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네끄라소프의 5보강약격에서의 

운율과 의미의 상호관계: 
’CeWaHTHQeCKHA opeo~ ’ 개념의 검증과 확립 

박 소 연* 

φopMe naA menp~ naHb 때 로는 형 식 에 감사할 지 라 
BpeMeHeM: Ba*eH B rr03Me 주제에 화답하는 문체가 
CTI!J1b, OTBe'lalO뻐꺼 TeMe 시 에 선 중요하니 . 
CTI!X, KaK MOHeTY, '1eKaHb 마치 동전인양 시형을 주조하라， 
CTporo, OT앤TJlI!BO ， 앤CTHO ， 엄밀히， 명확히， 명예롭게. 
npaBl!ny cJlenyA yrropHO: 규칙을 철저히 따르라， 
니TOÕhl CJlOBaM ÕMJlO TeCHO, 말이 농축되 고 
M버C JlJlM - rrpOCTOpHO. 사고가 광활해 지 도록. 

H. A. 네 끄라소프 <<nonpa*aHl!e WI!JlJlepy>> (1877)1l 

1850년 네끄라소프(H. A. HeKpaCOB)가 레르몬또프(M. 10. JJepMoHTOB)의 「나 홀 

로 길을 나선다(BblXo*y OllHH $1 Ha llopory .. .) J 를 패러디하여 「마술사의 축제에 

왔다(npHXOll<Y Ha npa311HHK K qapOllelO • ..) J 를 썼을 때， 당대독자들은 이 시에서 

선배시인들을 패러디함으로써 자신의 시세계를 출발하는 네끄라소프 시의 전 

형적 특성만을 보았을 뿐 그 문학적 가치를 주목하지는 못했다. 

npl!XO*y Ha rrpa3nHI!K K '1aponelO: 마술사의 축제 에 왔다: 

TbMa Hapony TaM y*e Kl!rr l!T; 그곳에 는 이 미 사람들이 칠흙처 럼 들끓고 

3a 3aTeeA XI!TpylO 3aTelO 마술사는 군중 앞에 서 

니aponeA rrpen rryõJlI!KoA TBOpI!T. 교묘한 마술을 연이어 선보인다. 

Bc~ B cany TOp*eCTBeHHO I! '1ynHo, 정원의 모든 것은 웅장하고 경이로운데 

XOp UhlraH rrO-CTapOMY HeJlerr, 집 시 들의 합창은 예 전처 럼 서 툴구나. 

4TO *e MHe TaK ÕOJlbHO I! TaK TpynHo, 왜 난 이리도 고통스럽고 힘든 걸까? 

OT'IerO yrplOM JI I! CBl!perr?.. 왜 난 이리도 음울하고 황량한 걸까? 

Y* He *ny CerOnHJI HI!'1erO JI , 이미 난 오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1) HeKpacoB (1982), T. 3, c.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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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ß BOCTOpr HCTpa4eH BeCb aaBHO: 환회는 예전에 완전히 소진되었다. 

난 단지 주인공을 칭송할 밖에， R Mory 刀Hmb BOCrreBaTb repo~ -
KaK B H~M BC~ BenHKO H YMHO! 
OH TIpoTeß! OH I’CTHHHNß xyaO*HHK! 

그의 모든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현명한지! 

그는 프로테우스! 그는 진정한 예술가! 
KaK ero rrpOKa3N XOpOmH! 그의 익살은 얼마나 멋진지! 

배우도， 나으리도， 제화공도 -H apTHCT , H 5apHH, H CarrO*HHK -
Bce HaßayT 3aeCb rrHmy a~ aymH! 모두모두 예서 영혼의 양식을 찾으리니 !2) 

그러나 이 시가 네끄라소프의 5보강약격 (5-CTonHbIß xopeß , 이후 x5로 줄임) 

의 첫 시로 형식 실험으로서의 패러디라는 점이 고려될 경우， 이 시는 레르몬 

또프의 「나 홀로 ... J 가 러시아 시형론( CTHXOBe.lleHHe)3l에서 지니는 중요성과 접 

맥되면서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러시아 시형론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시사 

전체에서 핵섬적인 시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진가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x5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 결코 단순하지 않게 진행되어 온 시형론적 

논쟁이라는 시이론적 문맥을 참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학계에게는 생소한 러시아 시형론의 발생의 배경과 그 주된 연 

구 방법， 그리고 주요 관심 분야를 일별해 보자. 

러시아 시형론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비교적 

일로， 가스빠로프(M. n. raCnapOB)에 의하면， 기껏해야 1958년 전후의 

다. 그것은 고전적 수사학과 시학의 위기 이후， 문학 이론이 자신의 

최근의 

일이었 

관심을 

우선적으로 문학 작품의 이미지， 사상의 연구에 집중하고 언어와 문체에 대해 

무시했던 데 대한 반발로서， 문체론과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 두 학문분 

야는 전통적 문학이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언어학에서 그 지지기반을 찾 

았고， 문체론은 비노그라도프(B. B. BHHOrpa.llOB)의 「문학어에 관하여 (0 R3bIKe 

XY.llOll<eCTBeHHoß JlHTepaTYPμ) J 가 출간되 던 1959년 에 , 시 형 론은 찌 모페 에 프(1I. 

H. THMoiþeeB)의 「 러 시 아 시 형 의 이 론과 역 사 소고(04epKH TeOpHH H HCTOpHH 

PYCCKoro CTHXa) J 와 또마세프스끼 (5. B. TOMameBcKHil)의 r시형과 언어 (CTHX H R3NK)J 

가 인쇄되던 1958년 경 독자적 학문분파로 자리매김 되었다(racnapOB 1976, 357). 

2) HeKpacoB (1982), T. 1, c. 70. 
3) 러시아어에서 ‘CTHX’는 ‘장르로서의 시’를 뜻하는 ‘rr033H~’와 구별되어， ‘형식으로서의 

시’를 지칭한다. 따라서 ‘CTHX’는 국문용어로 ‘시형(詩形)’에， ‘CTHXOBeaeHHe’는 ‘시형 

학(詩形學)’이나 ‘시형론(詩形論)’에 상용하게 된다. 이때 ‘시형론’이라는 개념이 이 

미 김억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화두로서， 한국시에서도 생소하지만은 않은 개념임 

을 상기하면서， 김억의 용어사용에 따르기로 한다(남정희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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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형론에서의 통계 방식의 빈번한 사용은 ‘전통적 기법’의 옹호자로 

부터 거부감을 유발하였다. 시형의 ‘확률 통계적’ 연구의 옹호자와 전통적 연 

구의 옹호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자주 논쟁으로 귀결， 전자는 후자에게서 ‘재 

료로부터의 단절’을， 후자는 전자에게서 ‘논쟁과 결론의 비엄격성과 우연성으 

로 귀결되는 직관의 주도’를 폭로하였다(BHmHeBCK때 1977, 130).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주로 수학적 방식의 과장과 절대화 경향에 대한 우려였지， 통계방식의 

시형론에의 적용의 절대적 무용성의 설파는 아니었다. 통계방식은 적절히 활용 

될 경우 인상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많은 시형론상의 논지들을 과학적이고 체 

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일조해왔던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통계방식에 대해 비 

판적 거리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왔던 비쉬네프스끼 (K. ~. BHmHeBCKHH)도 “이 

제 ‘셀 것이냐， 세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시기는 종 

결되고， 대신에 ‘무엇을 세고， 무엇을 위해 셀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듯하다” 

(BHmHeBCK때 1977, 13이라는 상황판단으로 자신의 논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무엇을 셀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시형론의 관심 분야를 함축한다. 시형 

론은 주로 ‘의미있는 형식’， 시의 ‘형식적 요소의 의미적 가치’의 추적， 즉 어 

떤 형식적 요소가， 어느 정도로 내용적 가치를 담지하는지의 탐색으로 수렴되 

었다. 시형론자들은 자주， 임의의 율격， 연， 운의 사용에 있어서 내용과의 직 

접적 관련을 확인하려고 시도해왔던 것이다. 

