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슈낀의 시에 나타난 사량에 대하여
홍 대

화.

1. 서 론
뿌슈낀은 삶과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에 정열을 불태운 작가로 유명
하다

이에 대해서는 동시대인들과 뿌슈낀 자신이 증언한 바가 적지 않다. 동

시대인인 볼몬스까야는， 뿌슈낀이 모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시 인의 의무로 간주했다고 증언하고 있고，1) 뿌슈낀 자신은 엘리자베따 우샤
꼬바의

앨범에 남긴 이른바 ‘돈 주앙적인 목록’ (lloH-lKyaHc l<뻐 CIUlCO I<)에서 자

신이 사랑했던 서른 일곱 명의 여인들을 나열하고 있으며，2) 바챔스끼의 부인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나딸리야 곤차로바가 자신의

백 열 세 번째의 사랑

이라고 고백한 바 있기

사랑에의

때문이다)) 이러한 뿌슈낀의

전 한국어로도 번역된， 완전히 위작임에 분명한

몰두는 얼마

『비밀일기」 의 등장을 가능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4) 러시아의 뿌슈낀 연구에서도 그의 작품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은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한 러시아 연구가는 러시아 독자들
의 의식 속에서 뿌슈낀의 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시라고 인정하고 있
고，5) 마꼬고넨꼬는 사랑， 자유， 예술이 뿌슈낀에 게 있어서 자아실현을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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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11!

lloH lI< yaH? -

K rrp06 J1 eMe ‘nyl마얘 H B

, 제 12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35쪽.

:l<1! 3H I!"’,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 1 호

98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다.6) 뿌슈낀 자신도 1829년 베스뚜
제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신없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비가를 쓴다 "7) 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의

먼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살피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뿌슈낀의 사랑시들을

살펼 때는 먼저 각각의 시들이 누구에게 헌정되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일반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8) 한 연구자의 지적대로 뿌슈낀에게는 “여러 성
격의 사랑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시로서 나타날 때는， 그리고 그 순간에 국

한된 한에서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사랑의 모습을 띄었던” 만큼，9) 연구자들
은 바로 그 각각의 사랑을 밝히는 데 전념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뿌슈

낀의

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서는 드문 듯 하다.

뿌슈낀이

겪었던 사랑이 다양했던 만큼 그의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얼굴

역시 다양하다. 그 사랑은 장난기 어린 사랑과 즐거운 모험으로서의 사랑에서
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와 헌신까지 그 폭이 넓
으며， 고통스러운 사랑에 대한 기억과 계산적이면서도 차가운 유희로서의 사
랑 모두를 담고 있다.1 0 ) 본 논문에서 펼자는 이러한 다양한 얼굴로서의 뿌슈

낀의 사량이 그의 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전기적인 사실들과는
무관하게 밝히고， 더 나아가 뿌슈낀의 사랑의 모티브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의 사랑에

대한 태

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악마적
인 것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이 뿌슈낀에 의해 전기와 후기에 걸쳐 어떻게 달
리 해석되었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o.

MaKoroHeHKo(1974) TBOP'leCTBO A. ζ fl)llllKHHß B 1&땅 e ro.빼18'30-1.잃키， 11.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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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7)

K. H. rpHropMIH(l990) flyDIKHHCKß J1 3 J1e rHJ1, 11.: HayKa , c. 122.

8)

c.

A. φ0뻐'1 es(200 1) CJ1~eHμe My3. 0

J1HpHKe flYDIKHHß ,

C06.: ryMaHHTapHoe areHCTSO

<AKalleMH 'I eCKHR npoeKT> , C. 127.

9)

95.

김진영(1 996) ， 7쪽.

10) B. H. KacaT 재 Ha(2001) POMßHTH'leCKß J1 M}'3ß flYDIKHHß , M.: 113 1l. MOCK. YH-Ta. C.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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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2. 1.

돈 주앙적인 사랑 一 사랑의 시기

돈 주앙의 테마는 서구 문학 속에서 몰리에르와 모차르트， 호프만 등에 의해

서 구현된 서구 문학 속의 영원한 테마 중 하나이다. 뿌슈낀 또한 이 테마에
몰두하여 「작은 비극들 (ManeHbKHe Tpare때H)J 의 r 석상 손님 (KaMeHl뼈 rOCTb)J 에서
‘돈 구안’의 형상을 창출하였다 11) 우리가 이 장의 제목에서 말하는 돈 주앙적
인 사랑의 모티브 12) 란 바로 r 석상 손님」에 나타나는 ‘돈 구안’의 사랑의 행태

와 삶의 철학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톤 구안’의 사랑과 삶의 철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의
사랑， 현재의 사랑에 몰입하고，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삶의 철학은 그의 대사 -

“순간의 삶의 가치를 안 / 그 순간부

터， 바로 그 때부터 / 나는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소 (Ho C TOß
nopbI JIHWb TOJIbKO 3Ha lO ueHy / MrHOBeHHO꺼
~， QTO 3HaQHT CJIOBO CQaCTbe)13) -

:l<H3HH.

TOJIbKO C TOη nopbI / 11 nOH~JI

속에 잘 표현되 어 있다 14) 사랑과 삶에 대

한 이러한 태도는 뿌슈낀에게 있어서 이미 낯선 것이 아니었다. 돈 주앙적인
요소들은 이미 리쩨이 시절에 집펼된 아나크레온 풍의 시들에 등장하는 쾌락
주의적인 시인의 형상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뿌슈낀은 프랑
스의 ‘해학적인 서정시 (JIerKa~ n033H~)’와 바쥬슈꼬프의 영향 하에서 지상에서
11) 기존의 돈 주앙적인 텍스트와 뿌슈낀의 돈 구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을 참조하시오

김희숙 (999)

í 메타 움직임의

텍스트

푸쉬킨의 〈석상손님 >J

「러시아연구 J , 제 9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59-66쪽.

12) 본 논문에서 ‘모티브’는 ‘서술의 최소 단위’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서 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시 오. J1. H. Ue Jl Kosa(200 1)

“ MOTHS" , 지HTepaTypHaß

3HaH-

KJ10nepHß TepMHHOB H nOHßTHi1, M.: HPK(HHTe Jl SaK) , c. 594.

13) A. C. nymKHH (1956-1958) flo짜 Coφ CO tf.

B

10-x

TOMax , M.: H3 1l. aK aJ]. HayK. T. 5.

c. 394 앞으로 작품에 대한 인용과 언급 시 괄호 안에 권과 페이지만이 지적될 것
이다. 또한 앞으로 인용되는 러시아 텍스트의 번역은 모두 인용자 자신의 것임을
밝혀둔다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최선 (1996)

í 뿌슈낀의 돈 후안의 파멸

의 원인」 , r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J , 제 2집， 한국러시아문학회， 521-542쪽; 홍대화

(2003)

r 뿌슈낀의 〈작은 비극들〉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일고 J , r 슬

라브연구 J , 제 19-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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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즐길 것을 권하는데， 15) 이 때 무엇보다도 시인이 지상에 즐기고자 하

는 것은 짧은 사랑이 주는 쾌락과 행복이 된다. 이 시기의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이고， 사랑은 유희이자， 농담이 되기도 한다 16) 그러한 시들의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814 년에

씌어진 시

「지복 (ÓJIa:l<e HCTBO) J 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의

변심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목동을 술의 신， 사티로스가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티
로스는 목동에게 “지복의 순간을 영원히 잡으라(빼 r ÕJIa)i( eHCTBa BeK JIOBH)" 라

고 말한다. 술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니， 취한

상태에서 큐피트와 화해하고 새로운 여인의 품에서

행복을 즐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판의 말을 통해서 사랑이 주는 행복의 순간은 잠시일 뿐， 그것
이 영원할 수는 없으며， 술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중
요한 것은 행복의 순간을 잡아，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모티브는 1815 년의 시 「아나크레온의 무덤 (rpOõ AHaKpeOHa)J 에서

도 반복된다. 아나크레온의 죽음을 노래하는 이 작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17) 앞의

시에서 목동이 사랑의

비지속성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사

티로스가 그 비지속적인 사랑의 순간순간에 몰입하여 즐기라고 권하듯이， 이
시에서도 시인은 삶 자체의 유한성， 덧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삶 속에서
새털 같은 행복을 잡으라고 말한다. 인간이 영위하는 나날들은 환영과도 같다

고 하지만， 그 환영 (npHBH}leHbe) 은 쾌락 (HaCJIa)i(}leHbe) 과 압운을 이루며， 쾌락

을 환영과 같은 것으로 만든다. 시인은 행복을 잡으라고 권하지만， ‘잡으라’라
는 의미의 ‘라비 (JIOBH)’는 ‘사랑(류브비 JIIOÕBH)’과 맞물리면서， 사랑을 잡으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덧없는 삶 속에서 환영과도 같은 순간의 쾌락을 붙

잡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쾌락은 곧 불같은 열정의 사랑과 술이 제공해 주
는 것이 된다. 여기서도 순간의 사랑에 몰입하라는 돈 주앙적인 사상이 엿보
인다.
15) K. H. rpllrOpb 5l H(1990) , C.

101.

