 413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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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예측(Je calcuI, paC "IeT) 이 사물의 본질， 즉 자연 

(Ja nature, npHpOLla)에 의거해야 하는 바， 그 주어진 본질이 곧 도덕이라는 것 

이다. 말하자변 모든 것은 자연에서 비롯되며， 자연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척 

도이자 원칙이 된다. 교훈은 다름 아닌 자연 속에 있다. 

타티아나의 사랑 뿐 아니라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전체의 교훈 역시 자연 

에 거하며， 자연에 비유되는 것이다. 자연과 인공 자연， 또는 본질과 본질이 

아넌 것의 대립 관계는 작품의 거의 모든 차원에서 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자 

연의 승리로 결론 맺는다. 푸슈킨이 타티아나를 절대적인 도덕적 우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타티아나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 

이었고， 역으로 푸슈킨이 타티아나란 한 인물을 그토록 편애한 것도 그를 통 

해 소설 쓰기의 교훈， 즉 자연의 대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주인공들， 그리고 화자와 작가가 읽는 책은 단순한 

사실적 소품이 아니라， 바로 자연과 인공 자연의 대결을 드러내주기 위한 의 

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책은 그 자체가 자연을 본 뜬 미메시스 

의 세계란 면에서 본질적으로 인공 자연의 성격을 띄는 것이겠으나， 책이 처 

한， 혹은 책을 읽는 공간에 의해 다시금 성격이 나뉘어지기도 한다. 가령， 똑 

같은 18세기 프랑스 연얘 소설이라도 사교계의 살롱에서 읽느냐， 아니면 타티 

아나 같은 시골 처녀가 적막한 숲 속에서 읽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파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어떻게 읽느냐， 왜 읽느냐에 따라서도 책 

읽기의 현상은 달라진다. 요컨대 책은 그것이 속한 불리적이며 정신적인 공간 

안에서 때로는 제도로 굳어지고， 때로는 더 큰 상상으로 반사 · 확장되기도 하 

는 것이다 18) 

인용. 넥케르의 말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될 수 없는 중의의 두 단어 - la morale , 
la nature - 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어 텍스트는 이 구절을 “HpaBCTBeHHOCTb B 

npHpOLle Be ll\eìl" 라고 옮겨 놓았는데， ‘la morale’이란 말은 규범적인 가치로서의 도 
덕 원칙，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교훈 등의 의미를 가진다 ‘la nature'란 단어는， 러 

시아 단어 ‘npHpOt]a’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본질’의 두 단어로 번역될 수 있겠다 

여기서는 “도덕적 원칙은 사물의 본질 안에 있다”고 우리말로 옮겨보았으나， 원어 

의 복합적인 뜻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할 것이다. 

18) Todd(986) “ Institutions of Literature", rFiction and Society in the Age o[ 
Pushkin l1, Cambridge, pp. 45-105는 19세기 초 러시아 사회에서 책과 문학이 차지 
하던 제도적 기능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이다. 한편， 책읽기가 가져다주는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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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책에 의해 좁혀지는 세계와 책을 통해 확장되는 세계가 있다 푸코가 

서고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의 그 현상이 거하는 세계는 “책과 램프 사이”라 

는 극히 좁은 공간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제 상상은 책과 램프 사이에 기거한다. 환상은 더 이상 가슴의 소유물 

이 아니고， 자연의 부조화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정 

확성으로부터 진화되는 것으로， 보물은 문서들 틈에 잠재워져 있다. 꿈은 감 

겨진 눈이 아니라 독서에 의해 소환되어진다 19) 

그러나 만약 여기서 “책과 램프 사이” 대신에 “책과 자연 사이”라는 말을 

넣는다면， 책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의 진폭은 무한히 늘어나 버린다. 그리고는 

어느새 ‘서고의 현상’을 넘어 ‘자연의 현상’으로 진입해버리고 만다 

11. 댄디의 서쩨 

푸슈킨의 서재가 지향하는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서재 

그 자체의 모습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상류 계층 

의 서재 (study ， Ka6HHeT)란 여성의 공간인 내실 (boudoir， 6YllYap)에 준하는 남 

성적 공간이다. 푸슈킨 사전은 ‘내실’을 “사교계 여성의 서재 (Ka6HHeT)인 크지 

않은 방으로 여가를 보내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응접하는 곳”이라 정의하는 

데，2이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내실은 남성의 서재에 해당하고， 마 

찬가지로 남성의 서재는 정신적인 작업 공간을 넘어 남성틀 사이의 비공식적 

인 사교 행위가 행해지는 여성적 내실의 역할을 한다. 