내용있는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운율， 율격 4)에 대한 연구는 따라 

노프스끼 (K. TapaHOBCKHH)의 논문시의 리듬과 주제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0 

B3aHMOOTHomeHHH CTHXOTBOpHOrO pHTMa H TeMaTHKH)J (963)에 의해 전변에 부 

각되었다. 그가 X5라는 율격에서 길이라는 테마와의 긴밀한 연관을 보고， 이 

러한 ‘길의 모티브를 지닌 x5 시군’을 전체 러시아 시에서 밝혀낸 이래， x5는 

‘운율과 내용’ 관련의 최고 절정으로서 이후의 다른 모든 율격의미 추적의 촉 

발제가 되었다. 이 선상의 모든 연구는 ‘ceMaHTH4eCKHH opeon’5) 개념의 정교화 

4) ‘MeTp’와 ‘pa3Mep’는 번역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또 하나의 용어군(用語群)이다. 전자 

가 ‘강약격 (xopeH)’처럼 한 음보 내의 기본 강세 단위만을 염두에 둔 보다 추상적인 

패 턴 이 라면 후자는 ‘5보강약격 (5-CTonH뼈 xopell)’처 럼 한 행 내 에 서 반복되 는 음보의 

수량이 명기되는 좀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문학에서 거의 변별없이 사용되 

는 ‘운율’과 ‘율격’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좀더 추상적 개념에 근접하다고 보여지는 

‘운율’을 ‘MeTp’에， 좀더 구체적이라 여겨지는 ‘율격’을 ‘pa3Mep’에 대웅시키기로 한다. 

5) 이 용어에 상용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번역했을 때 그 용어로 

서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을 감안 이후 그냥 약어 (co)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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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착되었으며 이 분야 연구의 집대성이 바로 가스빠로프의 r운율과 의미， 한 

문화 기 억 장치 에 관해(MeTp H CMhlcn: 06 OnHOM H3 MexaHH3MOB KynbTypHoH na~TH)J 

(2000)이다. 가스빠로프는 자신의 저서의 목표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료에서， 

시 율격의 co들은 존재하며， 또 발생， 진화， 상호작용함을 전시하는 것”이라고 밝 

히고， “독자에게 우리의 길을 반복하고 우리의 자료를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운율 

을 내용의 담지자로 언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것”을 제안하면서 

후학에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섬을 촉구하고 있다(racnapOB 2000, 16-17). 

우리의 논문이 위치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우리는 기존의 운율의미와 관련 

된 연구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 시인에 대해 그러한 결과들이 작용하는지의 여 

부를 네끄라소프의 x5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가 X5를 택한 것은 가스 

빠로프가 ‘co이라는 개념의 반대자들이 바로 x5에 그 비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 

에 의도적으로 x5를 다룬 것’(racnapOB 2000, 239)과 같은 이유이고 네끄라소프를 

택한 것은 그가 19세기에 부닌 다음으로 가장 많은 X5를 쓴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논문은 가스빠로프의 부닌 고찰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2. X5의 CQ 연 구6) 

애초에 x5가 운율의미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희소성 때문이 

었다. 가스빠로프가 ‘co 기능화’의 제 1법칙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율격은 드물게 쓰일수록 그 co이 명확해지는 것이다"(1984， 106). x5는 러시아 

시에서 극히 드문 율격으로 “전체 시작품의 1%도 채 안 되었다"(BHmHeBcKHH 

1985, 96-97;1975, 16). 18세기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830-32년 

사이에 젊은 레르몬또프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극히 드문 율격’으로 남겨졌다 

6) 위 연구 분야가 국내에서 극히 생소하다는 것을 감안， 이 장은 저간의 모든 율격논 

의의 간략한 개론의 성격을 띨 것이다. 필요한 경우 원문을 인용하고 비교적 상세 

히 서술하면서도， 시형론자들 사이의 용어상의 혼돈이나 주된 경향에 대해서도 맥 

을 추려 요약， 정리함으로써 이 연구분야에 관심 있지만 혼돈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이러한 X5의 co 연구사의 정리는， 기 

존의 모든 운율의미 논의가 X5에서 출발하여 그 연구방법론이 기타 제 율격 연구 

에도 적용되었음을 참작할 때 기왕의 모든 율격의미 논의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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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aHOBCK때 2000, 377-380). 이후 ‘40년대에 예상외로 인기를 누리긴 하나 

1890년대 이전까지는 여전히 드문 율격이었고，’7) 그 이후에 가서야 인기를 누 

린다. 특히 메레쥬꼬프스끼나 부닌에서 자주 사용되고， 블록과 벨르이， 그리고 

빠스쩨르나크를 거쳐 소비에뜨 시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 

이러한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x5에서 일반적으로 ‘의미의 담지자로 

서의 운율’을 시형론적 토론의 대상으로 만든 일등공신으로 간주되는 「시의 

리듬과 테마의 상호관계에 대해」의 저자인 따라노프스끼는 “길이라는 동적인 

모티브가 삶의 정적인 모티브에 대립되고 있는 테마의 변주들뿐만 아니라， 

고독한 인간이 ‘무심한 자연’(때로 이 자연은 무심한 도시의 풍경으로 대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시적 명상들”을 노출시키고 

이들을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 가 촉발했다고 주장한다(TapaHOBCKHH 2000, 381). 

그리하여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통상 비교되지 않았던 풋체프의 <<BOT 

õpe.ay ~ B,llOJlb ÕOJlbmOH ,llOporH ... >>, 블록의 써bJXO*y ~ B nyTb, OTKpbITbIH B30paM ••• >>, 

에세닌의 <<BbIXO:l<y ~ Ha BbICOKHH õeper ... >>, 마야꼬프스끼의 <<MaJlbqHK meJl, B 

3aKaT r Jla3a yCTaBa~ ... >>, 이사꼬프스끼 의 <<BbIXO,llHJla Ha õeper Ka Tloma ... >>, 빠스 

쩨르나크의 <<ryJl 3aTHX. 71 BblmeJl Ha nO,llMOCTKI’ ... >> 등을 결합하여 ‘레르몬또프 

군’이라 명명한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논의의 주창자로서의 권위는 따라노프스끼가 아닌 선 

배연구자에게 돌려져야 할 듯하다. 샤삐르(M. H. lIlanHp)의 추적에 따르면 길의 

테마와 x5와의 관련은 1963년 이전에 이미 자주 연구대상이 되었었고， 야꼽슨 

(P. lIKOÕCOH), 더 나아가 브릭 (0. M. EpHK)에 기원하며， 결국 “1963년의 따라노 

프스끼의 업적이란 x5의 내용의 다양한 측면을 증명하는 예의 범위를 확장한 

것뿐”이라는 것이다(lIlanHp 1991, 37). 