16) E. M. Ma1!MIIH(198 1) llyOJKHH. !KH3Hb H TBop'æCTBO, M.: HayKa. c. 13.
17) OH IIC'!e 3, Ka K HaC Jl a:l<lleHbe/ KaK BeCe JlblI! COH

.1lI06BH./

CMepTH뼈， BeK TBO I! npllBlIlle-

Hbe: / C'I aCTbe pe3Boe πOBH; / HaC Jla:l<llal! C 껴， HaC Jla:t<lla잉C 5I; /
CTpaCTblO nψIKO I! yTOMJI5II! C5I / H 3a

'1 awe l!

lJ all\ e Ky60K Ha JlIIBal!;

OT }lhIX al!! 그는 사라졌다. 쾌 락처 럼

/ 사

랑의 즐거운 꿈처럼 / 유한자여， 너의 시절은 환영과 같도다 / 새럴 같은 행복을
잡으라 / 즐기라， 즐기라 / 더 자주 잔을 기울이라 / 불같은 열정을 채우고 / 잔을
들이 키 며 쉬 어 라 !(T. 1. c.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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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슈낀의

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모티브가 발견되기

101
시작하는 시기에도

돈 주앙적인 사랑의 모습은 나타난다. 1816년의 시 「사랑 하나만이 ...... (찌060Bb
OIlHa) J 가 그

대표적 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사랑 하나만이 차가운 삶 속의

기

쁨이고， 사랑 하나만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노래하는 시인은 사랑의 기쁨 뿐
아니라， 사랑의 고통 또한 알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사랑을 노래하
고， 그 노래로 인해 영광을 얻은 자들의 행복과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비교하
며 우울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리라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
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에 자신이

알았던

사랑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사랑을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찬란한 청년기에 날아갈 듯
이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을 잡아， 즐거움과 미지의 애무에 수줍은 아름다움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18) 시인은 자신의 사랑에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도， 순간의 삶의 가치와 긍정성을

수긍하는 쾌락주의자로서의 면모 또한 잃고 있지 않다. 1819 년의 시 r 똘스또
이에게 부치는 4 행시 (CTaHCbI TOJICTOMY)J 에서도 시인은 삶의 쾌락과 술잔을 거

부하는 젊은 철학자 똘스또이에게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라며， 새털같이

가벼운 사랑과 만취를 즐기라고 권한다. 여기서 시인은 삶의 순간에 순종하
고， 청년기를 젊게 보내라고 말한다.
이러한 쾌락주의자로서의 시인의 형상은 「까프까즈의 포로 (KaBKa3CKHfi ITJIeH-

HHK)J 를 집필하던 1821 년의 시 「나의 친구여， 내 지난 시절의 흔적들은 사라
졌으니 (Mofi IlPyr , 3a6b1T삐 MHOfi CJIellbl MHHYBillHX JIeT)J 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등
장한다. 시인은 이미 사랑과 우정

쾌락을 믿었던 닥관적이고 긍정적이던 젊

음의 시절을 다 보낸 사람이다. 그는 지금 젊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아왔던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고 청한다. 여인은

아직 절망을 모르고， 그녀의 영혼은 밝은 대낮처 럼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와 그의 사랑이 그녀를 두렵게 할까 걱정인 것이다. 시인은 과거는

뒤로 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 그
는 그녀에게 “오늘 나는 사랑하고， 오늘 나는 행복하다 (CerOIlHjj

18)

JlJ0 6JIIO jj , cero-

CToKpaT ÕJllU< eH , KTO B IOHOCTH npe Jl eCTHoR / Ce꺼 ÕblCTPblR MHr noRMaeT Ha
KTO K pallOCTjjM H Here HeH3BecTHoR ,

있을 지니，

/

J1 eTy;

/

CTblllJI HBYIO npeK Jl OHHT KpacoTy! 백배나 복이

/ 날아가는 빠른 순간을 잡는 자 / 기쁨과 미지의 위안에 / 수줍은 아
름다웅을 숙일 줄 아는 자여 !(T. 1. c.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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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H5I

C'I aCTJIHB 51)" 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 또한 과거보다는 현재의 감정과 사

랑에 충실하고자 하는 돈 주앙적인 세계관의 일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모티브는 1822 년의 시 「아델리 (AlleJIH) J 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19) 시인은

아델리에게 ‘쾌락을 위해 태어났으니， 젊은 날에 환희의 짧은 순간과 사랑에
몸을 맡기라’고 외친다.

이후 뿌슈낀의 시 속에서 사랑은 계속 노래되지만

아나크레온 풍의 시에

나타나던 쾌락주의적인 사랑에 대한 태도， 즉 순간의 사랑， 현재의 쾌락에 몸
을 맡기고， 그 순간 속에서 영원을 찾으려는 태도는 현격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테마는 「작은 비극들」에서

돈 구안의

형상 속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돈 구안 식의 사랑은 젊은 시인의 독특한 세계관에 근거해서 발전된
것이다. 이

세계관은 고대의

작가들 호라티우스와 루크레티우스때)， 프랑스의

해학적인 서정시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
세계관 속에는 지상의 모든 것

사랑 아름다움의 순간성과 덧없음에 대한 인

식과 함께 지상의 모든 것을 가능할 때 즐기라는 삶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

다 2 1)

특히 이러한 모티브는 에로틱한 사랑의 쾌락을 구가하던 뿌슈낀의 초기 시
들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티브는 1815년 이후 우울하고 절망한 시인
의 형상이 점차로 두각을 드러내는 시에도 자주 엿보인다. 1816년의

나는 사랑이 영원히 꺼졌다고 생각했소 (71 llyMaJI ,
Ila) J

에서 시인은 이미 사랑과 쾌락의

'1 TO

비가

r

JI뼈OBb nOraCJIa HaBCer-

밤들을 보냈던 자신이 지금은 우울함

속에서 쾌락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고통으로 인
해 삶의 꽃은 시들고， 젊음이 슬프게 흘러가고， 노년의 위협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일련의 시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희망， 쾌락을 꽃에 비유하
며， 그러한 삶의 꽃이 시들 때， 젊음 또한 사라지고 노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다. 즉 사랑은 젊음의 꽃인 셈이다. 그리고 뿌슈낀에게 있어 노년은 사랑이 사
라진 자리에 찾아드는 것이 되기도 한다. 같은 해에 쓴 시 <쾌락 (HacJIa해eHHe) 에

19) B. H. KacaT 쩌 Ha(200 1)， c. 68.
20) O. C. MypaBbeBa(2002) , c. 144.
21) E. B. LJy6Y I< OBa (1 984) “ ßHueRc I< a51 JIHpH I< a nym I< HHa B JIHTepaTypHoM npouecce 1810-x
rr." , Ha nyTJlX K pOMaHTH3 M}', ß.: Hay I< a. c‘ 198.

뿌슈낀의 시때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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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사랑과 젊음은 거의 동반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동년의 시 「축복의 잔
(3a311paBH뼈 Ky6oK)J 에서도 비슷한 구절은 발견된다. 무엇을 위해 마실 것인가

를 묻던 시인은 “젊은 사랑의 기쁨을 위해서 마시자”고 제안한다. 젊음이 가
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젊음은 곧 사랑의 계절’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1817년의 시
자신의

「까베린에게 (K KaBepHHy) J 라는 시에서는 “모든 것에

순간이

때가 있고，

있나니 (BceMY nopa , BceMy CBOH MHr)" 시인은 “살 수 있을 때

살면서 바쿠스와 사랑에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삶의 다양한 순간

과 인간 내면 속에 다양한 면모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모티브
는 나중에

이르러

「작은 비극들」 중의

모짜르트의

「모짜르트와 살리에리 (MOl.\apT H CaJIbepH) J 에

형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1817년의

볼테르에게서 (C TaHCbI. ÝI3 BOJIbTepa)J 에서는 젊은 시절이

시

r4 행시.

가면， 이성이

오고，

그러면 사랑과는 헤어져야 한다는 공식이 표명된다. 시인은 사람은 두 번 죽

어야 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정욕적인 꿈과의 이별이고， 두 번째 죽음은 육
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한다. 시인에게 젊음의 시절은 새벽이며， 노년의 시절은
저녁이다

이 저녁에 시인은 달콤한 꿈을 상실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모티브들， 즉 사랑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는 젊은 시절이고， 그 젊
음이 가면 아름다움도 시들고， 동시에 노년이 슬며시 찾아온다는 모티브들은
시

「고르차꼬프

1813-181 7),

공작에게 (KH꺼 310

A.

M.

fOp 'l aKoBy J (817) ,

r 노인 (CTaPHK) J (

r 목신과 여자목동 (φaBH H naCTY Ill KaL 0813-1817) 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1819년의 시 「플라토니즘 (nJIaTOHH3M) J 은 혼인의 신인 히멘 신이 너
무 점잖은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유혹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옴을 내맡기지 못하는 리다라는 여인에게 시인이 주는 충고의 시
이다. 아름다움은 곧 시들 것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아름다움 또한 그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따끔한 충고이다. 즉 젊음
이 가면， 아름다움도 시들고， 그러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음도 아름다

움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시들 때가 있으니， 그 사랑의

때를 즐기라는

것이 뿌슈낀의 시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논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조는
시 「쿠플렛 (Couplets)J (1813-1817) , r 똘스또이에게 바치는 4 행시 (C TaHCbI

TOJIC-

TOMY) J (819) 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1820 년대에 틀어서면서 뿌슈낀의 시에는 보다 냉철하면서도 계산적인 사교

계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고통이자， 추억， 아픔인 것으로 묘
사되고， 사랑에 대한 시니컬한 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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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이미 불같은 사랑을 누리는 청춘의 시절이 지났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쾌락주의적인 시인의

모습은 뿌슈낀의

1821 년의 시

「알렉세예프에게

(AlIeKceeBY) J 에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사랑에 빠
져서 그 사랑을 토로하는 젊은이에게 자기

또한 과거에는 청년과 같았다고

웅답한다. 시인은 이미 젊은 열정은 자신에게서 사라졌으므로 희망을 미친 듯

이 믿기도， 여인의 남편을 속이기도 죄스럽다고 말한다. 즉 시간이 흐르면 사
랑도 열정도 다 지나간 경험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과 삶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회의주의자로 변모된 시인의 형상이 드러나지만， 이 형상
의 뒤에는 불같은 사랑에는 때가 있고
유년 시절의 세계관의 변형이 숨어

그 젊음이 지나면 사랑도 사라진다는

있기도 하다. 즉 때 이른 영혼의 노화를

겪은 시인에게서 유년이 지나가자 사랑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젊음과 사랑， 아름다움에는 때가 있다고 믿는 시인의 형상은 한동안 나타나
지 않다가 1826 년의 시 「고백 (npH3HaHHe)J 에서 다시 나타난다. 시인은 자신의
얼굴이 사랑에는 이미 어울리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은 사랑의 병에 걸려 스

스로를 속이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한다. 즉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것이 어울
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논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사랑의 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렇게 젊음의 때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만개하는 ‘시기’라는 개념은 1810 년
대에 젊음의

때에 사랑을 즐기라는 몬 주앙적인 모티브들과 긴밀히 연관되면

서 계속적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뿌슈낀이 바이런적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 이 ‘젊음은 사랑의 때’라는 모티브는 젊음의 시기를 이미 과거로
인식하는 시인의

벨랑콜리한 기분들과 결합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보다 후

기의 시에서 이 모티브는 젊음은 갔으나 사랑은 여전히 시인의 마음을 매혹
시킨다는 모티브로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2.