여성의 내실이 그런 것처럼， 남성의 서재는 개인을 타자로부터 격리해주는 

사적인 여가의 공간이며 완전히 혼자일 수 있는 곳이기에， 궁극적으로는 가장 

은밀한 자아， 곧 참된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20 그리고 그 

극대화된 예로서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관련 책들을 들고 싶다 매 권마다 

‘서고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책들이야말로 문헌과 상상력의 직결성을 속속 

들이 예증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19) Foucault(977) “Fantasia of the Library" , rLanguage, Counter- M emory, Prac

ticedJ, Ithaca, p. 90 
20) rCJ/OBi1Pb J/3blKi1 nyDJKHHi1dJ, 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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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작가의 진정한 공간은 그가 공부하는 서재 "22)라고 푸슈킨이 정의 

한 서재 본연의 모습이자 기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남성에게 있어 서재는 공부에만 할애된 공간이 아니고， 따라 

서 결코 작가의 진정한 공간은 아니다 공적인 활동과 사교가 개인의 삶을 지 

배하는 도시 생활에서 서재의 주된 기능은 사회로부터의 도피에 있다고 하겠 

으나， 동시에 거기에는 사교에 대비한 자기 치장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매우 연극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23) 

유행의 모범적인 제자가/ 옷 입고， 옷 벗고 또 다시 입는/ 외딴 서채를/ 

충실한 그림으로 묘사해볼까?/ 주도면밀한 런던이/ 넘치는 변덕에게 팔아먹 

는 모든 것/ 발트해의 파도 타고/ 나무와 돼지기름 대신 맞바꿔 온 모든 

것/ 파리의 걸신들린 유행이/ 돈 되는 장사 삼아/ 최신 사치와 호사와/ 재 

미 위해 발명해내는 모든 것， -/ 그 모든 것이 열 여넓 된 철학자의/ 서재 

를 장식해주었다.μ 이스탄불 파이프의 호박 보석/ 책상 위엔 도자기와 청동 

상，/ 섬세한 감정의 환희인/ 무늬 새긴 크리스탈 병 향수;j 빗， 철저l 줄칼/ 

곧은 가위， 굽은 가위，/ 손톱용과 치아용/ 솔 서른 가지. 

_r예브게니 오네긴~， 1: 23-4, 인용자 강조 

21) 서재의 목적은 “비교적 갚숙한 곳에 보다 많은 은밀감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 
서， 개인의 여가에 격조 있고 고전적인 형상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 서재와 화장실은 동일한 성격을 띄는 공간이었고， 고대의 

서재와 화장실은 심지어 같은 벽지로 장식되기조차 했다 Thornton(997) rThe 
Scholar in His StudY1l, New Haven, p. 28 몽테뉴는 r수상록1I (Les Essais) 중 고 
독에 관한 부분에서 “참된 자유와 은둔과 고독”을 제공하는 “골방”의 필요성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골방의 용도는 곧 르네상스적 서재의 용도와 일 

치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은둔과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자유 

로운 자신만의 골방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방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 

자신과 대화해야 하므로， 그 방은 외부의 어떤 교제나 간섭도 들어올 수 없을 정 

도로 은밀해야 한다. 그 방에서 우리는 마치 아내도， 자식들도， 재산도， 하인들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웃고 해야 한다 봉테뉴099이 r수장록11 ， 서울， 281 면 푸 

슈킨은 1828년도 판 몽테뉴 수상집 ( rEssays de M ontaigne1l)을 소장하고 있었고， 

1835년 9월 21 일 아내에게 쓴 펀지를 참조하건대， 그것을 당연히 읽었다. 
22) “HaCTo~~ee MeCTO nHcaTen~ eCTb ero y앤Hblll Ka6HHeT." ny띠KHH(1977-1979) rncc1I , 

VII: 286 
23) 도시와 시골 서재를 통해 드러나는 오네긴의 연극성은 나의 논문， 김진영 (996) 

“푸슈킨과 사칭 r러시아어문학연구논칩11 ， 제 2집， 177-179면에서 간략히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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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긴의 도시 서재가 보여준 온갖 치장의 도구들은 그곳이 정신의 수양이 

라는 일차적 기능을 벗어나 상류층 남성의 유행과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문화 지표로 전락하고 있음에 대한 예증이다. 서재는 세속적인 남성 개인 공 

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 이후 혼자만의 밀실에서 사적 · 공적 

인 자기 과시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안의 내부 장식은 책과 

책상 같은 필수품과 잉크 스탠드， 칼， 가위， 문진， 날인 등의 문구류를 위시해 

그림， 조각， 안경， 거울， 그리고 그 외 진기한 수집품으로 채워지기에 이른 

다.24) 필수품들이 실용성을 떠나 장식성의 화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서재가 

지니는 기능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오면， 서재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에서 감춰야 하는 중세적 

공간으로 다시금 되돌아온다. 르네상스 시대의 서재가 은근한 자기 전시의 무 

대였던 데 반해， 19세기의 서재는 무대 밖의 공간， 즉 자기 변신과 치장의 분 

장실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남성의 서재는 학자가 아니라 댄디의 공간이다.25) 

펜을 다듬는데 필요했던 칼과 가위는 손톱을 손질하는 화장 도구이며， 책을 

뒤집어 읽거나 빛을 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울은 외모를 고치고 확인하 

기 위한 단장 도구로 변신한다. 19세기 남성은 중세의 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의 비밀스런 서재로 숨어들지만， 그 안에서의 작업은 결코 중세적이지 

않다. 거기서 나올 때의 그의 모습이 “열 여닮 된 철학자”가 아닌 ‘남장 비너 

스’란 사실은 19세기 서재의 주기능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적어도 세 시간은/ 거울 앞에서 보낸 후/ 흡사 남장 차림으로/ 가면 무도 