이들 초창기의 율격의미의 추적은 필연적으로 ‘운율 대 의미’와 연관된 많 

은 용어 들 - Ce~taHTl’맨CKHH opeoJl(차후 CO), 3KcnpeCCHBH뼈 opeoJl(30), :l<aHpOBO-

7) 따라노프스끼의 통계에 의하면 이 시기에 x5는 베네덕또프(5eHeIll!KTOB)에서 4편， 페트 

에서 17편(이중 원작은 10편， 번역시가 7편)， 악사꼬프(H.C. AKcaKoB)에서 2편， 네끄라소 

프에서 13편， 꾸로치낀(B. KypOl!재H)에서 6편， 호야꼬프(XO~KOB)에서 1편， 뿔론스끼 (nOJ1 

。HCKHI!)에서 11편， 똘스또이 (A. K. TOJ1CTOI!)에서 3편， 풋체프에서 1편이 쓰여지고 있다 

(2α)()， 384-5). 결국 이 시기에 X5를 가장 많이 썼던 시인은 페트이지만 원작은 10편뿐 
이므로 가장 많은 X5시를 쓴 시인은 네끄라소프라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게다가 우 

리의 통계에 의하면 17편이며， 이는 비쉬네프스끼의 수치와 동일하다(198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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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cnpeCCHBHhlìl OpeoJI(lK30), CeMaHTH'leCKa.ll OKpaCKa(COK), 3MOUHOHaJIbHa.ll OKpaCKa 

(30K)/a빼eKTHBHa.ll OKpaCKa(AOK)8) - 을 잉태하였다. 이들은 명확한 변별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다가 1979년 가스빠로프가 COK를 “해당 운율， 율격， 율격 

변체에서 반복해서 출현하는 상호관련된 이미지와 모티브의 다소 제한된 집 

합”으로， CO을 “해당 운율， 율격의 모든 COK의 총화”로 정의한 이후(racnapOB 

1979, 284) , 가스빠로프의 예를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 

의 정착 과정에는 동요가 수반되었고， 특히 ‘CO’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혼돈은 

지속적 성격을 띠었다9). 이미 1982년에 ‘CO’ 개념을 확립된 용어로 간주하는 논 

문도 있지만10) 1980년대 중반까지도 ‘30’이 CO을 대치하기도 하였다(5eJIbCKa.ll 

1980, 401; BHmHeBCKHìl 1985, 108).11) 

COK 개념은 이에 비해 좀 더 신속히 안정되었다. COK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30K/AOK는 따라노프스끼에서 발견되는데 (TapaHOBCKHìl 2000, 372),12) 따라노프스끼 

8) 이 용어들을 구태여 옮기자면， ‘3KC lIpeCC I!BH없 opeoJl’은 ‘표현후광’， ‘*aHpoBO-3KClIpec

C I! BH뼈 opeoJl’은 ‘장르 • 표현 후광’， ‘CeMaHTI!'leCKa.ll OKpaCKa’는 ‘내용색’， ‘3MO뻐O 

HaJlbHa.ll OKpaCKa’/‘a빼eKTI!BHa.ll OKpaCKa’는 ‘정서색’/‘감정색’ 정도가 된다. 그러나 역 

시 번역표현을 사용할 경우 용어로서의 뒤앙스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므로 약어 

로 표기하기로 한다. 

9) ‘ 30’과 ‘CO’ 사이의 동요를 가스빠로프는 융격의 내용에서 ‘때로는 내용의 物的(lIpetl

MeTH뻐) 측면이， 때로는 내용의 정서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파악하 

지만(1979， 285), 샤삐르는 ‘30’ 용어의 강한 인기는 따라노프스끼가 이 용어의 진정 

한 주창자라고 간주한 비노그라도프의 권위에 연유한 것으로 설명한다(1991 ， 36). 

실제로 따라노프스끼가 30을 처음 언급하는 자리에서 이 용어의 주창자를 비노그 

라도프로 지적한 이후(2000， 372), 시형론자들은 이 개념을 언급할 때마다 비노그 

라도프를 지적한다(BeJlbCK a.lI 1980, 401; B때HeBCKI!l! 1985, 108). 그러나 샤삐르가 

다음에서 밝히듯， 이 역시 오해의 소산으로 이 용어의 진정한 원천은 또마세프스 

끼 를 거 쳐 비 노꾸르(r. o. BI!HOKYP)로 올라간다(1991 ， 36). 
10) 예를 들어 레빈의 논문(J1eBI!H 2000, 291)에서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라: “celolaH

TH'IeCIC뼈 opeon loIeTpa(CO) 현상(따라노프스꺼-가스와로프)은 시학적인 측변에 

서 뿐만 아니 라 ... "(강조 - 펼자) 

11)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30 개념 사용에 있어서의 혼돈이다. 일반적으로 30은 

CO과 동위개념으로 간주되는데 반해 COK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 

된다. 가스빠로프가 이미 1979년에 CO과 COK를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쉬네프스 

끼는 1985년에도 30을 COK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킬의 동적 

모티브’ 필자) 또 하냐의 30로서， (..J ‘정신적 와혜’ 모티브와 관련된다(강조
필자)."(1985， 103) 

12) 그런데 이 용어 역시 따라노프스끼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 선배 학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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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범을 따라 ‘30’을 고수했던 학자들도 이 COI<라는 용어는 곧장 수용한다13). 

그런데 지금까지 x5의 운율의미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이렇게 ‘CO’로 수렴 

되는 개념 주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들 논의는 세 가지 경향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CO의 원천에 대한 탐색’으로， CO이 율격형식과 내용사이의 유기적 관 

련에 토대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잉태된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CO 개념에 대한 반박을 고려하여 ‘CO 개념의 확대， 정교화’를 통해 이 

개념의 포용력을 높이려는 경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CO의 문화기호학적 문맥 

으로의 이전’의 경향이 그것이다. 

2. 1. CQ의 근원 탐색: ‘유기적 관련’ 대 ‘역사적 관련’ 사이의 논의 

운율과 내용의 관련이 유기적인지， 역사적인지의 문제는 애초부터 시형론자 

들의 초미의 관심사요， 따라노프스끼 논문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서두에서 ‘역사적 관련’에 정초한 CO 이해를 당대의 주도적 성향으로 파 

악하지만，14) 전체 x5에서 행초에 ‘이동동사(rnaron nBH*eHHR)가 있는 리듬통사 

형식’과 ‘레르몬또프군’을 고찰한 다음， 결국 역사적 관련을 배제하지 않으나 

유기 적 관련을 선호하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사실을 영 향이 나 상호 

관계만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러시아 x5의 리듬진행과 인간보행의 리 

꼽슨， 더 정확히는 또마세프스끼에 기원한 것이었다(mam!p 1991, 36) 
13) 이와 관련하여 벨스까야가 따라노프스끼의 논문을 요약하면서 30K를 아무런 주석 

없이 COK로 바꾼 것은 시사적이다; “따라노프스끼는 (…) 서정적 X5는 이 율격의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 의 영향 하에 그 
특정한 COK(강조-필자)를 획득했다고 지적한다"(1980， 401). 