고통으로서의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평생을 걸쳐서 사랑의 힘은 뿌슈낀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자
신을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사랑의 힘을 아주 초기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다.

1813년 최초의 시 「나딸리야에게 (K HaTaJlbe)J 에서 시인은 사랑을 몰랐을 때는
여자들을 자유롭게 대하며 장난도 치고 웃음도 지을 수 있었지만， 사랑에 빠

뿌슈낀의 시에 나타난 사랑애 대하여

지자 하루 종일

여인에

대한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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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사랑의

힘， 특히 에로틱한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하여서 이성도 그 앞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인식된다. 뿌슈낀은 에로스의 속삭임과 이성의 속삭임 사이에서 에로

스의 호소 앞에

힘없이 굴복하는 여인의 마음을 r 이성과 에로스 (PaCCYllOK H

3pocJ (1 814) 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1814년의 시 「경험 (OITbITHOCTb) J 에서
죽음만이 자신을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22)

이렇게 강력한 사랑의 힘은 때로 시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한번 느낀
사랑의 감정은 너무도 강렬해서， 한번 사랑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절대 잊
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간 사랑， 특히 거부당한 사랑， 혹은 실패한 사랑은
추억을 동반하고， 그 추억은 고통과 연결된다

1815년의 시 「나따샤에게 (K Ha

TaIll e )J 에서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시인이 다가올 겨울밤을 그녀만을 회
상하며 슬피 보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사랑의 계절은 여름

이며， 여름이

가고 자연이 시들 듯이， 그의 사랑도 시들어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비유된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남는 것은 추억이 된다. 같은
해의 시 r 변심(lhMeHbl)J 에서도 배신당한 사랑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사랑하던 여인이 떠나자， 시인은 그 여인에 대한 추억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여인들을 찾아 사랑하리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시인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해보지만， 그녀

의 응답은 없다. 시인은 그 고통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리라고 고백
한다， 1817년 의 시 r 병 원 의 벽 위 의 닥서 (HallTIHC b Hall CTeHe 60 Jl bHHUbl) J 에 서
시인은 사랑의 병에는 치료약이 없다고 선언한다 23) 1817년 리쩨이를 졸업한
후 쓴 시 r*** 에게， 묻지 마오， .. ,(K*** , He CTIpaIll HBaß,.. .)J 에서 시인은 “한번 사
랑한 자는 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한번 행복을 안 자는 이미 다시는 행복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번 느낀 강렬한 사랑과 행복의 감촉은
그 흔적을

영원히

남겨， 영혼 속에

고통과 절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다.깅)

22) CMepTb OTKpoeT rpo6 y*acH~R ， / nOTeMHe~T B30p~ ~CHμ ， / H He cTyKHeTc~ 3pOT / Y
MOrIlJlbH~X BOpOT 죽음이 무서운 관을 열고，/ 밝은 눈이 흐려지면 / 무덤의 문을 /
에 로스가 두드리 지 않으리 (T , 1. c , 59) ,
23) 50 Jle3Hb ~6BII HeIl3J1eqIlMa! 사랑의 병 은 치 료될 수 없도다 !(T ， 1. c, 267)
24) KTO pa3 ~611J1， y* He no~띠T BHOBb ν KTO C뻐CTbe 3HaJI, y*e He y3HaeT C뼈C
Tb~ ， / Ha KpaTKIIR Mllr 6J1 a*eHCTBa HaM naHO: / OT ~HOCTII ， OT Her 11 C JlanOCTpaCTb~
/ OC TaHeTC쩌 yH~Hlle OnHO.. ，한번 사랑한 자는 이미 다시 사랑할 수 없고， /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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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힘이 강한 만큼 시인에게는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도 강렬
하다. 1816년의 시

시인은

「비가. 나는 사랑이 ... (3 J1 erHJJ. 51 llyMa Jl,

"I TO

JIIOÕOBb . ..)J 에서

자신에게서 사랑은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은 우정의 항구에 맞을 내

려 완전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인은 곧 그것이 기만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랑을 모르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
르면서도， 자신은 그 사랑의 사슬을 끊었으므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런 생각마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정열의 불꽃은 그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과 욕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기도 한다.엉)

사랑의 속박이 얼마나 강한지， 1816년의 시 「아나크레온의 잔(I\!HaJI AHaKpeOHa) J

에서는 큐피트가 화살통과 화살을 아나크레온을 위한 잔에 빠트리고， 시인에게 그
것을 주워달라고 하자， 시인은 그곳에 떨어졌으니 다행이라고， 그냥 거기
게 하자며， 그 부탁을 거절한다. 사랑이

행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기

도 하므로， 큐피트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것이다

있

시인에게는 오히려

다행한 일인

이렇게 시인에게 있어 사랑은 행복과 쾌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

이기도 하다

그 사랑의 속박， 굴레，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 시인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한 마음은 1818년의

시

r 몽상가 (Me "lT a Te Jl b) J 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랑은 열정이고 광란이지만， 오만한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감정을 없애 달라고 신에 게 애원하
게

된다고 시인은 말한다 .26) 1816년의

시

「이별 (P a3 J1 YKa) J 에서

시인은 이별

알았던 자는 이미 행복을 다시 깨달을 수 없네./ 지복의 짧은 순간 만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유년， 위로， 쾌락에서 남은 것은

/

오직 절망 하나 뿐이라너l... (T. 1. C

318).

25)

lIIo6oBb , OTpaBa HaUIHX .l1H eii ,

며Imll Moe때，

/

/

Eerll C TOJInO때 06MaH 'IlI BblX Me 'l TaHI깨

JJeT lI Te , npll3paK lI... AMYP , y* jj He TB。에.

/

/

He cO*lI ra꺼

OTaa꺼 MHe paaOCTH , OT aaii

“

MHe Moii nOKOκ / EpoCb O.l1Horo MeHjj B 6eC 'IYBCTBeHHoii np poae / 에Ib aaii ellle J1 eTaTb

Haae*뻐 Ha KpblJl aX ,

/

TI03BO Jl b e띠e 3aCHYTb II B TjjrOCTH버X uenjjX / Me 'l TaTb 0 c Jl a-

aOCTHoii cBo6oae 사랑이여

우리 나날들의 독이여，/ 기만어린 꿈들의 무리와 함께

사라지라，/ 내 영혼을 태우지 말라
너의 것이 아니다，

/

/ 날아가라， 환영들이여 ... 아무르여， 나는 이미
/ 무감각한 자연 속에

내게 기쁨을 다오， 내게 평화를 다오，

나를 홀로 내버려 다오，/ 아니면 아직 좀더 희망의 날개를 타고 날수 있게 해다
오，/ 잠든 채 고통스런 사슬에 묶여 달콤한 자유를 꿈꿀 수 있게라도 해다오 (r 비
가. 나는 사랑이 ... J

26) “OT aaiiTe ,

(T. 1. c. 226)).

6o rll , MHe paccyaoK OMpa 'leHH뼈，

/

B03bMlI Te OT MeH쩌 ce꺼 06pa3 pOKOB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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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시적인 영감과 우정에서 위로를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망각은
오지 않았고， 자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
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시인은 이 사랑의 고통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는다. 즉 사랑의

아

픔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것이 시인의 마음
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량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했

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그의 또 다른 마음인 것이다. 여기서 고통을 극

복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모티브가 나타나게 된다.
1816의 시 「소망(lKeJlaHHe) J 에서는 불행한 사랑이 노래되지만， 시인은 그 고
통 속에도 기쁨은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사랑의 고통이 소중하므로， 사랑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고 말한다.낌) 사랑에

비하면 삶도 가치가 없는 것이

다. 사랑을 잃은 시인은 잠에서 깨어나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다는 것을 발
견하자， 사랑의 꿈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기도 한다. 1816년의 시 「깨어남

(np06Y:l<lleHHe) J 에서 시인은 사랑의 회상에 젖은 꿈을 꾸면서， 깨지 않은 채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런 시들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이 노래
되고 있다리다에게

보내는 편지 (nOC JlaHHe 재lle) J (1 817) 에서도 시인은 ‘사

랑의 행복과 안위’로 인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토로한다.잃) 시인은 사랑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낀다. 1818년의
복 (BbI3110pOBJleHbe) J 에서는 사랑의

병을

앓으며

시

r회

죽어가는 시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회귀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이렇게 사랑은 뿌
슈낀의 시에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감정으로 노래된다. 사랑이 있다면 죽어도
좋고， 사랑 때문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시인의 열정인 것이다.
1818 년의 시 「나는 들었네 ... (71 CJlblllla Jl ... .) J 에서는 우정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주는 최상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감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았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인데， 이 감정은 쉴

/ nOBonbHO ~ n~ÕHn; OTaaßTe MHe nOKOα. ‘” “신들이여

내게 음울한 이성을 주소서

/ 내게서 운명적인 형상을 거두어 주소서 / 나 질리도록 사랑했으니， 내게 평화를
주소서 ... "(T. l. c. 339).
27) MHe aoporo ~ÕBH Moeß MyqeHbe -- / OycKaß yMpy , HO nycTb yMpy ~Õ~! 내 게 내
사랑의 고통은 소중해
/ 죽으라변 죽지， 하지만 죽어도 사랑하며 죽으리라 !(T.
1‘ c. 223)
28) 0 J1 Haa , ecnH Õ YMHpanH / C õna:t<e HcTBa , HerH H n‘OÕBH! 오， 리다， 만일 / 행복과 위
안， 사랑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변 !(T. l. c.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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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나， 일할 때나， 근심을 할 때나 언제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으로 고통

스럽고 잔혹한 감정이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시인은 “희망의 성유가 깊고 중
한 상처를 아물게 하지 않는 한에는 사랑의 감정은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혼

을 죽여 버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인은 사랑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한창 나이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고 싶지 않
다고 선언한다.잃) 죽음과도 같이 고통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사
랑의 힘， 열정을 거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감정은 1818년의 시 「저기 숲 옆에 ... (TaM Y JIeCKa .. ..)J
라는 시에서도 노래된다. 알리나와 에드빈의 사랑을 노래한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얄리나가 기다림에 지쳐 죽고， 에드빈 또한 고향에 돌아오자마
자 죽은 연인의 무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사랑
으로 인한 기다림과 상실의 고통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시 또한 죽음보다 더한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노
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24 년의 시 「클레오파트라(K.neona Tpa) J 또한 이러한 모티브를 계승하고 있
다. 클레오파트라는 하룻밤의 사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할 사랑의 기사들을 초

청한다. 세 사람의 기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의 오만함을

꺾어 보고자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은 시인으로서 타락에 워낙 익숙한 쾌락

주의자이기에 클레오파트라의 제의에 응한다. 그러나 세 번째 청년은 순수한
사랑의 화신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목숨을 걸고 구애한다. 여기서 사랑에 대
한 세 가지 자세가 노래된다. 결국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가

장 순결한 사랑의 화신인 세 번째 청년의 사랑이다. 여기서도 죽음을 불사하
는 사랑의 힘이 노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의 모티브는 1825년 이후 현저히 뿌슈낀의 시에서 사
라지지만 간간이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1827 년의 시 「예까쩨리나 우샤꼬

바에게 (EK.