24) 르 네 상스 시 대 의 서 재 문 화에 대 해 서 는 Thornton (1997) TThe Scholar in His 

Study,g 참조 

25) 푸슈킨이 활동했던 시대의 댄디즘(dandyism)은 문화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대상인데， 특히 r예브게니 오네긴J은 댄디즘의 단적인 예증 

으로서(주제와 형식의 차원 모두) 자세히 분석될 수 있다 19세기 유럽의 댄디즘에 

관해서는 Stanton, Domna C.(1980) TThe Aristocrat as Ar띠， NY.: MapTeH-φyll<be ， 

A. (998) T3JTeraHTHafl 1<써Hb HJTH KaK 803HHK <BeCb napH1<>~， M.를 참조하기 바란 

다 제6차 푸슈킨 국제 학술대회 (6-a!l Me ll<llyHapollHa!l K。뼈epeH띠!I nyDlKHH H MHp08afl 

KyJTbTypa , AJIyw Ta, 2002, 5/30)에 서 발표된 논문 “3CTe깨Ka lleHllH3Ma 8 E8reHHH OHe

rHHe"에서 Evdokimova & Goldstein은 「예브게니 오네긴J의 문학 장치와 댄디음의 

관계룹 새롭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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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가는/ 경박한 비너스 마냥/ 분장실을 나오는 것이었다‘ 

_ r예브게니 오네긴~， 1: 25 

“철학자의 서재” 혹은 “외딴 서재”라고 명명된 오네긴의 내실에 책이 한 권 

도 등장하지 않음은 기억할 점이다. 뒤이어 등장하는 장면에서 먼지 쌓인 책 

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그들은 “상복 같은 검은 천으로 덮여버린 "(1: 44) 상태 

이며， 따라서 책읽기와 사색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오네긴의 도시 서재 

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세속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생산 

적이겠으나(남장 비너스의 탄생)， 반면 정신적 차원에서논 불모지나 다름없는 

(책의 죽음) 서재 분장실의 속성은 주연과 무도회와 사교의 무대인 도시적 흐 

로노토프와 직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흐로노토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큰 변모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푸슈킨의 도시 서재가 지적 작업이나 

창조력 면에서 별다른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그렇다면 자연스런 현 

상일 것이다 

도시 서재와 달리 시골의 서재는 보다 공개적이며 과시적인 응접실의 기능 

을 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푸슈킨의 작품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시골 

귀족의 서재는 일차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그리하여 지적 작업의 부재를 오히 

려 강조해 드러내주는 무대 배경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도시 서재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가령 <그 한발> (BbICTpeJl)에 나오는 백작의 서재는 책과 반신상과 

대리석 벽난로， 거울， 그림， 양탄자 등 전형적인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벌어지논 행위는 실비오와 백작 사이의 이루어지지 않는 마 

지막 한 판 결투뿐이다.<아르주름 여행 >(nyTewecTBHe B Ap3PYM)에 등장하는 

예르볼로프의 서재 또한 책 대신 무기들로 채워진 공훈 전시장에 불과하며， 

그밖에 오네긴의 시골 아저씨 집에 위치한 서재， 또 〈로슬라블례프>(POCJJa

BJJeB)와 <두브로브스키 >(lly6poBCKHH)에 나오논 귀족 서재 역시 주인에게 방 

치된 채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불모의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버려진 남성적 공간에 오히려 여성이 찾아들고， 방임된 책들이 주인 아닌 

여성 방문객들에 의해 읽혀지는 아이러니는 푸슈킨의 시골 서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이성이다. 요컨대 푸슈킨은 남성으로부터 배제된 책읽기의 작업 

을 대신 여성에게 부여한 듯싶다.<로슬라블례프〉와 <두브로브스키〉의 여주 

인공들이 아버지의 서가에서 마음껏 외국 책을 읽는 것도，<서간 소설>(PO

MaH B I1HCbMax)에서 시골의 여성 독자가 칭송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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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박한 오네긴을 대신해 책을 읽고， 그의 텅 빈 서재를 찾아가 빈자리를 대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자 주인공 타티아나의 몫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시골 저택의 외부에서 내부로， 홀에서 응접실로， 식당으로， 서재로， 그리고 

는 마침내 책으로 점점 좁혀지는 타티아나의 시선을 따라 우리는 놀랍게도 

오네긴이 실제로 읽었던 책더미 (rpYlla KHHr)와 흔적 남은 페이지들에 당도하 

지만(VII: 15-24),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작 목격하는 것은 그 책들과 함께 오 

네긴의 숨겨진 영혼마저 읽어버리는 타티아나의 모습일 뿐， 오네긴 자신의 책 

읽는 모습은 아니다. 책 읽는 오네긴의 모습은 결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 

으며， 우리는 다만 오네긴을 읽는 타티아나， 그리고 독서의 흔적을 통해 독서 

가의 감춰진 설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따름이다. 

미완성의 <서간 소설>에서 푸슈킨은 주인공 블라디미르의 업을 빌려 이렇 

게 말하고 있다. 