14) 따라노프스끼의 표현을 따르자변 기존의 시의 리듬과 시의 내용의 문제를 둘러싸 

고， “시의 리듬은 그 자체 30K, 일정 음조를 지니고 있어， 마치 자족적 의미를 지닌 
듯 하다”고 간주하는 부류와， “시의 리듬은 그 자체 그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고 

그 30K를 주로 언어 침윤에 의해 획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의 리듬도 그 어떤 

시의 내용에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부류，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시의 리듬은 

비록 언어 텍스트 덕분에 일정한 정서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각 민족문학에 

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30을 지닌다”고 여기는 부류가 존재하며， “마지막 견해가 현 

재 공인된 입장이다”는 것이다(2000， 372). 이때 첫 번째 입장은 우리용어로 하면， 
바로 ‘유기적 관련’의 옹호이며， 세 번째 입장은 ‘역사적 관련’의 용호이다. 곧 당시 

세 번째 입장이 공인된 것이라는 언급은， 1963년경에 이미 운율과 의미 사이의 관 

련을 역사적 결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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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 사이에 공감각적 관련을 상정해야 한다”라는 극도의 ‘유기적’ 결론으로 논 

문을 마감하는 것이다(2어0， 401). 

그런데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관련’의 결론은 그가 자신의 논문에서도 언 

급하고 있는 야꼽슨의 운율의미의 ‘유기적 이해’의 과장된 수용에 기인한 것 

이었다. 야꼽슨은 이미 ‘유기적 관련’과 ‘역사적 관련’의 이론적 가능성을 각각 

인접성에 의한 연상(aCC Ol.\Hal.\HJI no CMe)((HOcTH)(외적 관련)과 유사성에 의한 

연상(aCCOl.\Hal.\ HJI no cxoacTBY)(내적 관련)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15) 이 중 

후자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이 강령이 따라노프스끼와 그 계승자들의 논문 

속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16) 

그러나 후학들은 따라노프스끼， 야꼽슨이 경시했던 운율과 의미의 ‘역사적 

관련’에 좀더 집중한다. 특히 가스빠로프는 따라노프스끼 안에서 따라노프스 

끼 스스로는 덜 중요하다고 간주했던 역사적 관련의 정초를 좀더 과장， 확대 

해석하여 수용하였고 이것이 곧 그의 따라노프스끼 공적치하의 출발점이 되 

었다. 그에 의하면 따라노프스끼는 “운율과 내용의 관련은 최초의 전범이 독 

자와 작가에게 야기하는 강한 인상(강조-펼자)에 의해 부과되고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 는 이런 전범에 속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racnapOB 1979, 282). 

가스빠로프는 이미 1976년에 유기적， 역사적 관련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며 

그것은 단일차원 대 다차원에 상응하는 문제이고 율격과 의미의 관련은 다차 

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련이라고 설명한다 17) 이어 1984년에 ‘co은 

15) “시형의 운율측면과 내용측면 사이의 상웅관계는 아직 일반법칙이 되기는 힘들 

다 “임의의 시형식은， 그 근원에 의해 혹은 단순히 관례에 따라， 특정 문학유파나 

구체적 시장르， 임의의 민족적 • 사회적 주체와 너무나 긴밀히 연상되어， 새롭게 사 
용될 때 일종의 운율인용(MeTplI'IeC I< a51 11l1TaTa)의 인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이 경우 시의 운율과 내용 사이의 관련은 외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인접성에 의한 

연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외에， 아니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내적 유사성， 

즉 시구조와 내용방향 사이에 유사성에 의한 연상이 출현할 수도 있다. 러시아 x5 
에서 (...) 리듬행보의 강한 비대칭성， 불안한 불규칙성， 규칙적 주기의 잦은 파괴는 

거명된 율격과 근심의 길의 테마를 강하게 연결시킨다"(manllp 1991, 38에서 재인 

용; 기 타 TapaHOBC I< 1깨 2α)()， 374 참조). 
16) “명백히 최근의 시들에서는 테마， 언어， 운율， 구조상 과거 모델이 노출된다 (이는 

‘운율과 의미의 외적 관련’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내적 

관련， 즉 운율과 이미지의 진정한 상옹에 의한 것이다: 시형구조는 직접 상정구조 

가 된다. (…), 운율 자체가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manllp 1991, 38 재인용). 
17) “유기적 관련은 한 차원의 요소들， 이미지， 언어， 시형들 사이의 관련이다. 약강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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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립된 현상으로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며，’ ‘운율은 일종 

의 부제’라고 천명한다 18) 

co의 근원의 ‘역사성’의 확인은 비단 가스빠로프만 아니라 수많은 논문들의 

결론이기도 하였다. 이들 결론은 주로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결론의 동기가 

되는 논거들을 통계를 통해 검증하여 그 논지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곧 운율-내용간 관련은 명백한데 그 동인이 ‘유기적 관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관심은 ‘역사적 관련’으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시형론자들은 ‘러시아 x5의 내용의 원천 탐색’과 ‘범슬라브적인 

토대 확인’에 집 중하게 된다. 

2.1.1. 통계를 동한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관련’의 전제 비판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결론의 대전제에 대한 후학들의 통계를 통한 비판 

을 각 항목별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모든 논의의 ‘원점’이 되는 따라 

노프스끼의 주요명제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요약 정리하지 않고 그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9) 

격 (4-CTonH뼈 lIMÕ)에서 첫 음보의 강세가 강화되면 두 번째 음보의 강세는 약화된 

다. (...) 역사적 관련은 상이한 차원의 요소들(시형과 언어， 시형과 이미지 체계) 

사이의 관련이다. 여기서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단지 수사적 과 

장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이것이 이미지와 언어， 이미지와 시형 사이 

에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은 있는데， 무조건이 아 

년 조건적인(YC JlOBHall) 것이며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다. 동일한 대 

상이 “YCTa"와 “ryõll'로 지칭되고 동일한 구가 약강4보격이나 강약4보격 (4-cTonHblll 

xopell)로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단어 어떤 율격을 선태할지의 문제는 시인 

에게 있어 무관심하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엘까? 왜냐하면 역사적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이 단어들은 상이한 문체와 결합되고 이 율격들은 상이한 장르나 

테마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의의 단어 율격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 

뒤로 펼쳐지는 의미적 연상의 전체 그물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 중 어떤 것은 좀더 확고하고， 다른 것은 보다 약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독자에게나 작가에게나 의미 있는 것이다"(racnapOB 1976, 358). 
18) “독자에게 시의 율격은 부제의 역할을 한다. 시의 이미지， 모티브， 정서， 사고 층을 

예견케 한다. COK나 CO은 유기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현상이다. “강약격 (xopell)은 

그 자신의 울렴으로 즐겁고 씩씩한 테마의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언젠가 민중시나 아나크레온 스타일의 많은 노래가 강약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강 

약격은 즐겁고 활기찬 테마의 경향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racnapOB 1984, 105). 
19) 1. 러시아 x5의 역사에서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 는 ‘결이라는 동적인 모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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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x5는 ‘킬’과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로 특화된다? 