H.

YlIlaKOBOη)J 에서는 자신의 구애에 냉담한 여인에게 ”내가 목매달

아 죽어도 한탄하지 않으려는가 11 라고 시인은 되묻고 있다. 1830 년의 발라드
「주문 (3aKJIHHaHHe) J 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인

레일라의

혼령을 부르는 주문이

나온다. 레일라의 연인은 유령의 모습으로라도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은 것

29)

BOT CTpaCTb , KOTOpofl
:t< e Jl alO ••• 이것이

j!

crop aIo! ../ l'I Bj! HY , rHõHY B I1 BeTe

J1 eT

,/ Ho HC l1 eJlHTbC j! He

내가 불태우는 정열이네!. ../ 나는 한창 나이에 시들어 죽어가지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너1..JT. 1. 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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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노래된다. 183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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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먼 조국의

해변을 위해 (llJI~ 6eperOB OT'Ui 3HbI .llaJIbHOìl) J 에서 시인은 사랑하던 이국 여인
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하고 있다. 그녀가 죽었으므로， 그녀와의 만남의

키

스의 가능성도 사라졌지만， 시인은 그 만남의 키스를 기다리며， 그녀의 뒤를
따르려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시에서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 이전의 시처럼 강

렬한 고통과 열정을 동반하는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도 극복하
는 길고 애잔한 사랑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사랑은 뿌슈낀이 사랑의 영원성을 믿는 전기 낭만주의의 사랑관에 충실했
음을 보여준다.

2.3.

상처로서의 사랑， 냉혹한 사교계의 사랑

1810 년대에

리쩨이와 빼쩨르부르그 시절， 뿌슈낀의

시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랑들， 즉 아나크레온 풍의 돈 주앙적인 사랑， 젊음의 꽃으로서의 사랑， 고통

이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등이 주된 모티브로 등장한다면， 1820 년대가 되

면서， 1820 년에서 1825년 사이에 뿌슈낀의 사랑에는 다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전의 시에서도 사랑의 실패에서 오는 절망의 모티브들은 간간이 이어
져 왔으나， 이 시기에 이 절망과 좌절의 모티브들은 깊은 상처의 모티브들과
결합되면서， 시언에게 상처를 주는 여인틀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분석이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런적인 낭만주의와 연관되면서， 시인의

때 이른

영혼의 노화와 세상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판，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도 연

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시기에도 시인은 상처를 준 여인들을 아
쉬워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난 그대들이 아쉽지

없는 사랑의

정열이

예전과 같은 사랑이

않다 ... (MHe BaC He

>I< aJIb) J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고 (r

(1 820)) , 전쟁 속에서도 잊을 수

노래되기도 하지만 (r 전쟁 (BoìlHa) J (1 82 1)), 이러한 사랑의

모티브는 드물게 나타나며， 오히려 사랑의 냉혹한 측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진
다.
우선 1820년의 시 r 대낮의 천공은 지고 (noraCJIO .llHeBHOe CBeUlJlo)J 를 살펴

보자. 이 시에서 시인은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었다 그가
있었던 북녘 땅에서 첫 열정들은 불타올랐고， 그는 그곳에서 젊음을 잃어버렸
다. 시인은 그곳의

여인들을 ‘부도덕한 방종의

친구들 (HanepCHHl\b1 nOpO '-l Hb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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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6J!YlI<.lleH째)’이 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 이

이 들을 위 해

평 화와 영 광， 자유와

영혼까지도 모두 희생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들은 ‘젊은 배신자들 (H3MeH

H뻐b1)’이었고， 그는 이들을 잊었지만， 이들로부터 그가 받은 사랑의 상처는 그
의 영혼 속에 깊이 남아 치료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여인들은 낭만주의
적인 숭배의 대상，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멈춘다.
1820년의 시 「검은 숍 (4epHa.sl ma Jl b) J 에서는 사랑에 배신을 당한 한 남자가
여인과 정부도 모두 자기 손으로 죽이고， 여인이 남긴 숍을 보며 괴로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가 사랑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는 그 이후로

사랑도， 밤의 즐거움도 모르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한다. 즉 연인의 변심이 그
에게서 사랑의 능력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것은 1817년의 시 r*** 에게， 묻
지 마오 ... J 에서 처음 나타나고， 서사시 「까프까즈의 포로」에서도 반복되는 모

티브이다. 까프까즈의 포로는 고향에서 받은 사랑의 상처로 인해 체르께스 여
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르께스 여인 또한 포로로부터 받은 사랑의

상처로 인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랑들의 가능성
을 죽음으로 잘라버린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서 다시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리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브는 「집시들 (UblraHbI) J 에서

노인의 형상 속에서도 반복된다 3이 이렇게 한 번 겪은 사랑의 큰 상처는 사랑
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 전체로부터의 소외를 야기하기도 한
다.

여인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 또한 냉정함을 지니게 된다. 이전의 시들 속

에서 여인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름다웅
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고
유년기에

시인은 미인

노년이 오면 그 아름다움은 스러지는 것이었다.

앞에서는 경건한 대주교도 어쩔 수 없이

아름다움을

기리는 기도문을 노래하게 된다고 말한다( r 오가레바에게 (K OrapeBO다 )J0817)).

1818년에서 1820년 사이에 씌어진 시

「마드리갈 (Ma.llPHr aJl) J 에서는 “사랑해본

적이 없고， 심장이 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사랑에 빠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점

차로 시인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1818 년
에서 20년 사이에 씌어진 시 「렬랴에게 (JJHJle) J 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경멸하고
비 웃는 여 인 의

30) E. B

아름다움을 ‘무감각한 아름다움 (6eCtlYBCTBeHHa.sl KpaCa) ’이 라고

φp1lLIMaH (l 980)

POMa. HTH3M B TBOP'leCTBO

A. C. f7yDIKHHa., M. , C.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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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울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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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 (KpacaBHua nepe ,ll 3epl< alIOM)J 에서

시인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서 오만함과 교활한
시선을 잡아내고 있다.3 0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도 예전의 무아경의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는

다른 시니컬한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등장하게 된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의 시에서 보이던 돈 주앙적인 사랑의 변이형태이기도 하다. 즉 젊

음의 쾌락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식이 냉정하게 묘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의

대표적인 예가 「요부에게 (Ko l< eT l< e)J(1821) 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어떤 소설에서 난봉꾼이 사랑 때문에 죽더냐?"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도 길어봐야 삼 주변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유도 “지루해

서라든지， 우연 때문， 혹은 질투심 많은 남편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
신과 상대방 여자의 사랑 또한 그러한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서로

의 일시적인 펼요에 의한 사랑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열 살의 나이 차이에
도 불구하고(그녀는 서른 살， 나는 스무 살)， 둘 다 사랑에 빠진 척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신했으니， 새삼 옛 일로 스러진 청춘기의
열정을 일깨우려하지

말라는 것이 시인의 충고이다. 이것은， 경험

많은 바람

퉁이가 계속적인 사랑의 밀회와 고백을 요구하는 요부에게 띄우는 정중한 거
절의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즐기는 것으로서의 사랑， 그때그때의 필요로서의 냉정하면서도 계산적
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전신은 1818년의 시 「멋진 여인에
게 (npelIeCTHHue) J 에서 발견된다. 이 시는 멋지고 화려한 옷， 은근한 목소리와
시선으로 시인을 유혹하는 능란한 여인에게 가하는 일침이라고 볼 수 있다.
거짓으로 치장된 상냥함과 수줍은 척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한 아름

다움 뒤에는 쉽고도 값싼 사랑， 수치스러운 거래로서의 추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화려한 사교계 뒤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거래는 시인에게 환멸과

좌절로 다가오게 된다.

1822 년의 시 「라예프스끼에게(얘B. φ. PaeBC다1< 야0애‘‘Mψ
‘
멋진 꿈으로서의 사랑을 자신의 유년기의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
금 그는 이제 사교계도， 삶도， 우정도， 사랑도 벌거벗은 모습 그 자체로 바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순수한 열정으로서의 사랑의 환영은 이미 사라지고，

31)

HrpaeT JJO I< OHOM , H BepHoe CTe l< JJO / YJJblÕ I< Y, XHTpbll! B30p H ropAOCTb OTpa*aeT 고

수머리를 본다. 충실한 거울은 / 미소와 교활한 시션， 오만함을 비춘다 (T. 2. 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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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사랑의

행태들이 시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같은 해의 시 「

다른 이가 나의 아글라야를 차지했다 (liHOR ßMeJI MOIO Ar JIalO) J 에서 시인은 사람

들이 아글라야를 소유하게 된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군인인

누구는 멋진 수염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프랑스인이라서， 누구는
지성

때문에， 누구는 노래를 잘해서

아글라야를 차지했지만， 남펀인 그대는

“무엇으로 아글라야를 소유하고 있느냐”는 시인의

반문 속에는 천박한 사랑

에 대한 비꼼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사교계의 여인인 아글라야를 차지하는 데
는 약간의 특징과 재주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아글
라야가 유부녀라는 사실과 그 남편은 어떤 이유로 부인을 차지하고 있느냐고
묻는 마지막 문구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사랑은 시인에 의해 아이러니와 시

니즘의 대상이 되고 있다클라리사에게는 돈이 적다 (Y KJIapßCbl

Jl eHer

MaJIO) J

(1822) 라는 시에서도 이러한 조롱과 풍자는 계속된다. “클라리사는 돈이 적고

너는 부자이니， 서로 결혼해라， 부는 그녀에게 잘 어울리고， 네게는 뿔이 잘
어울리니”라는 시구는 명백히

사교계의 세태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유부

녀의 타락과 계산적인 결혼은 시인에게 있어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인

자신 또한 유부녀들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태에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1821 년의 서사시