페테르부르그는 현관이고， 모스크바는 하녀 방이며， 시골이야말로 우리의 

서재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현관을 지나치고， 하 

녀 방은 거의 기웃거리는 법 없이 자기 집 서재에 들어앉아 있는 법이다. 

서재에 대한 푸슈킨의 두 번째 정의라 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진정한 “철 

학자”로서의 작업 공간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 그 중에서도 현관과 하녀 방 

넘어 갚숙한 내실에 자리잡는다. 페테르부르그 댄디였던 블라디미르가 시골 

영지에 내려와 새삼 러시아 귀족 계급의 문제를 사유하게 된 것은 그가 분장 

실이 아닌 서재로 돌아왔기 때문이며， 그가 돌연 시쓰기를 시도하게 된 것 역 

시 그곳이 진정한 서재 곧 시골에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박한 줄만 알 

았던 댄디 오네긴이 불현듯 골수 낭만주의자로 둔갑해버리는 것도 실은 시골 

서재라는 매개를 통해서이다 

도시에서 시골로의 공간 이동은 그러므로 단순한 배경 전환이 아니다. 그것 

은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회복을 의미하며 그 프라이버시는 읽고 사색하고 쓰 

는 영혼의 행위를 보장해준다. 서재란 노출이 아닌 칩거의，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감춤의 공간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푸슈킨의 서재론이었 

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시골 서재의 흐로노토프이며， 그 안에서 오네 

긴이나 블라디미르 같은 잠재력 있는 댄디는 도시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 

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시골 서재의 오네긴을 끝내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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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발시키면서， 오직 그가 남겨놓은 자기 회복의 흔적만을 우리에게 보여준 

푸슈킨의 의도는 바로 자신이 확신한 서재론의 문학적 실현에 있었는지도 모 

른다 

川. 시인의 서채 

서재 안의 오네긴이 그렇듯， 서재 안의 푸슈킨 또한 곧잘 증발해버리곤 한 

다. 수많은 자화상을 원고 곳곳에 남긴 그였지만， 책을 읽거나 시 쓰는 서재 

배경의 자화상은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 집안의 내부 인테리어를 그린 석 

점의 스케치에 책상이 어김없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잃) 막상 그 책상 앞에 

앉은 인물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솔과 컵과 냄킨이 

놓인 책상(nn 831 , JJ. 68 06.) , 봉투와 잉크 스탠드가 놓인 책상(nn 831 , JJ. 62 

。 6.) ， 그리고 책장과 책상， 그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진 책， 종이， 작은 액자， 나 

폴레옹처럼 보이는 인물상 등으로 인해 마치 오네긴의 시골 서재를 연상시키 

는 듯한 스케치 (nn 1621 , JJ. 2 06.) 그 어느 곳에도 주인의 자취는 없다 27) 그 

와 더불어 오늘날 푸슈킨 기념관이 되어 있는 마지막 집 (Mo인Ka ， 12)의 내실에 

서 서재로 통하는 중간문을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마저 

금했다는 전기적 사실은 모두 사적 공간인 서재에 관한 한 푸슈킨의 철저한 

폐쇄성을 드러내기에 족한 증거물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푸슈킨의 자전적 형상이라 여겨지는 댄디 시인 차르스키 

도 마찬가지이다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이면 서재에 틀어박히고， “손에 펜을 

든 순간을 세상에 들킬 때면 절망에 빠져들곤”하는 차르스키의 초상28)은 푸 

슈킨이 시의 세계가 아닌 것에 맞서 고수했던 폐쇄성의 한 예증이 될 수 있 

26) lleHHceHKo, C. B. & φOMH1.feB ， C. A.(2001) rfly，αKHH pHcyeT/} , cn5. , c. 204 

27) lleHHceHKo, C. B & φOMH앤B ， c. A.(2001) r[JymKHH pHcyeT/} , cn6. , c. 204와 HBJJOBCKa~ ， 

T. r. (l 980) rpHcyHKH flymKHHa/} , M., c. 245에 실린 삽화를 참조할 것. 

28) “니apCKHα 6WJJ B OT1.fa~HHH ， eCJJH KTo-HH6y~b H3 CBeTCKHX ero ~PY3eß 3aCTaBHJJ ero 

C nepOM B PYKax"; “ Kor~a HaXO~HJJa Ha Hero TaKa~ ßP~Hb (TaK Ha3WBaJJ OH B~OXHO

BeHHe ), 니apCKHH 3anHpaJJC lI B CBoeM Ka6HHeTe H nHCaJJ C yTpa ~O n03~Heìi H01.fH. 

nywKHH(l977-1979) η7C(g ， VI: 245. <이집트의 밤>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미완성작 <단편 >(OTp에BOI<)에서도 유사한 구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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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푸슈킨이 미완성 산문 <이집트의 밤>(E대neTCKHe H04H)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시인의 염원인 ‘세상(CBeT)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시와 시인에 

대한 세상의 변덕스런 요구와， 경솔한 판단과， 그리고 무엇보다 멋대로 상상 

하고 단정지어버리는 무례함 등을 그는 드러내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한 예로서 등장시킨 것이 시인임을 감추고 부인하는 차므스키였던 것이다. 