따라노프스끼는 x5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길’과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의 

특화를 지적한다. 그런데 비쉬네프스끼의 통계에 의하면 길 (nYTb， llopora) 이 

형상화된 x5는 전체의 15%일 뿐이며， 게다가 마차， 우체부와 관련된 시 중 x 

5로 쓰여진 시는 단 한편도 없고， 오히려 다른 율격의 시에서 길의 테마가 자 

주 등장한다(BHDlHeBCKHH 1985, 104-105).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 역시 단지 때 

때로 확인될 뿐 전체 자료를 포괄하지는 못해서， ‘정신적 와해’와 나란히 극히 

다양한 감정과 분위기， 즉 고양된 사랑， 행복에 대한 갈망， 자연 감상， 미의 

숭배 등이 나타난다(5eJlbCKa}) 1980, 402; BHDlHeBCK때 1985, 99-103).20) 

삶의 정적인 모티프에 대립되고 있는 테마의 변주들뿐만 아니라， 고독한 인간의 

‘무심한 자연’(때로 이 자연은 무심한 도시의 풍경으로 대체)과의 직접적 접촉 속에 

삶과 죽음에 관한 시적 명상들도 촉발하였다(2000， 381). 이러한 「나홀로 ... J 와 관련 

있는 모든 작품을 러시아시에서의 “레르몬또프군”이라 명명하자(381). 길의 동적인 

모티브를 지닌 시에서 행초에 이동동사를 지난 리듬통사형이 자주 반복된다(374). 

2. 러시아의 X5와 그에서 파생된 율격의 역사를 추적한 지금 우리는 많은 사실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영향이나 상호관계만으로 설명하기는 불가하다. 

하나로 수렴되는 일련의 현상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러시아 x5의 리듬진행과 

인간보행의 리듬 사이에 공감각적 관련을 상정해야 한다"(401). x5에서， 행을 두 부 

분으로 나누는 4음절 즈음에 이동휴지 (noaBHlI<HaJl Qe3ypa)가 있고 이 휴지는 자주 

억양상의 단절과 일치하여 행의 비대칭성을 강조한다. 즉 대다수의 X5에서 이미 

첫행의 종지 (KaaeHQHJI)와 일치하는 4음절 앞에 어간경계 (CJlOBOpa3aeJl)가 나타난다. 

즉 이 러 한 시 들은 자주 3음절 2항구(HOtlb THxa), 혹은 좀더 약한， 유사한 억 양신호 

(3음절이지만 2항이 아닌) (BbDWl!<y )로 시작된다. (행초에 이동동사를 지닌 리듬통사 

형의 빈도수가 높은 것도 바로 이러한 공감각적 관련으로 설명된다.) 이 리듬통사 

형들은 시인이 X5의 비대칭성을 너무나 강하게 지각하여， 이미 첫 행에서， 즉 우리 

의 리듬 기대가 시작되는 행에서 최고조로 강조되고 있다(401-402). 

3 길이라는 동적인 테마의 측면에서 그러한 리듬행보는 실제로 불규칙한 인간의 

보행에 상용한다: 마치 인간이 한 걸음(혹은 세 걸음)을 걷고 몇 분의 1초 정도 쉬 

는 것과 유사하다. 삶의 정적인 테마의 측면에서 시형의 강한 비대칭성은， 역시 리 

듬진행의 공감각적 관련하에， 체험상의 정신적 와해 (aymeBH뻐 pa3 J1aa)와 상응하고， 

내적인 조화의 부재를 강조한다(402). 리듬경험은 언어질료에 제한받지 않고 자연 

스럽게 타정신신경경험 영역으로 월경한다(403) 

20) 바로 이것이 따라노프스끼의 논문에 대한 반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스빠로 
프에 의하면 이러한 회의적 시각의 가장 객관적이며 논증적인 정리는 비쉬네프스끼 

의 1977년 논문시형론에서의 통계방식 사용의 문제 (K Bonpocy 05 HCnOJlb30BaHHH 

KOJlHtleCTBeHHMX MeTOaOB B cTHxoBeaeHHH)J 이 다(racnapOB 1979, 282). 실 제 로 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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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2. X5의 행초는 이돔돔사로 특징지워진다? 
따라노프스끼 는 다음으로 X5에 서 이 동동사나 강한 행 위 가 있는 리 듬통사형 

이 행초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통계는 ‘이동동사 

는 전체 x5에서 5-10%만을 차지하여 성격규정적 징후가 될 수 없다는 것， 게 

다가 행초의 이동동사는 비단 한 율격의 점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다(5eJlbCKa.ll 1980, 402). 가스빠로프의 x5와 타율격 (X4, 514)의 비 교에 서 보여 지 

듯， x5에서 이동동사가 행초를 선호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x4 

나 514의 행초에서 이동동사가 더 자주 발견된다.21) 

2. 1.1.3. x5의 첫행은 이돔돔사가 있는 리듬통사형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따라노프스끼의 지적대로 이동동사가 있는 리듬통사형은 첫행에 

주로 위치할까? 비쉬네프스끼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x5의 첫행에서 이동동사 

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다른동사는 40%, 무동사는 46%인데 비해) (1985, 

105). 그러나 이것은 아직 아무 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아마도 이동동사가 바 

로 “불안한 길의 모티브”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종속도는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길의 테마가 있는 시， 21편 중， 단지 9편에서만 

뿐만 아니라 비쉬네프스끼의 x5 연구(1985)에서도 ‘운율과 내용의 배분’에 있어서의 

개성의 주도적 역할은 자주 언급된다; “테마상으로도 유사하고 동일한 율격이나 연 

으로 쓰여진 시군은 통상 한 시인에 속하며， 다른 시인에서는 그것은 완전히 다르 

게 보인다 c..l 특정 시형식의 사용에는 시인의 창조적 개성， 그의 개인적인 연상이 
나 선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영백하다’'(1977， 156-7); “이 율 
격이 레르몬또프의 영향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 정서적 톤까 

지 필수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시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친근한 

영역에서 이 마음에 든 리듬진행을 사용했던 것이다"(1985， 103); 그러나 이것으로 
비쉬네프스끼가， 가스빠로프의 주장처럼， “형식과 내용의 관련을 언급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racnapOB 1979, 282)은 아니다. 이는 가스빠로프가 비 

쉬네프스끼를 축소이해한 데 기인한 오해로， 비쉬네프스끼가 부정했던 것은 ‘운율과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이었지 운율과 내용의 관련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비쉬네 

프스끼는 이 운율과 내용의 관련의 원천에 대해 줄기차게 탐색했다 (2. 1.2.항 참조). 
21) 표1. x5, x4, 514에 서 이 동동사의 행 에 서 의 위 치 (racnapOB 2000, 259-261). 