「가브렬리아다 (raBpßJIJIßaJla) J 에서

시인은 자신이

순진한 처

녀들과 유부녀들을 유혹하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자기만큼은 정부를 둔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농담어린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1823 년의

시

「내

질투심 가득한 희망들을 용서해 주겠지 (npOCTßWb JIß MHe

peBHßBbIe Me <JTμ)J 에서는 자신과 다른 숭배자에게 동시에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애교를 떠는 그녀의

있다. 시인은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쟁자에게 의

미심장한 미소를 흘리고 그와 밤을 같이 보내며

자신이 다른 여인들과 밀담

을 나누어도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말라고 여인에게 얘원한다. 순수한 사랑의 열정에 빠진 시인은 사교

계의 사랑 유희에 희생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1825 년의 시 「로드잔까에게 (K

PO Jl 3}i Hl< e) J 에서도 사교계의 결혼과 사랑이 소

재로 사용된다. 친구의 편지에 웅답하는 이 편지에서 시인은 이혼에 대해서만
큼은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이유는 신앙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그러한 법은 자연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현명한 여자에게 예의바른 남편이 필요한 이유는 “결혼의

태양이 수

뿌슈낀의 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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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은 사랑의 별을 가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인에게 있어
사교계의

청년과 아름다운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기에

결혼은

적당한 울타리의

역할

밖에는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교계의 결혼과 사랑에 대해 시인이 품
는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이렇게

대략 1820년부터

1825년까지의

시에서는 1810 년대의

쾌락주의적인

사랑과 죽음을 뛰어넘는 낭만주의적인 사랑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사
랑과 우정， 삶 자체에 환멸과 좌절을 느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바이런
적인 낭만주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사교계의 이중적이면서도 냉정하고 계산적

인 사랑이 주된 모티브로 나타난다.

2 .4.

창조적인 사랑， 숭배로서의 사랑

이 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창조적인 힘이란 무엇보다도 시적인 영감과 사랑

과의 관계를 일걷는 것이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사랑이 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뿌슈낀의

시에서는 시적인 영감을 의미하는 비파와 뮤즈는 사랑의 에로스

와 언제나 함께 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뿌슈낀의 초
기 시에서는 뮤즈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시인이 그것
을

때로 버리는 경우도

몇몇의

있지만 (r 사랑 하나만이 ..... (J1IOÕOBb OnHa ,.. J J) ,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고， 대체로 사랑과 뮤즈는 술， 우정과 함께 쾌

락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들로 상호 공존하는 존재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
다 (r 친구들에 게 남기는 나의 유언 (Moe 3aBe ll( aHße. npY3bjlM) J (1 815) , r 나의 묘
비명

(Mojl

3TIßTa빠ijl)J (1 815)).

1816년의 시

「이별 (Pa3JIYKa) J 에서 시인은 자신의 비파만이

이별 뒤의 절망

과 슬픔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비파가 자신의 절망을 너무
도 잘 표현하여서， 어쩌면 처녀로 하여금 다시 탄식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른

다고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아픔과 절망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
1817 년의 시 「그녀에게 (K He~)J 는 사랑이 시적 창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욱 분명히 보여준다. 시인이 무슨 이유로 해서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지는 시
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인이 “사랑의 홍분과 이별의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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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을 조용히 노래하려

했지만， 곧 깊은 무기력에 빠져버렸다 "32) 고 말하는 부

분에서 사랑의 실패가 시인으로 하여금 좌절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1 연에서 시인은 자신의 우울증을 묘사하고 있다. 심장은 식

고， 상상력도 사라진 지금， 시인은 예전에 자신이 구가하던 우정과 사랑， 희
망， 부드러운 슬픔의 날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아무 것도 창작할 수 없는 무
기력한 우울증 속에서 시인은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사랑의 희망과 비애， 기
쁨，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또다시 사량을 찾았기 때문이다.

다시 그의 리라는 젊은 목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사랑하는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사랑은 시인에게서 잃어버린 창조의 능력을 부활시키
는 힘을 발휘한다.

1825 년의 시 「영광에의 소망(:KeJIaHHe CJIaBbI) J 에서는 자신을 버린 여인에 대
한 일종의 복수의 일환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노래된다. 그
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온통 그녀의 주변에 울려서， 그녀
가 어떠한 사람을 버렸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사랑에서

받은 상처가 복수심과 결합되어

적극적

인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창조적인 힘으로서의 사랑은 안나 께
른에게
이

바쳐진 1825년의

시는 1817년의

시

유명한 시

r** 에게 (K**) J 에서

「그녀에게 (K HeH)J 의

절정에

이르게

모티브들을 발전시킨

된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순수한 아름다움의 화신’ (reH깨 째CTOH KpaCOTbI) 으로서의
여인은 시인이 상실했던 모든 것， 신성， 영감， 눈물， 삶， 사랑， 시인의 존재 자

체를 부활시키는 힘으로 칭송된다. 이 시 이후로 사랑의 창조적인 힘의 찬미
는 약화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지니는 힘은 계속적으로 뿌슈
낀의 시 속에 반복되어 칭송된다.

1827 년의 시 「예감 (npe.ntJYBCTBHe) J 에서 시 인은 슬픈 마 래를 예감하며， 사랑

하는 여인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그 순간 그는 사랑하는 여인
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힘이자， 긍지， 환희와 젊은 날들의 용기를 대신해 줄

것이라고 토로한다. 즉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을 지탱해줄 힘

32) Ha

J1 Hpe

C 때CT JlHBO ll. SI THXO BOC lI eBaJl/ BO JlHeHHe JIJOÓBH

ν HallpaCHO!

R BJlaqHJI 1I0CT빠IO ll.

J1 eHH

,

yHblHHe pa3 .ny KH -

rpy3 , / B apeμ。 TY XJI빼~ HeBO JlbHO

/

<... >

lIorPY*aJI-

CSI 행복한 리라로 나는 조용히/ 사랑의 홍분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다. /

<... > ν

소용없도다! 나는 수치스런 나태의 짐을 지고，/ 차가운 가수(假睡)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었다 (T. l. c. 32이，

뿌슈낀의 시얘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이 되리라는 것이다. 같은 해의 시

「맙소사! 사랑의

513 피 K JlIOÓBH ÓOJIT JIHB뼈 )J 는 사랑의

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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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수다스러워 (YBbI!

여인과 대중들에게 호응과 따뜻

한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인은 이제껏 자신의 시가 탄압이
나， 위선적인 모독， 비방， 연금， 차가운 칭찬만을 불러일으켰지만， 사랑의 시만
람은 인정을 받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여

이제부터 복이 있어라”고 축복

한다. 이 시는， 시인이 독자들의 무지한 반응에 보내는 조롱을 담고 있는 동
시에 사랑이 영감과 독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또한 보여주고 있
는 것이기도 하다.

1820년대 말과 1830년대에 오면서 뿌슈낀의 시에서 사랑의

테마는 점차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삶과 죽음， 예술에 대한 관조적， 철학적， 종교적인 시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랑이 지니는 창조적인 힘에 대한
묘사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시인이 사랑과 거리를 두고자 하
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1827년의 시 「봄이다， 봄， 사랑의 계절 (BeCHa， BeCHa ,
nopa JIIOÓBH) J

에서 시인은 사랑의 계절이 왔는데도， 자신에게는 쾌락이 낯설게

만 여겨진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겨울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친구
(HanepcHHK)J(1828) 라는 시에서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고백을 듣는 시인이 오
히려 그 사랑의 열정에 전염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33) 어느 새 시
인은 사랑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하더라도 상

대방을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기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질투심마저도 극복한 숭고한 사랑을 하는가 하면 (r 당신을 사랑했
소 (51 BaC JIIOÓHJI)J (1829)) ,34) 도피 속에서 사랑을 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

33) TBOHX rrpH3HaH때， *aJI06 He*HNX / AOBJIIO ~ *a~HO Ka*~뼈 KpHK: / CTpaCTeA 6e3YMH비X
H M~Te*H퍼X / KaK yrroHTeJIeH ~3~K' / Ho rrpeKpaTH CBOH paCCKa3 b1,

MetlT~: BOIOCb HX rrJIaMeHHOA 3apa3~ ，

럽게 불평하는

/

/

/

TaH , TaH CBOH

BOIOCb y3HaTb , QTO 3HaJIa T~! 너 의 고백 , 부드

외침 소리 하나하나를 나는 탐욕스럽게 잡아내었다‘

격렬한 열정의 언어는

/

들을 감추라， 감추라

그 불꽃이 전염될까 두렵다

/

/

미친 듯이

그 얼마나 황홀한가! 그러나 네 이야기를 멈추라

/

/

내 꿈

그대가 안 것을 내가 알게 될

까 두렵다 !(T. 3. c. 70).

34) 이 시의 마지막 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행을 “초월적인 힘
의 개입이 없다변，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지， 아니변， 그야말로， 사심이 없는 이타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할지，

아니변 ’나만큼 당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의 완곡한 표
현‘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마지막 행을

통해서 분명한 점은 시인이 여인의 다른 사랑을 인정하고 허용할 정도로 질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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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할지언정， 그래도 오만한 여인을 피해 도피하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r 준비되었으니

갑시다 (noelleM，

랑의 힘은 시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j!

rOTOB .. J J (1 829)). 여전히 사

시인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순

간 넋을 잃기도 하고 (r 크리톤， 화려한 시민이여 (KpHTOH ， pOC I< OIUHblA rpa:l<llaHHH) J

(1 829)) , 자신의 노년기를 따뜻하게 빛내줄 조용한 사랑을 기대해 보기도 하지
만 (r 비가 (3JIe깨j!. Ee3yMHblx JIeT yracIUee BeCeJIbe)J) , 이미 그가 숭배하는 여언

은 단순한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이상이 아니라 마돈나와 같은 순수하고 성스
러운 아름다웅의 이상이 된다. 그리고 사랑의 성격도 에로틱한 사랑에서 벗어
나， 순수한 숭배로서의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r 마돈나 (MallOHHa)J(1830) ， r 미 인

(KpacaB Hl.\a) J (1 832)). 그리고 때로 뿌슈낀은 에로탁한 숭배로서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구원마저

꿈꾸기도 한다 (r 세상에

한 가련한 기사가 살았으니(lKHJI Ha

CBeTe pbluapb 6ellH뼈) J (1 829)). 사심 없고， 자기희생적인 사랑， 도덕적으로 완
전무결한 여인에

대한 도취，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가35) 바

로 1820년대 말에 뿌슈낀의 시에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뿌
슈낀의 시에서의 변화는 그의 전기적인 사실과도 맞물리는 점이 많다. 뿌슈낀

은 나이 서른 살을 인생에서의 황혼의 시작이라고 보았고， 계절적으로는 가을
의 도래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즉 그의 시의 논리로 보았을 때， 나이 서른 살
은 사랑의 청춘기가 저물고，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
는 곤차로바와의

결혼을 꿈꾸며

그녀에게서

결혼의

승낙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가정을 꾸리지 못한 무질서한 삶에 질려 있는 상태이었다. 이러
한 사실들이 그의 시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꿈꾸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청춘기의 화려한 사랑보다는 가정이 주는 안정감과 평화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뿌슈낀의 시에서 사랑의 성격이 시기를 달리하며 새롭게 구현됨에
따라， 에로틱한 사랑을 악마적인 것으로 보는 시인의 자세에서도 변화가 일어
난다.