시인이란 칭호를 떨어내기 위해 그는 댄디로서의 정체를 과장되게 연기하 

는데， 그 면에서 그의 서재는 팩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흡사 여자의 침실처럼 꾸며진 그의 서재에는 작가를 연상시켜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책이 책상 위아래 흩어 널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파가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뮤즈의 존재， 아니면 빗자루와 

솔의 부재를 말해 줄만한 무질서란 그곳에 없었다. 

뮤즈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빗자루와 솔이 차지해버린 차르스키의 방은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작가의 서재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정의 표현들(‘없었 

다’와 ‘아니다’)로 가득 찬 그의 서재 묘사는 차르스키에게서 발견되는 비(Jf) 

시적 자질을 말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세상이 상상하는 시적 기준의 오류와 

모순을 비웃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29) 

시인의 서재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 안에서 진행 

되는 시인의 작업을 우리는 알 수도 알고자 할 수도 없다. (실제로 시인의 

시 쓰는 현장에 있어본 적이 있는가? 설사 있었다고 해도， 막상 그 순간엔 자 

리를 비켰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여겨지는데， 푸슈킨은 시 쓰는 

차르스키를 끝내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찾아 온 어느 날 아 

침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차르스키가 마침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마저 

도 이태리 즉흥시인의 출현으로 성급히 중단시켜버리는 것이다. 

푸슈킨이 차르스키와 즉흥시인， 또 시인과 댄디의 명백한 대조를 통해 일관 

되게 강조하는 것은 곧 시인에게 있어 보여지는 모습과 감춰지는 모습간의 

29) 차르스키의 형상이 많은 점에서 푸슈킨의 자전적 요소(세속적 문학론에 대한 경 
시， 서재에서의 작업 도중 방해받기를 무척 싫어함， 가운 차림으로 작업함)를 반영 

하는 것이 사실이나， 서재의 묘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차르스키와 달리 푸 

슈킨의 서재는 책과 종이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시와 산문과 기사 원고가 한꺼번 

에 이리 저리 널려 있었다고 한다 rMy3eJJ-KBapTHpa A. C. nYIIlKHHa .n (989) , πc 22 
차1 
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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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괴리이다. 그들의 대조는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주며， 그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자유와 부자유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 

태리 즉흥시인이 일면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은 그가 자신 

의 생계는 물론 자신이 만들어내는 시의 원천까지도 밖(세상， 관중)으로부터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타인이 주제를 설정해주지 않는 한 그는 즉흥시를 

옮을 수 없다). 

즉흥시인은 공개될 때에만 시인으로서 기능할 뿐，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한낱 떠돌이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숲에서 마주쳤다면 도적으로 여겨졌을 

것 이 고， 사회 에 서 만났다면 사기 꾼으로밖에 취 급되 지 않았을 그의 모습은30) 

댄디로서의 외모만을 강조한 차르스키와 안과 밖의 불일치란 변에서 별다를 

바 없다. 공개적인 시작(詩作)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작업의 메카니즘만은 여 

전히 수수께끼 상태인 즉흥시인의 시쓰기나，31) 서재로 숨어들어 사라져버리는 

차르스키의 시쓰기 모두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창조적 비밀의 여지를 갖는다 

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데， 시인의 완벽한 자유는 바로 그 밝혀지지 않는 

순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시인의 서재란 궁극적으로는 시의 공간을 말한다. 시인에게 있어 서재는 결 

국 시의 탄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가 태어나는 공간 

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가 되었든 시인의 서재로 볼렬 자격이 있을 

것이다. 푸슈킨의 서재를 논함에 있어 서정적 메타 포엠을， 그리고 그것이 기 

록하는 시 탄생의 공간을 다루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워즈워드의 하녀가 시인의 공간을 서고와 서재로 나누었던 건32) 그 에피소 

드의 진실성이 의심될 정도로 재치 있는 처사였다. 서고는 책이 있는 곳이지 

만， 시인의 서재는 시가 잠재된 공간이다. 서고는 책을 주인 삼지만， 서재는 

시와 시인을 주인 삼는다 시인의 서재를 “저 밖”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미 시인의 공간이 서가를 떠나， 책읽기를 떠나， 그리고 “책과 램프 사이”를 

떠나 경계 없는 자연의 세계로 팽창되고 있음을 안다 푸슈킨의 메타 포엠적 

서정시를 옳어볼 때도 역시 우리는 시인의 성땅과 함께 시의 공간이 “책과 

30) nywKHH (1977-1979) rncc,ff, VI: 246 
31) “TaK HHKTO, KpOMe caMoro HMnpOBH3aTopa, He MO:l<eT nOHJl Tb 3Ty 6b1CTpOTy Bne1.J aT 

J1eHHA , 3Ty CBJl 3b Me:l<lly co6CTBeHHblM BllOXHOBeHHeM H 1.Jy :l<lloA BHeWHelO BOJlel。

TweTHO JI caM XOTeJl 뻐 3TO H3뻐CHHTb." nyw때H (1 977-1979) 끼7CC，ff， VI: 251 
32) 이 논문 맨 앞에 실린 제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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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사이”가 아닌 “저 밖”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푸슈킨 서가의 도서목록을 낱낱이 열거한 초기 시 <소도시> (rOpO ,llOI< , 

1815)는 말 그대로 ‘서고의 현상’을 일으키는 유일한 시인 동시에 서재 작업이 

묘사된 최초의 시라 할 수 있다. 도시를 떠나 서재에 칩거한 시인은 볼테르， 

아리오스토， 버질， 타소， 호머， 라풍텐， 크르일로프， 드미트리예프， 파르니， 루 

소， 카람진， 몰리에르， 폰비진(도서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등을 유일한 친구 

삼아 읽으며 책을 통한 그들 선배 시인과의 교류 안에서 시쓰기를 배운다. 