(%) 

마이꼬프의 X5 

뿌쉬낀의 X4 

뿌쉬낀의 H4 

“CJIOBO 0 nOJIKy HropeBe" 
“CKa3Ka 0 30JIOTOII neTymKe", 
“CKa3Ka 0 lIêpTBOR uapeSHe" 
“nOJITaBa" 

1음보， 1+2 음보 
36 

3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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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행에 이동동사가 출현하고 6편에서는 다른 동사가 나타나며， 다른 6편에 

서， 그것도 길의 테마가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던 시에서， 그 첫행에 동사 

자체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결국 “길의 모티브와 이동동사의 법칙은 

확립되지 않는다"(106). 

2.1.1 .4. x5의 휴지는 ‘3음절 이항구’， 혹은 ‘3음절 1 항구’로 특화된다? 

이후 비쉬네프스끼는 “따라노프스끼에서 언급되는 것은 단순히 동사가 아 

니라 그 시작 리듬， 3음절 2항구 혹은 1항구와의 결합”임을 상기하고 x5의 

전체 휴지유형을 6가지로 분류 고찰하여 “실제로 x5에서 ‘3음절 1항구(r나홀로 .. .1 

형)’ 휴지(14%)는 ‘3음절 2항구(“HO'lb THxa" 형)’ 휴지 (41%)와 함께 55%,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역시 따라노프스끼가 염두에 둔 것은 

전체 x5가 아니라 ‘길의 모티브’， 혹은 ‘인생의 모티브’의 시였음을 주목하고， ‘길 

의 시’， ‘정신적 와해의 시’， 그리고 이들 모두(‘레르몬또프군’)에서 위 휴지의 비율 

을 산출한다. 그 결과， 위 휴지가 ‘인생의 모티브’의 시에서는 약간 우세한 듯하 

나(72%) ‘길의 모티브’의 시에서는 오히려 약해지고(47，6%) ， 전체 ‘레르몬또프군’에 

서는(60%) 전체 x5에서의 수치 (55%)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밝힌다 (1985, 

100-7). 동시에 그는 이 수치가 우연이 아님을 또다른 연구의 결과로서 증명하는데， 

곧 따라노프스끼의 설명과는 달리， 위 휴지는 “리듬 기대가 생겨나는 첫연 첫행 

에서도， 이미 리듬관성이 확립된 다른 행에서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결국 “휴지의 위치는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된다"(106-8). 

이렇게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관련의 대전제는 통계를 통해 극히 ‘인상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형론에서의 통계방식의 적용의 효용성을 확 

인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의 권능은 여기서 끝나고 이 결과들의 문예학적 해석 

의 문제는 올곧이 남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학자들은 통계방식을 벗어나， co의 

발생 요인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이 때 ‘역사적 관련’에 주목하는 것이다. 

2.1.2. CO의 ‘역사적 관련성’ 확인과 러시아 X5의 내용의 근원 탐색 

co에 있어서 유기적 본성이 아닌 다른 원인의 존재에 대해 가장 집중한 사 

람은 의외로 가스빠로프가 ‘이 개념의 반대자’로 간주한 비쉬네프스끼였다(주 

20 참조). 비쉬네프스끼는 계속해서 co(그의 용어로는 30)의 메카니즘을 고찰 

하면서 co의 발생 요인의 가능태들을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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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첫 운율의미 연구인 「네끄라소프의 운율과 그 장르-표현적 특성 (MeTpHKa 

HeKpaCOBa H ee lI<aHpOBO-3KCnpeCCHBHaj( xapaKTepHCTHKa)J (1972)의 결론에 서 

그는 “네끄라소프에서 운율 내용 관련은 분명하나 이러한 30의 일반화는 경 

계해야한다"(252)면서， “다소 명백한 30이라도 운율의 내용의미와 전혀 상관없 

는 요인 예컨대 “전통， 시인의 특정 운율에 대한 선호， 우연의 법칙에 따른 

율격의 기계적 배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253)고 거론한다. 

이후 「시형론에서의 통계방식 사용의 문제 J (1977)에서 통계방식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한 예로 30과 관련된 당대의 논의를 검증하면서， 30의 발생의 메카 

니즘과 그 다양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많은 율격과 연 

에 30이 고유하다고 말하면서，껑) 시인이 이러한 형식을 선택할 때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첫째， ‘첫 예의 역할’(비가에서의 x5는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 의 

영향)， 둘째， ‘유추’(한 테마에서 인기 있었던 형식은 다른 유사한 테마로 이 

전; 아나끄레온풍 시의 3보약강격 (3-CT. j(M6)이 ‘가벼운 시 (JJe rK aj( n03 3Hj()’ 전 

반으로 확대)， 셋째， ‘기존의 전통’(전통은 자주 기계적으로 일종의 틀처럼 전 

속; 소네트， 론도와 같은 ‘고정형식 (TBepJlhle IþOPMbI)’), 넷째， ‘율격이나 연에 있 

어서의 등가물’(외국시를 번역할 때 적합한 형식을 찾으려는 시도; 독일 발라 

드 시형을 흉내내는 돌니끼 (llOJJbHHKH) ), 다섯째， ‘선입견에 의한 구성’(기존의 

경우의 고유한 변체， 러시아 민중시형을 ‘재구’하려는 시도들; 까람진의 「무사 

의 노래」 유형의 x4에서 강약약(llaKTHJJb)어미) 등을 열거한다(155-9).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관련’에 대한 통계를 통한 비판이 주가 되는 논문， 

rX5의 30(3KcnpeCCHBHbltl opeOJJ nj(THCTonHoro xopej( )J (1985)에 서 도 역 시 동일 

한 결론， “이 관련 (30 필자)에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것도 없다. 이것은 임 

의의 율격이나 연의 내재적 자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그것도 매 

번 상이한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108)이 반복된다. 계속해서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x5의 co의 근원에 대한 탐색도 행해지는데， “많은 시인들이 읽었던 독 

일시 번역의 영향은 분명하다. (...)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레르몬또프의 

매력이었다"(109)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22) “몇몇 형식은 다분히 지속적인 사용영역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특정 예술적 과제 
를 해결할 때 시인이 행하는 선택에 대해 말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그 어 

떤 신비적인 것과도 관련되지 않고 통상 극히 실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 많은 

운율과 연은， 시형식 요소가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내용과 조화를 이루거나 대치되 

는 특정한 연상을 야기하는 것에 근거한， 고유한 30을 가지고 있다"(197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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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독일원전의 영향’은 x5 연구의 최종판인 가스빠로프의 「나 홀로 길을 

나선다. 5보강약격 : 의 미 의 분화(BblXO )f(Y O.llHH j! Ha .llOpory ... 5-CT xopeii: 

.lleTaJIH3al.\Hj! cMblcJla)J (200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그런데 기실 러시아 x5 

에서의 ‘독일원전의 영향’은 따라노프스끼에 의해 이미 제기된 사항이었다. 그는 

러시아 X5를 서정적， 서사적 전통으로 분류， 전자에서는 독일 작품의 영향을 보 

고， 후자를 전슬라브의 서사적 10음절시의 직접적 계승자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따라노프스끼의 견해가 약간의 정교화만 거쳤을 뿐 가스빠로프에 

게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가스빠로프에 의하면 서구유럽시에서 후기의 율격이 

었던 x5는 문학적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식을 찾던 독일의 前낭만주의 시에서 

실험적으로 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1800년 무렵까지 독일 x5의 의미영역은 확장 

되어 철학， 사랑， 시평(詩評)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이 의미들이 러시아 x5에 이 

전되었다는 것이다(racanpOB 2000. 261-262). 이때 독일원전의 영향은 너무나 지 

대해서 “레르몬또프가 없었더라도 러시아 x5는 똑같은 형태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262)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러시아 x5만의 독자성 

을 레르몬또프에서 발전된 ‘밤’과 ‘길’의 결합에서 발견하긴 하나， 이 역시 알려 

지지 않은 독일원전의 존재의 가능성을 상정함으로써 결론을 열어 놓는다(262). 