극복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랑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
을지언정 시인에게는 이미 지나간 사랑이기 때문이리라. 이 시행에 관한 여러 논
란에 관하여 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 오. C. A. φ。MH4eB(2001) ， CC. 132-139; 김 진
영 (1996) , 3쪽， 9쪽， 12쪽.

35) B. H. KacaT 째Ha(200 1)， c.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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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우상이자， 악마적인 것으로서의 사랑

악마의

유혹으로서의

사랑은

아주

초기의

시에서부터

간간이

나타난다.

1813년에 써진 짤막한 미완성 서사시 「수도사MOHaXJ 에서 이 모티브는 처음으
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또마셰프스끼에 따르면， 이 서사시는 드미뜨리 로또
프스끼가 작성한 순교전 (4eTb$l -MHHe$l)에서 9월 7 일 란에 기록된 요한 노브고
로드스끼 성자전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한다.36 ) r 거룩한 수도사. 죄에 빠짐. 치

마」라는 소제목의 첫 장과 「괴로운 상념， 꿈， 구원으로 이끌어 줄 생각 J ，붙
잡힌 악마 J 라는 소제목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으로 이루진 이 자그만 분량의

서사시는 악마의 유혹을 받은 한 늙은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서는 사랑의 기쁨을 알고， 여인을 사랑하는 한 젊은 시인이， 여인의 치마 모
습으로 가장한 악마에게 속아 성지

순례를 떠나는 늙은 수도사 뺀끄라찌의

이야기를 장난기 가득한 유머와 재치로 풀어내고 있다. 늙은 수도사의 고행과
기도， 묵상에

젖은 삶은 수도사의 꿈속에 나타나는 사타로스 신과 목신들의

연회 장면과 대비되어 묘사되고， 에로틱한 사랑은 성스러운 바티칸의 신부들
과 수녀들 뿐 아니라 합리주의적
의 장난으로 그려져
색채도 가미되어

데카르트 주의자들에게도 뻗쳐

있는 악마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묘사에는 그 어떠한 비극적인

있지

않다. 젊은 시인은 육욕적인 사랑을 악마의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악마의

장난에

장난으로

정죄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어쩔 수 없는 사랑에의 이끌림으로 가볍게 다루고 었다.
1813 년에서

1817년 사이에

씌어진 시

「저녁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OT BceHo DlHoR BeqOp Hll $l llOMOR) J 에서도

는 두 부인 안찌삐예브나와 마르푸슈까의

죄로서의

사랑이

엿보인다. 이

시

대화를 담고 있다. 안찌빼예브나

는 마르푸슈까의

부정한 삶과 외도를 비난한다. 마르푸슈까는

이런

비난에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성경의

문구로 안찌빼예브나를 역공격한다. “너 또한 나만큼이나 죄가 많다 (MoJl째
KyMa: H T bI, KaK

:t< e ,

$1, rpeulH a)" 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적인 모티

브가 사용되며， 죄로서의 외도가 언급된다. 전반적인 시의 논조는 문란한 사
교계의 세태를 두고 하는 시인의 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36) B.
CC.

TOMameBcKHß (1 990) flymKHH B 2-x TOMax, T.

39-4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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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슈낀은 「까프까즈의 포로」를 쓴 다음
시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서사

「가브릴리아다 (raBpHJlJlHalla) J 를 집펼한다

1821 년에

씌어진

서사시

「가브

릴리아다」는 성서의 패러디로서 성모 마리아를 두고 신， 사탄， 가브리엘이 벌
이는 사랑과 정사에 관한 이야기이다수도사」에서 늙은 수도사를 놓고 벌이
던 악마의 장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기의

하와를 두고 벌였던 신과 악마의

전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뿌슈낀이

표현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가벼운 것이고
리아다」에서 마리야는 순결과 순수

성모 마리야를 매개로 하여 창세

처녀성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가브릴
순진함과 미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고， 신은 사랑에 빠진 남편의 형상으로， 친구를 굳게 믿는， 어수룩하긴 하
지만 권력이 막강한 세계의 지배자로 나온다. 이 때 뿌슈낀의 독창성은 신의
충실한 친구이자 심부름꾼인 가브리 엘을 정부-배선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드러난다. 그리고 마리야 또한 성서 속의 성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

에 의해 순결을 빼앗길 뿐 아니라， 남편마저 배신하고 정부인 가브리엘과 밀
회를 즐기는 세속적인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시인은

마리야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순진무구하고 순수한 아름다움

이 그녀의 죄를 상쇄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와가
저지른 원죄를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데서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에로틱한 사랑이

인간 원죄의

출발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출발은 사탄의 유혹이 된다. 여기서도 사랑

은 악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 속에는 이전의 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사랑스

런 정부인 가브리엘과 더 나아가 사탄의 모습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점이 흥
미롭다 .37) 그러나 동시에 시인은 문란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며， 나중에 나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서 배선을 당하
지 않게 되도록 신에게 빌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죄와 고백의 말마저도 진
지성이 결여된 끝없는 장난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도 사랑은
사탄의 유혹으로서 악마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인은 성경과

는 반대되는 관점에 서서 오히려 순진한 처녀를 유혹하는 사탄과 정부로서의
가브리 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7) lloce Jl b

JI

Õψ1 epeTHKOM B J1~ÕBH ，

/ MJIaawx ÕOrHHb

Õe3YMH뼈 oõo*aTe Jl b,

/ llpyr ne-

MOHa , llOBeCa H llpenaTe Jl b... 지금까지 나는 사랑에 있어 이단자였고，/ 젊은 여신들
의 미친 듯한 숭배자였고，/ 악마의 친구이자 난봉꾼， 배신자였너U T.

4.

c.

153).

뿌슈낀의 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1821 년의

시

「열

번째

계명 (llec $l 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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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nOBellb)J 에서도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뿌슈낀의 장난기 어린 태도는 느껴진다. 시인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
라’는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을 소재로 하여

밭도， 황소도 아무 것도 탐할 마음이

시를 쓴다. 그는 이웃의 집도，

없는데， 그의

집에서 부리는 아름다운

하녀와 부인만큼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부러워하고 탐하게 된다고 호소한다.
그것이 자신의 연약한 한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은 엄격한 의무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므로， 말없이

비밀스럽게 괴로워만 한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여기서도 시인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정념을 계명에 위배되는 죄로 인정하
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계명을 뛰어넘는 자유로움을 즐기고 소유하고

싶어 하며，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1823 년의

r 비겔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113 nHCbMa K BHre JUl) J 라는 시에서

시인은 소돔과 끼슈뇨프를 비교하면서， 끼슈뇨프보다는 소돔이 더 좋다고， 오
히려 끼슈뇨프에 소돔의 저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한다. 성경 속에서 저

주를 받은 소돔은 시인에게 “구약의 파리와 같은 도시이고， 점잖은 죄들이 인
정되고， 계몽도 되어

있고， 즐거운 연회도 열리며， 손님맞이하기를 좋아하는

화려한 도시， 그리고 엄격하지 않은 처녀들로 가득한 도시”로 인식된다. 반면
끼슈뇨프는 “사랑스런 여인들도 없고， 뚜쟁이도 없고， 책장수도 없는 지루하

고 저주받은 도시”인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사랑도 없고 책도 없는 지루한

도시보다는 오히려 타락했다는 이유로 성경 속에서 저주를 받은 도시인 소돔
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성경의

기준과는 반대된 잣대로 성경적인

사실을 조명하는 시인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뒤집어진 관점 38) 에서이기는

하지만 죄로서의 성적 타락이라는 모티브는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여기서 ‘반종교적인 관점’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뒤집어진 관점’이라는 용어를 쓰
는 이유는 뿌슈낀이

「수도사 J ，가브렬리아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농담조

와 즐거운 에로티시즘을 보여주기는 해도， 볼테르와 빠르니와 같은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반교권주의와 시니즘
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조롱과 풍자

반기독교적인 태도는 드러내

뿌슈낀의 성경적 모티브에 대한 패러디는 그 세계를 파괴하고

자 하는 풍자의 목적이 아니라， 끝없는 영감의 유희와 시인이 만끽하는 자유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1 994) “ o CO 'l eTaHHH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aHTI써Holl H xpHcTHaHcKoll Tpall뻐뻐 B

1820-1830-x rr" , EB 8.HreJIbCKHη TeKCT B pyCCKO꺼 JIHTep 8. Type
neTp03aBOllCK: 1'I31l. neTp03aBO Il. YH-T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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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년의 시 「너는 성모 (TbI 60rOMaTepb)J 에서도 시인의 종교성에 대한 장난

기 어린 태도는 드러난다.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성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성모는 기독교의 성모가 아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경의 성모를 「가브릴리
아다」에서와 비슷하게
인， 예외

왜곡시킨다. 성모는 “아름다움으로 성령을 유혹한 여

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스럽지만， 남편파는 상의도 없이 그리스도

를 낳은 여인”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성모는 사교계의 여
인의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성경 속
의 성모에 비유하지 않고， 다른 성모， 즉 사랑의 시인들의 신인 큐피트의 어