서재에 숨어든 나는/ 혼자서도 적적하지 않네./ 자주 환회에 젖어 온 세상 

을/ 잊기까지 한다네./ 나의 친구는 고인들，/ 파르나스의 신관(神官)들이지./ 

< ..... >/ 친구여! 난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하며/ 때론 상념에 잠기기도 하 
고/ 때론 나만의 생각으로/ 엘리지움에 다다르기도 한다네./ < ..... >/ 벽난로 
로 불 밝히 고/ 종이 와 펜과 함께/ 창가에 앉아 있노라면/ 내 앞에 나타나는 

건 영광이 아니라네 / 이제 난 우정 하나로/ 영감을 얻곤 하지. 

습작기의 푸슈킨에게 시작(詩作)의 원천은 서재 안에서의 독서에 있다. 영 

감을 주는 것도， 시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것도 모두 고전이나 선배 시인의 

대표작이며， 그는 그들의 특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고전적 스타일에 자신의 

목소리를 섞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과 16세의 시인답지 않게 벌써부터 자신의 

시 적 불멸을 장담하기조차 한다. 

내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지는 않을 걸세./ 한밤중이면/ 제우스의 젊은 아 

들，/ 계몽된 내 후손이/ 아마도 내 그림자와/ 이야기 나누러 오겠지./ 내게 

영감을 얻은 그는/ 리라로 탄식할 걸세. 

1815년 시 〈소도시〉가 시의 교본들로 가득 찬 시창작 교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습작의 서재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시인 지망생의 열의와 야망을 생생히 표현해준 시 학습 과정의 초상에 불과 

하다면， 그로부터 6년 후 이어지는 〈내 잉크병에게 >(K qepHHAbHHue, 1821)는 

눈에 띄게 성숙한 시인의 시계(視界)와 기교를 보여준다. 

게으른 상념의 친구인/ 내 잉크병이여/ < ..... >/ 저녁 무렵이 되면/ 책 위 
를 서성이던 펜은/ 희미한 힘도 들이지 않고/ 내 시의 끝말들과/ 충실한 표 

현 을/ 네게서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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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병은 물론 서재의 환유이자 시의 은유이다 <소도시>에서와 달리 시인 

의 시선은 남의 책들이 아닌 자신의 잉크병에 고정된다. 선배 시인들이 아니 

라 잉크병이 자신의 친구이고， 시는 다른 작품에서 얻은 영감에 의해 씌어지 

는 것이 아니라 잉크와 펜에 의해 거의 기계적으로(“희미한 힘도 들이지 않 

고" 6e3 B~J10rO TPY.lla) 이어진다. 책의 존재를 잉크병이 압도하게 됨으로써 

시인의 서재는 독서에서 창조의 공간으로， 모방에서 독창성의 공간으로 성장 

한다. 그것이 곧 습작기를 마감했다는 징표이다. 시인에게 있어 서재가 “게으 

른 상념”과 시어， 즉 상상력과 시의 배태지로 자리잡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순 

간부터일 것이다. 

잉크병은 또한 시인의 분신이자 불멸의 상징이기도 하다. 

메말라 텅 빈 채/ 그의 두 액자 사이에/ 오래도록 말 없이 남아/ 벽난로 

를 장식해다오./ 까탈스런 세상/ 눈엔 띄지 말고.1 다만 이 충실한 시인을/ 

친구들에게 기억시켜다오. 

불멸성의 매개체가 시가 아닌 잉크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불멸의 이유가 

시적 업적이 아닌 우정의 충실성에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유언은 〈소도시> 

의 야심에 비해볼 때 팩 우회적이며 소박하다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 또한 확 

신의 단언이 아닌 희망의 청탁이란 변에서 훨씬 겸손하게 얽혀진다. 

시인으로서의 세속적 명예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정전(正렛)의 보고인 서가 

를 벗어나 자유와 상상의 서재로 서서히 돌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다 

<내 잉크병에게>와 같은 해에 씌어진 <뮤즈>(MY3a)에서 시의 비유가 ‘피리’ 

(TpOCTHHK , CBHpeJlb)로 뒤바뀌는 것도， 또 시를 배우고 만드는 공간이 닫혀진 

방에서 열린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도 일회성의 시적 장치가 아니라 일관되고 

점진적인 변화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없는 떡갈나무 그늘 아래서/ 난 비밀스런 뮤즈의 가 

르침에 열심히 귀기울였다/ 우연의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랑스런 이 

마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 뮤즈는 내 손에서 풀피리를 받아들었 

고.1 신의 숨결로 되살아난 피리는/ 신성한 매력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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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통한 학습으로부터 ‘우연의 선물’(pany~ MeH~ HarpanOH cny4a때H。꺼) 