또한 그는 러시아 x5의 발전과정을 ‘범슬라브적， 범유럽적 토대’안에서 확인하는 

데23) 이 범슬라브적 토대 또한 따라노프스끼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경) 

2.2. co 개념의 정교화: ‘CO’, ‘C~’， ‘OK’, ‘COK ’ 개념으로의 세분화 

이러한 유기적-역사적 관련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co 개념의 옹호자들의 

가장 큰 과제는 ‘길이 다른 율격에， x5에 다른 모티브가 있다’로 요약되는 반 

23) “시형의 내용은 시형의 운율처럼 민족문학으로 유리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면 
적이고도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한다. co을 지년 러시아의 X5도， 독일의 x5도 全

유럽의 시형의 역사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우리가 고찰한 것처럼 이 율 

격의 우울한 단조의 내용은 세르비아의 lleceTepau(음절시의 한 유형-박소연)라는 슬라 

브적 토대에서 잉태되었다가 18세기 말 독일의 토양에서 문학시로 형성된 후 레르몬또 

프의 「나홀로 ... J를 통해 다시 슬라브시로 돌아왔던 것이다"(racnapoB 2αXl， 263). 
24) “‘레르몬또프군’은 단지 러시아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로 

도 확산된다. 이 세 동슬라브어는 공통된 작시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세 문학에서의 동일한 X5의 리듬관성이 설명된다 백러시아어에서도 우크라이나어에 

서도 레르몬또프 시의 시적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TapaHOBcK때 2αXl，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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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수용의 문제였다. 가스빠로프에 의하면 비쉬네프스끼에 의해 대표되는 

이러한 모든 반박은 운율의미의 단선적 해석， 즉 “운율과 COK 사이의 관련이 

단의미의 엄격한 것으로 제시된”데 기인하였다.엉) 

이 에 가스빠로프는 COK의 다의 성 (nOJlHCeM깨)과 COK간의 상호관계 의 규명 을 

통해 CO의 존재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율격은 동음이의 (OMOHI:IMI:I.lI)와 동의 

(C I:IHOHI:IMI:I.lI)의 다의성을 지니며 26) 한 율격의 CO은 이러한 COK의 상호관계로 

잉태되고 그 결과로 각 율격만의 독자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271 그리고 

“한 CO의 생존력은 그 CO을 구성하는 COK 가운데 2, 3개의 극히 이질적인 것 

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즉 주된 COK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그 율 

격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법칙을 발견한다(racnapOB 1984, 106). 

이러한 모든 CO, COK 의 속성을 무기로 가스빠로프는 x5에서의 “운율의 CO 

개념에 반대해 제기된 모든 비난을 재검토"(racnapOB 2000, 263)한다. 이를 위 

해 연구의 폭을 확장시켜 레르몬또프에서 발견되는 모든 COK를， 기존에 고찰 

되었던 길([1)， 죽음(C) 외에 풍경 (rr) ， 사랑(Jl)， 밤(세까지 포괄하여 19세기의 x5 

에서 동등하게 고찰한다 (이때 ‘신’， ‘노래’의 COK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적한 

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에， 부닌에게서 이 율격의 집중적 사용을 

보고 부닌의 x5를 분석하는 과정에 CeMaHTI:I앤 CKoe .lIllpO(이후 C5I), OKpacot!Hble 

KOMnJleKCbI(OK)281 개 념 의 사용을 제 안함으로써 CO 개 념 의 정 교화를 시 도한다. 

가스빠로프가 OK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부닌의 X5에서는 19세 

25)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30이 CO과 COK의 중간에서 혼돈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앞 

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비쉬네프스끼는 COK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CO과 동격인 30을 

COK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가스빠로프는 위에서 ‘운율과 COK’가 아 

니라 ‘운율과 CO’의 관련이 단의미적으로 해석되었고 COK 개념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편이 더 정확했을 것이다 (racnapOB 1979, 282-283; 주11 ， 주20 참조). 

26) “한 운율은 여러 테마의 기호가 될 수 있고， 한 테마는 여러 운율의 기호가 될 수 있 

다"(1979， 쟁4). 그런데 이 율격의 다의성 역시 다른 근원이 있어， 이미 야꼽슨이 동일 

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비노꾸르의 재반복이었다(manHp 1991, 37). 

27) “상이한 율격에서 테마의 집합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합의 

구조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 모든 율격은 의미상 동의어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의미상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1979， 305). 그런데 이러한 COK의 상호관계 
에 관한 논의 역시 전사(前史)를 발견할 수 있어， 동일한 의미를 이미 비노그라도프가 

쓰고 있고， 이 또한 유명한 원천인 또마세프스끼의 축약， 재서술이었다(manHp 1991, 37). 

28) ‘ceMaHTHtleCKOe .!I~p。’는 ‘내용핵’ 정도로， ‘。KpaCOtlHWe KOMnneKCW’는 ‘내용색군’ 정도 

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역시 약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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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체의 X5와는 달리 COI<상으로 ‘사랑’， ‘죽음’은 적고 ‘밤’， ‘풍경’이 많으며， 

이 두 COI<는 결합성향도 강하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잃) 여기서 그는 이 결과 

의 유의미성의 판별을 위해， 개별 COI<의 빈도수를 토대로 COI<간 결합의 확률 

적 빈도수인 ‘이론지수’떼)를 산출하여 ‘실제지수’와 비교한 뒤， 이 두 지수사이 

의 차이가 크면 그 결과를 유의미한 가치로 상정했다. 즉 이론지수는 COI<들 

사이에 아무런 결합선호도도 없다는 가정에서 산출되었는데 실제지수의 이론 

지수로부터의 이탈정도가 크면 이는 결합선호도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스빠로프는 ‘밤과 풍경’(부닌에서 더 강)， ‘밤과 사랑’(19세기에 

서 더 강)은 강하게 끌리고， ‘길과 죽음’은 아무런 결속력도 없고， ‘사랑과 죽 

음’ 사이에도 아무런 결합선호도도 없음을 확인한다 (259). 이로써 가스빠로프 
는 따라노프스끼 의 ‘유기 적 관련’의 근거 였던， ‘길과 죽음의 강한 결속’의 근거 