머니로서의 성모에 비유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과 아름다움， 사랑의 시들에
몰입해 살고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지상적인 숭배

의

대상으로서의 성모인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사랑이 지상적인 사

랑，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1827 년의 시 「예까쩨리나 우샤꼬바에게 (EK. H. YWaKOBOfi)J 라는 시에서도 종
교적인 모티브가 사랑의 시에 사용된다. 시인은， 예전에는 영혼들과 유령들이

나타나면， “아멘， 아멘， 물러나라”라는 말로 이들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유령
들， 악한 영들이 적으니， 이들이 모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묻는다. 그리
고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 앞에 서면 정염 어린 꿈에 휩싸
여 시인은 어쩔 수 없이 “아벤， 아멘， 물러나라”라는 말을 내뱉게 된다고 말한

다. 여기서 사랑의 정염은 악한 혼령들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게 된다. 여기

서도 사랑과 정염은 간접적이라고는 할지라도 악마적인 것들과 연결되는 것

이다. 또 다른 시에서는 사람들이 도모보이의 행각이라고 믿는 현상을 사랑에
빠진 청년의 행각으로， 즉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사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를 찾아주는 것으로 악한 영과 사랑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r 지주의 마구간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여겨져 (BceM KpaCH bI 60 $l pCKHe KOHIOWHH)J (1 827)). 그러

나 이 두 시에서도 사랑은 악령과 관련되어서 나오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진

지성은 그다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들， 즉 부정한 사랑을 죄， 혹은 악마적인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종교적인 시각에서 악마적인 사랑
을 즐기며， 계명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장난기 어린 태도를 보이던 시인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1828년의 시 r 예전에 내가 그러했듯이， 지
금도 그러 한 나 (KaKOB

$1

npe ll<lle

6b1JI ,

Ta KOB

H HblHe

$I

)J 라는 시 에 서 시 인은

자신이 쉽게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보면， 쉽게 감동하고 남

뿌슈낀의 시애 나타난 사랑때 대하여

몰래 홍분한다고 말한다. 큐피트가 던진 기만의

당했어도 치료되지
고백하는

몇에

빠져서

못한 그는 새로운 ‘우상’들에게 또다시

것이다.39 )

121
수많은 수치를

애원하게

된다고

여기서 분명히 사랑과 사랑의 대상인 여인들은 ‘우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예전에 나타나던 장난기나 패러디의 징후는 보이

지 않고， 쉽게 정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기도 하
다. 이런 점에서 ‘우상’에 대한 표현에는 진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마침내 1830년의 시 「나 어린 시절 학교를 기억하니 (B HaqaJIe )/(H3HH
illKOJIy rrOMHIO .!I) J 라는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두 개의 악마

(6ecbI)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시인의

인생의 초기에 그의 삶을 인도한 것은

‘위엄 갖춘 여인 (seJIHqaSa.!l )/(eHa) ’으로 그녀를 묘사하는 형용어구들은 모두 기

독교적인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40) 이마에 덮인 베일도 수녀를
연상시키고， 겸손하고 수수한 옷차림과 엄숙한 아름다움， 성스런 지혜로 가득
한 말과 밝은 눈 모두 삶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종

교적이고 도덕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화석화된 가르침이 아니
라 사랑으로 설득할 줄 아는 인자한 가르침으로 묘사된다. 이 여인은 기독교
의 ‘성스런 지혜’ 혹은 신학의 의인화인 것이다 .41) 그러나 시인은 어린 시절，
이 여인의 가르침에 회의를 가지고， 다른 정원으로 도피한다. 그 정원은 타인
의 정원으로， 서구의 신화적인 존재들로 가득한 정원이다. 즉 그가 빠져들었

던 세계는 르네상스적인 서구 휴머니즘의 세계였던 것이다 .42) 그리고 그곳에
서 시인은 경외와 영감을 얻는다. 그 정원에서 시인이 본 것은 두 개의 우상

이다. 하나는 남성적인 우상으로 아폴론 신상을 의미하지만， 무서운 오만과

39)

Y)/( MaJIO JIb 띠JICJI JI , KaK
,llOHoA:

Jl CTpe6

MOJIo,lloA , / B 06MaH 'IHBbIX CeT Jl X, pacKHHyTbIX KynH-

/ A He HCnpaBJIeHHO꺼 CTOKpaTHOIO 06H,lloA , / 51 HOB뼈 H,llOJIaM Hecy MOH

MOJIb6꾀 ••• 큐피트가 던진 기만의 몇에 걸려 / 젊은 매처럼 몸부림친 적이 얼마나 많

았던가./ 그러나 수백 번의 모욕에도 치료되지 못한 나 / 새로운 우상들에 또다시
애원하는구나 (T.

40)

3. c. 90).

이 여인의 형상은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뿌슈낀 자신의 마돈나와 유사점이 있는 것

으로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C. A. φOMH'IeB(2001)， CC.

155-156;

P. Davidson(2α)()) “ The Muse and the Demon

in the Poetry of Pushkin , Lennontov , and Blok " , Russiα1 Literature and 따

Demons,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 p. 148.
41) P. Davidson(2000) , p. 148.
42) 같은 책 ,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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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가득한 형상으로 뿌슈낀이 겪은 서구 낭만주의의 부정과 회의의 오만
한 시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우상은 여성적인 우상으로 사랑
의

신인 에로스를 의미한다 .43) 이

서， 거짓이긴

우상은 ‘정욕의

하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혹’과 ‘거짓의

이상’으로

악마 (BO JlllleÕHbIH JleMOH) ’이었다고 시

인은 술회한다. 즉 이 우상은 시인이 젊은 시절 옴을 맡겼던 사랑과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숭배， 사랑을 통해서 얻었던 영감의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들은 시인에게 ‘미지의 향락’을 제안하며 시인을 유혹한다. 그리고 시인은 이
들의 유혹 속에서 우수와 나태 속에 자신의 젊음을 헛되어 보냈다고 고백한
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시인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자신을

지배했던 열정을 분명히 악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

이 숭배했던 여인과 사랑을 우상으로， 그리고 악마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여기서 악마주의적인 것

우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평가는 그 진지성에

서 극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1830년대의 시에서 사랑의 테마는 거의 자
취를 감추게 된다.
1830년 이후 뿌슈낀이 원하는 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

뜻하고 평온한 가정의 이상이 된다. 뿌슈낀은 과거의 방탕했던 삶과 유희로서
의

사랑을

접고，

시골에서의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꿈꾼다(r 집시들(l.lblra뻐1) J

(1 830) ). 시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한 대
가로 사는 삶， 평화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정을 소망한다 (r 시간이 되었소， 친
구여， 시간이 (nOpa ， MOH

Jlpyr ,

nopa ...)J (1 834)). 사교계에서의 유희로서의 사랑

의 허와 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뿌슈낀은 자신의 아내가 어
린 나이와 순진함의 탓으로 그 유희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자신
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작가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

궁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존할 수 있는 삶의 독립성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붐부림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인간이자 예술가로서의 내면적인 용구는 그의
사랑의

시에서도 ‘가정의

이상’이라는 형태로 묻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염이 시인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인은 더 이

상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43) 이 여인의 모습을 한 신상은 혹자에 의해서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
테로， 혹은 사랑의 신인 에로스로， 흑자에 의해서는 아폴론에 대비되는 디오니소스
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시오 C A φOMII'IeB(2001) ， CC.

156-157; P. Davidson(200이，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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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r 나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이 ... (71 llyMaJI , Cepllue n03a6 b1JIo)J (1 835)).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쾌락주

의적인 열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렬 줄 아는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젊은 처녀와 그의 미래의 남편까지도 축복할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 폭넓은 사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r **에게 (K **)J (1 832)).

1835년과 1836년에 와서 그는 자신과 동시대인들의 죄악성을 깨닫고， 자신을
두려움에 떨며 구원의 좁을 길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리는가
하면 (r 순례자 (CTpaHHHK)J (1 835)) , 굶주린 사자처럼

그를 쫓는 죄를 피해

시온

의 높은 산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그 달림

이 강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려는 그의 갈
망은 그의 시를 통해서 강렬하게 전달된다 (r 나는 헛되이 시온의 정상을 향해

’

달린 다 (HanpaCHO 6ery K CHOHCKI M BblcoTaM)J (1 836))

이렇게 유년기와 청년기의 시에서 드러나던 쾌락주의적인 사랑， 그 무엇과
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고통으로서의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사교계의
유희로서의

계산적 인 사랑은 1820 년대 말과 30년대를 지나면서 죄로， 악마적

인 것으로 규정되며， 시인이 구원을 위해 싸워야 하는 우상이자， 정욕의 대상
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44)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뿌슈낀의

시에서 사랑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유년기에는 젊음의 아름다운 때를 즐기기 위한 사랑， 돈 주앙
적인 쾌락주의적인 사랑이 노래되는가 하면， 실패에서 오는 고통으로서의 사
랑이

노래되기도

하고

죽음을

뛰어념는

영원한 사랑이

칭송되기도

한다.