인 영감의 세계로 이동한 시인의 시 작업은 푸슈킨 시의 저 유명한 동반자인 

떡갈나무 숲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고전의 시공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서재’라 불릴 수 있는 시인의 공간이 공 

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 또 수평적으로는 물론 수직적인 방향으로 확장 

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확장의 정점을 마침내 〈시인 >(n03T， 1827) 의 반신적 

(半神|꺼) 세계 안에서 확인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신의 음성이/ 예민한 귀에 닫자마자/ 시인의 영혼은 잠에서 캔/ 

독수리처럼 퍼덕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 재미에 싫증난 그는/ 세간의 소 

문을 멸리한 채/ 군중이 받드는 우상의 발아래/ 오만한 머리를 숙이지 않는 

다/ 거칠고 준엄해진 그는/ 소리와 혼돈으로 가득 차/ 텅 빈 파도치는 해 

안/ 드넓게 웅성대는 떡갈나무 숲으로 달려간다. 

시인에게 있어 ‘서고의 현상’이 ‘자연의 현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푸슈 

킨 혼자만의 경우가 아닐 터이다. 워즈워드의 서재가 “저 밖”이었듯， 시인이라 

면 누구나 자기 만의 완벽 한 공간인 ‘세상의 저 밖’을 향한다. “만일 어 떤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의 은둔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세상의 바깥쪽만을 응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몽테뉴의 말처럼 33) 은둔을 서재 삼은 시인의 

세계는 모든 의미에서 세상 저 바깥에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밖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깥은 떡갈나무 숲이나 황량한 바닷가， 혹은 시골의 숲 

같은 실제적 자연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관념이나 상상의 자연으로， 

또 모든 경계 너머로 옮겨지기도 한다 

X: 세상을 잊은 나는 달콤한 정적 속에/ 상상의 잠으로 달콤히 빠져든다./ 
그리하여 시가 내 안에서 깨어난다./ 영훈은 서정의 물결에 이리 저리 빌려/ 

흔들리고 소리치며， 꿈속에서처럼/ 마침내 자유로운 모습으로 흐르고자 애 

쓴다/ 그러자 내 오랜 친구들， 내 꿈의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무리의 

손님 들이 나를 향해 찾아든다 

XI: 생각들은 머리에서 맹렬히 요동치고/ 날렵한 각운은 그들을 향해 달 
려간다./ 손가락은 펜을 찾고， 펜은 종이를 찾고/ 이제 곧 시는 자유로이 흐 

르기 시작할 게다./ 꼼짝 않는 물 속에서 배는 꼼짝 않고 그렇게 선잠을 잔 

다/ 그런데 이런1- 갑자기 선원들이 달려들어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33) 몽 테 뉴(990) r옹 테슈 수상록lI， 서 울， 286-7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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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은 부풀고， 바람에 충만하다./ 거대한 선체가 움직이며 파도를 가른다 

XII: 배는 떠간다 그런데 어디로 떠가는가?……/… /… ...... " ... 

-<가을>(OceHb ， 1833) 

책 읽다 졸아본 경험이 있다면 실감날 대목이다 서재의 토포이 (topoi) -

세상과의 단절， 정적， 벽난로， 상상， 시의 도래， 현실로부터의 도주 - 가 어김 

없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공간은 결코 닫혀진 내실의 난로가 

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늦은 가을날 저녁 책 읽다 공상에 빠져든 시인의 더 

없이 자유로운 연상을 따라 독서 의 공간은 끝없는 상상의 시 적 공간으로 흘 

러나가(끊임없는 흐름의 비유는 이 시의 중요한 장치이다)잉) 마침내는 드넓은 

해양으로 출항 나간 배 이미지와 함께 끝을 맺는다. 아니， 실은 끝맺는 것이 

아니라 말없음표의 무한 공간에 편승하여 자취를 감춰버린다. 

시적 자유의 체현이라 할 수 있는 시 <가을>은 시인의 공간을 극한의 차 

원으로 확장시킨， 가장 종합적이며 이상적인 서재의 축약도이다. “저 밖”으로 

향하는 나만의 시적 공간과， 그곳을 향하는 시인의 도주 욕구，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자기 증발의 단계로 이르는 서재의 현상이 그 안에는 들어 있다.<가 

을〉은 내실의 난로가라는 물리적 한계를 념어 꿈으로， 과거로， 물로， 거대한 

선박으로， 끝없는 항해를 앞 둔 대양으로 공간의 경계를 넓혀간다. 그곳은 더 

이상 책이나 펜， 종이 같은 도구가 아니라 시인의 걷잡을 길 없는 상상을 주 

인 삼아 쫓을 올리고 배를 띄우는 자유의 공간이고， 시마저도 그 안에서는 끝 

맺음의 한계성을 극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한 마디로 무경계의 공간이 

고， 이 세상이 결국 경계지어 있는 곳이라는 가정 하에서， 세상의 진정한 “저 

밖”이다，35) 