182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푸슈낀에게서는 바이런적 낭만주의 시기와 맞물리

44)

바예프스끼는 1830년대에 뿌슈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성과 영혼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격정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시킬 수 없었기에 괴로
워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그의 일련의 종교적인 시들 「수도사들과
수녀들 (OTl\hI nyc T뻐뻐 KH H lI<eH퍼 HenopOlfHhI) J , r 핀데몬티 중에서 (113 [ÙmaeMOHTH)J 등

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본다. B. C. 5aeBcKHA (1 994) μCTOpHJl pyccKoR n033Hκ CMO

JIeHCK: PyCHlf , CC.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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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낭만주의적인 이상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와 의심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
한 계산적이면서도 냉정한 자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세는 시인이 사교계에
서의

애정행각을 폭로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즉 사교계의 사랑은 진실

함이 결여된 유희로 차갑게 묘사되는 것이다. 또 한펀으로 유년기

때부터 사

랑은 언제나 영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사랑은 시인에게 있어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고， 창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조적인 원동력이 되
는 것이다， 1825년 이후의 시에서는 쾌락이자 뜨거운 열정으로서의 사랑의 성
격이

변하면서， 순수한 아름다움의

이상으로서의 여인에

대한 숭배， 아무 것

도 요구하지 않는 숭고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서 도피하고
푼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랑의 테마는 뿌

슈낀의 시에서 현격히 자취를 감추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시들이 주로 집펼

되면서， 시인은 사랑보다는 자유와 평화，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정의

이상을

꿈꾼다. 여전히 시인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정염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소
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여인의 미래를 축복하는 성숙함을 보여준
다. 이러한 뿌슈낀의 사랑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악마적인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뿌슈낀의 이해의 변화와도 맞물리게 된다. 유년기와 중기， 후기 시 모두

에서 사랑은 죄와 악마적인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으나， 시인의 태도는 현격
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년기와 중기의 시에서 시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
마적인 것으로 보는 부정한 사랑을 오히려 즐기고 그것을 금하는 계명으로부

터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성모와 하나님과 같은 성경 속의 존재

들에 대해 장난기 가득한 해석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기 시에 와서 성경 속의
성모는 시인의 이상적인 여인이 되고， 사랑은 진지한 관점에서 우상이자 악마
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시인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아， 죄를 극복하고 구원

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강렬하게 표명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시적인 영감’에 대한 시인의 해석과 자세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그의

유년기와 중기의

시에서 ‘영감’은 정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악마적인 면을 지니지만， 후기와 말기 시로 가면서 그것은 신으로부터 부
여받은 신적인

영감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45) 이렇게 볼 때 뿌슈낀은

분명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종교적인 가치， 당대의 정
45)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졸고를 참조하시오. 홍대화

난

영감의

245-271 쪽.

신성과

악마성 J.

r슬라브

학보 J •

(2003)
제 11 권

r뿌슈낀의 시 속에 나타

2호，

한국슬라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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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적인 고민을 겪었던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전기적인 사실들과 관련되는 것이므

로， 본고에서는 뿌슈낀의 시에서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종교적인 관점에
서 그 사랑은 어떻게 달리
한다.

해석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러시아연구 제 14권 채 1 호

126

참고문헌

1 차 자료
푸슈킨 (1997)

1"비밀일기 J , 서울

작가정신.

l1ylll I< HH , A. c.0956-1958) DOJIH. Co6p COtf. B

10-x

TOMaX ,

M.: 113il. a l<a)l. Hay l<.

2차 자료
김진영 (1996)

I 푸쉬킨과 사랑의 수사학 J ，

1"러시아 연구 J , 제 6 권， 서울대학

교 러시아연구소， 1-18쪽.
김희숙 (999)

I 메타 움직임의

텍스트 - 푸쉬킨의 〈석상손님 >J ，

1"러시아연

구.1 , 제 9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41 ← 76쪽.
최 선 (1996)

I 뿌슈낀의 돈 후안의 파멸의 원인」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J ,

제 2 집， 한국러시아문학회， 521-542쪽‘
홍대화 (2003)

I 뿌슈낀의

시

속에

나타난 영감의 신성과 악마성」 ,

『슬라브

학보 J , 제 11 권 2 호， 한국슬라브학회， 245-271 쪽.
_ _ (2003)

일고 J ，

I 뿌슈낀의 <작은 바극등>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에
rr 슬과브연구 J ,

제 19-2 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

러시아연구소，

167-191 쪽.
5aeBC I< HH , B. C.(994) HCTOpH5I pyCCKOH JT033HH, CMO Jl eH CI<: PyCH4.
rpHropb Sl H, K. H.(1990) DyUJKHHCKa51 3JIeη[51，
ry6ep , 11. K.(994)

Jl.: Hay l< a.

“ lloH- ;j(yaHc I< HH CrrHCOK l1 ylll l< HHa. r Jl aBbl H3

HbIH 6 bI T JTyUJKHHCKOH 3JTOXH

,

띠orpa빼H" ， JlJo 60B-

T. l. M.: BaCaHTa , CC. 11- 183.

KacaTKHHa , B. H.(200l) POMaHTμtfeCKa51 My3a DyUJKHHa , MIO: 113il. MOCK. YH-Ta.
JlHTepaTypHa51 3HUHKJIOJTelIH5I TepMHHOB H JTOH5I THH, M.: HPK( I1HTe Jl Ba l<), C. 594.
MaηMHH ， E. M.098 1l DyUJKHH. $，μ3Hb H TBOptfeCTBO , M.: HayKa.

Ma I< OrOHeH I< O, r. 11.(974) TBOptfeCTBO A. C. DyUJKHHa B 1잃O-e ro.때
MaJlb4y 1< OBa , T. r.(994)

(1830-1 8.33) ,

“o C04eTaH써 aHT씨HOα H xpHCTHaHC I< OH TpailHUHH B

끼.

JlH pH l< e

A. C. l1ylll l< HHa 1820-1830-x rr" , EBaHreJIbCKH.η TeKCT B pyCCKOH JIHTepaType

XVIII- XX

,

BeKOB

l1 eTpo3aBOil Cl<: 113il. l1 eTpo3aBoil. YH-Ta , CC. 84-130.

MypaBbeBa , O. C.(2002) “ φaycT HJlH lloH

;j(yaH?

-

1<

rrp06 Jl eMe “l1ylll l< HH B

:KH3HH""

뿌슈낀의 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하여

127

『러시아 연구 J , 제 12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33-154쪽.
TOMameBCK뼈， 5 ,(1990) fl，때KHH B

2-x

TOMllX, T ,

1. M,: XY.llo:t<eCTBeHHajf

J1HTepaTypa ,

φOMH'IeB ， C, A,(2 0ü1) CJIy>KeHHe MY3 , 0 JIHP.μKe nyIDKHHll , cn6 ,: rYMaHHTapHoe areH

HCTBO <AKa.lleMH 'I eCKHH npoeKT >,
φpH，llMaH ， E, B,(1 980) POMllHTH3M B TBOptfeCTBO A. C. nyIDKHHll , M,
니y6YKOBa ， E, B,(1 984)

181O-x r r.",

“J1Hl.\eHCKajf

J1HpHKa

Hll l1yTJIX K pOMllHTH3M}',

Davidson , P , (20ü0)
Lermontov , and

nymKHHa B

J1,: HayKa , CC ,

J1HTep aT ypHoM

npO l,\ eCce

194-214,

“ The Muse and the Demon in the Poetry of Pushkin ,

Blok" ,

Russian Literature and

Oxford: Berghahn Books , pp ,

167-213 ,

i양 Demons , New York,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 1 호

128

Pe310ue

Teua RIOÔBH B n033HH ßY.XHHa

XOH , l13-Xsa

n~6BH

naHHaR CTaTbR nOCBRmeHa TeMe

B n033HH DylliKHHa. HCCnenOBaTenbHHua

3aMe 'l aeT pa3nH 'I Hhle MOTHBhI B 3TOH TeMe H paCCMaTpHBaeT H3MeHeHHe OTHOllieHl쩌 n03Ta K n~6BH B penHrH03HOM acneKTe. 8 ~HOllieCK이

n033HH n~60Bb ， npe :l<

ne Bcero , CBR3aHa C 3nHKypeH3MoM , KOTOphIH n03T npHHμMaeT OT 5aT~Ili KoBa H
rþp aH Uy3CKO낀 nerKOH n033HH. 3Ta n~60Bb nepeKn싸<aeTCR C n~60Bb~ H MHpOB03-

3peHHeM nOH ryaHa B <KaMeHHoM rocTe). OnHoBpMeHHo n~60Bb npH 'I HHReT n03Ty
60nb H cTpanaHHe. Ho n03T BocneBaeT Be나 H~ 찌060Bb ， KOTopy~ He MO :l<eT OnoneTb

CMepTb. 3TOT M<。깨B nponO n:l< aeTCR nO 1830-ro rona (<3aKnHHaHHe)). 8 nepBoη 00IDBHHe 1820-x rO llO B nORBmeTCR COBceM npyT aR JI0 60Bb. D03T Tpe3Bo CMOTpHT Ha 앙Tb
JU060BHOH HrphI B CBeTCKOM MHpe H HpoHH3HpyeT Han Hetí.

C

npyrotí CTOpOHhI ,

nnR rr03Ta nro60Bb Bcerna cOnpOBO :l<naeT MY3y. 재o60Bb eMY npHnaeT TBOp 'l eCKHe
CHnw. 8 KOHue 1820-wx ronOB B TpaKToBKe TeMW “ n~6BH" n03Ta Ha6n~naeTcR
H3MeHeHHe. Ero npenMeToM nOKnOHeHHR CTaHOBHTCR He 3eMHaR , a 60 :l< eCTBeHHaR
KpaCOTa ManoHHhI H npH3HaeTcR 6eCKophICTHaR H '1 HC Ta R n~60Bb. 8 1830-e rOnhI
TeMa n~6BH pe3Ko HC 'I e3aeT B n033HH Dyllil이1Ha H Ha 'l HHaeTCR TeMa ceMe 꺼 HOH
:l< H3HH B nOKoe H B3aHMHO 꺼

3aBHCHMOCTH. HHorna n~60Bb npHHHMaeTcR n03TOM

KaK neMOHH 'I eCKOe '1 yBCTBO. 8 ~HOCTH n~60Bb KaK neMOHH 'I eCKOe H rpexoBHoe

'1 yBcTBo

yTBep :l< naeTCR

n03TOM nOnO :l< HTenbHO. D03T Bcerna 3aHHMaeT
raBpHn짜mne ， KOTophle K~따 no CBoeMY

rr03HUHIO 6nH:l< e K caTaHe H m60BHHKY -

•

060nbllialO T H pa3BpamatO T MapHIO( <raBpHnflHana)). OH , 3HaR , '1 TO HanO c06nlO na Tb
nec .5I Ty~

npomaeT

3anoBenb , He MO :l<eT npeononeTb cTpacTb K

ce6R.

KpacHBh뻐

naM aM, H BHyTpeHHe

Ho TaKaR n03HUHR H lliyTnHBoe OTHOllieHHe K penHrH03HoMY (XpHCTH-

aHCKOMY) 3aKoHy H3MeHReTC.5I B 1830 e ro마~ D03T npH3HaeT C nonHoA cepbe3•

HOCTb~ ，

'1 TO

ero n~60Bb 6 hI na HnonOM

“

6eCOM (<8 Ha 'l ane :l< H3HH lliKony nO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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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3T

CTapaeTC 5I

nO .Q H 5I TbC 5I

‘K

CHOHCKHM

BhlCOTaM ’,

rp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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