34) 초고에는 12연이 6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푸슈킨이 출항시킨 상상의 
배는 카프카즈로， 볼다비아로， 스코틀랜드와 노르만디와 스위스로 확장의 항해를 

계속한다 nyw KliH 0977-1979) rncc~ ， III: 426 ‘ 

35) 자유롭다못해 혼돈스럼기까지 한 상상의 무경계성은 〈가을〉 시를 작업한 푸슈킨 
의 초고 원고에 잘 드러나 있다. 다른 초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푸슈킨은 쓰고 지 

우고 다시 쓴 시구들 여기저기에 다양한(시에 등장할 뿐 아니라 등장하지 않는 형 

상까지) 종류의 삽화와 낙서들을 남겼는데， 그들이 바로 시와 회화， 예술과 상상， 

또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틀 사이의 경계 없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 

문이 다 푸슈킨의 자펼 초고 넉 장은 fleHHceHKO & φOMH4es(2α)1) rnyUJKHH pHCy

eT~ ， cn6. , c 40-5에 삽입되어 있다 아울러 푸슈킨의 설제 서재(페테르부르그， 모 

이카 12)를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것이 그 많은 책들과 서로 다른 의자들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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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을〉이 기록하는 푸슈킨의 상상은 읽고 있던 책의 어느 한 페이지에 

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을 잊은 채 한가롭게 앉아 졸며 꿈꾸 

는 그 상황이 상상의 출발점일 뿐， 독서 자체가 시발점이나 목적지는 아니다 

그래서 <가을〉은 시인의 다양한 메타포엠 중에서도 특히 ‘서재의 현상’을 총 

체적으로 말해주는 하나의 비유로 읽혀질 수가 있는 것이다. 푸쿄가 말했던 

‘서고의 현상’은 필경 푸코 자신 같은 비평가에게나 적절한 것이었다. 그가 분 

석의 예증으로 삼았던 성 앙투안도， 부바르도， 페퀴셰도 시인은 아니었다. 수 

도자였던 성 앙투안이나 펼경사였던 부바트와 페퀴셰는 모두 “책과 램프 사 

이”인 서고의 상상력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절대적 신앙과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고， 책에서 시작해 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자 

리걸음은 실패였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36) 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티 

아나의 독서 경험이 실패로 치닫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결국에는 책의 제도 

를 벗어나 자연의 본질로 회귀하고， 그럼으로써 도덕이라 불리는 진실의 교훈 

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고의 현상’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 

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인 푸슈킨의 책읽기는 단순한 ‘서고의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고에서 자연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의 세계로 진화하면 

서 마침내 ‘시-서재’라는 궁극의 한 현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보여준다. 

대 소파와 책상들과 물건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됨굴며 읽고， 쓰고， 자고， 상상하는 

시인의 모습이라는 개인적 느낌을 덧붙이고 싶다 역시 주인 없는 빈 서재를 방문 

한 사람으로서의 추측인데 아무튼 그의 서재가 “책과 램프”사이라는 공간과 관련 

된 행위에만 국한해 사용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참고로 푸슈킨이 소장했던 책은 

총 3，560권이며，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 빚에 쪼들리는 사람답지 않게 큰 액수를 

책 구입에 사용하곤 했는데， 1836년 한 해에만도 한 달에 약 천 루블 정도를 도서 
구입비로 쓸 정도였다 recceH(1984) rHa6epe:f<HaJI MOnKH 12dJ , MIIHCK,CC. 134-40 참 
조 푸슈킨 이 소장했던 도서 의 상세 한 목록은 MOll3aneSCK때(1910) rEH띠'HOTeKa A 

C. [JYDlKHHadJ, cn5 에 나와 있다 
36) 성서에서 시작된 성 앙투안의 환상은 결국 성서라는 텍스트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필경사였던 부바르와 페퀴셰 역시 옹갖 독서와 지식 수집의 편력을 거친 후에 팔 

경 작업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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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shkin ’ s Study 

Kim, Jin-Young 

As Thoreau wrote in his essay <Walking> , a poet's study finds itself 

not within his library but out of doors. The very concept of a poet ’s 

study as an ever extending , almost transcendental , birthplace of poetry is 

what this articJe starts with and tries to prove through some of Pushkin ’s 

works - mainly H' Evgenii Onegin~ ， <The Egyptian Night> , and the meta

poems such as <A Small Town> , <To My Ink-pot> , <The Muse> , <The 

Poet> , and <Autumn>. 

The articJe has thre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so-called “phe 

nomenon of the library" (Foucault' s term), as is demonstrated in H' Evgenii 

Onegin~ on various levels. A special attention falls on Tatiana' s reading 

and her affinity with nature.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phenomenon of a dandy ’ s study in the 

cultural context of the male aristocrat' s life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chronotopic contrast between the studies in the city and the viIJage, with 

their respective tendency towards self-demonstration and self-concealment 

underlines Pushkin' s own view on the ideal study of a dandy-poet. 

The third, and concJusive, part turns to the phenomenon of a poet' s 

study. A thorough analysis of Pushkin ’s meta-poems with study-related 

scenes shows an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a poet' s study indeed 

grows out of the cJosed space of books to the metaphoric “outdoors", to 

the endless space of poetic imagination and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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