박약을 보여줄 수 있었고， 동시에 “개별적인 COI<와 모든 COI<의 총합으로서의 

CO 사이에 중간개념’'(264)으로서 OK 개념을 설정할 수 있었다. 즉 “따라노프 

스끼의 ‘레르몬또프군’(‘사랑과 죽음’ - 필자)은 19세기 러시아 X5의 한 부 

분"(264) ， 즉 여러 OK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C5I 개념은 용어로서 정의내리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부닌의 x5 분석 과정 

에서 도입된다. 부닌의 COI< 분포를 설명하면서 “밤의 풍경시는 31편으로 부닌 

전체 X5의 53%에 육박하는， 그의 시의 명백한 C5I이다"(256)라고 한 진술에서 

29) 

% 
19C 이론지수 
19C 실제지수 
부닌 이론지수 

부년 실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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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하여 C7I은 ‘각 시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COK , 혹은 OK’를 지칭하 

는 것으로 대략 규정할 수 있다.3D 

이렇게 CO, OK, COK , C7I 등의 세분화를 통해 요약된 러시아 x5의 전체 그림 

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러시아 X5에는 서사적， 서정적 시형 전통이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서정적 x5의 CO에서는 5개의 COK가 있다: 밤， 풍경， 사랑， 죽 

음과 길. 그리고 이들은 상이한 정도로 서로에게 끌린다: ‘밤과 풍경’(부닌)， 

‘밤과 사랑’(페트)은 가장 자주 결합되고， ‘길과 죽음’(레르몬토프)은 덜 결합된 

다. ‘밤과 풍경’， ‘밤과 사랑’의 OK는 잦은 빈도수 때문에， ‘길과 죽음’의 OK는 

레르몬또프의 권위 때문에 유지되었다. 

러시아의 x5의 CO은 근원상， 무엇보다도 독일 x5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고 

러시아 x5만의 내용의 발전토대는 「나홀로 ... J 에서 모든 중심 모티브들을 결합 

시킨 레르몬또프가 놓았다. 중심 모티브인 길은 아마도 그 자신이 스스로 도 

입한 듯하고 독일의 전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페뜨 

와 뿔론스끼는 레르몬또프의 전통을 지속시켜 x5에서 사랑의 내용을 발전시 

켰고， 네끄라소프나 기타 시인들은 쉴러의 전통에 의거하여 시평(詩評)적 내 

용을 주로 발전시켰다. 죽음의 모티브는 주로 세기말에 축적되었다. 마지막으 

로 세기의 경계에 부닌은 ‘밤과 풍경’이라는 그의 명백한 C7I에 집중했다. 그러 

나 그 후 X5는 최초의 틀을 벗어나 계속해서 다른 테마로 확장해 나갔고， 자 

주 사용되는， 내용상 중립적인 율격이 되었다(263-265). 

이렇게 하여 CO은 COK , OK, 대로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있는 개념이 되었다. 즉 ‘이 율격에 다른 모티브가 있고， 길이 다 

른 율격에 있으며 30이란 개인적 특질의 결과일 뿐이다’로 대변되는 모든 반 

박은， 이제 CO 용어 자체의 확장과 C7I 개념의 도입을 통해， 전체 속의 다양한 

하나， 보편적 축적 안의 개인적 특성의 발현으로 수용되게 된다. 즉 ‘전체 CO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COK를 발전시키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 것이다，32) 

31) 이 C7I 개념 사용에 있어서 동요가 관찰된다. 가스빠로프는 3보약강약격 (3-CT. a빼r 

6paxlil!)을 고찰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이미지， 감정뿐만 아니라 언어 

형식까지 후대의 통사 끌리세와 교호하는 시， 연， 행 즉 “임의의 COI<가 결정(結옮)화된 

패턴을 C7I라고 부를 것을 제안"(2αlO， 148)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AM의 ‘장엄’의 CO 

K에서 C7I는 “Aa 3l\PaBCTByeT", “R nOMHm”, “MHe CHIiJlocb"(149)라고 예시한다. 그러나 x5 
에 관한 논문에서 ‘C7I’ 개념의 의미는 이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부년의 핵심적 COI<’ 
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바로 후자의 개념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 그런데 이러한 하나 안의 다양성으로서의 각 시인들의 X5의 특성은 따라노프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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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의 문화기호학적 성격: ‘패러디’에 의한 CO의 지각 

CO의 발생에 있어서의 역사적 관련의 상정과 그에 따른 러시아 x5의 내용 

의 근원에 대한 탐색은 펼연적으로 CO을 문화기호학적 현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기실 기호학적 시각에서의 CO의 연구 가능성은 우리의 

‘원조’인 따라노프스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X5 연구를 “시적 내 

용과의 관련 속에서의 시의 리듬의 연구는 문학이론， 문학사뿐만 아니라 기호 

학 전반에 흥미를 유발시킨다”라는 진술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2000， 403) , 

따라노프스끼에 이어 가스빠로프는 CO의 다의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O을 

하나의 ‘기호’로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후 레빈은 CO의 기호학적 측면에 그 

연구를 집중한다( r CeMaHHlt!e C KHη opeOA MeTpa C ceMHOTH4eCKOη T04KH 3peHH.5I J 

(1982)) , 레빈은 ‘전언의 조직방식’33)과 그 ‘발전 역학’34)의 측면에서 CO은 기호 

학의 관심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2000， 291). 그러나 이러한 일반기호 

학적 시각에서의 CO 조명에서 레빈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CO의 지각에 있어 

서 패러디의 역할’의 지적이었다. 레빈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들은 자주 문화 

사용자들에 의해 지각되지 못하다가 학문에서의 강조나 패러디의 출현을 통 

해서 지각 가능해진다는 것이다(292) ， 

가 이미 지적했던 부분이다: “이러한 레르몬또프군이라는 전체 문맥을 배경으로 

각각의 시(레르몬또프군에 속한 시 - 필자)는 다르게 지각된다"(2000， 402-403) , 
33) “전언의 조직 방법상 CO은 다음의 특성으로 규정되는 특수한 경우의 기호관계이 

다:1) 약호는 超언어적 (HaWl 3 b1KOB없)이다; 2) 약호는 원칙적으로 내용상 중립적이 

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측면과 활발하게 상관관계를 맺는다; 4) 약호와 전 
언의 관련은 “유동적 (WIrI<HIl)"이다; 5) 그 결과 동음이의(한 율격에 다른 COK)와 동 
의(한 테마에 다양한 율격)의 관계가 발생한다"(291)， 

34) “CO은 전개역학상 한 문화기호학적 장치의 발현이다: A={...}라는 집합에 속하는 

현상이 발생하고(발명， 발견되거나 차용)， 아직 독자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 

나 B={..，}라는 집합에서 나온 현상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획득한다. 

A!B의 관계는 형식/내용， 수단/목적의 관계와 같다. 예컨대 A는 율격이고 B는 그 

테마이다， C..) 이미 문화안에서 기능하면서 A는 그 어떤 B와 결합할 수도 있고， 
하나 혹은 몇몇의 B에만 끌릴 수도 있다. 후자는 “물리적 (ljlH 311'1e CJ(“Il)" 이유에 의 

한 것일 수도 있고 (‘바로 이것에 가장 적당한 형식이기 때문에’라는)， “문화내적”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이것은 언젠가는 “물리적” 이유의 영향 하에 

발생했으나 지금은 소위 설명없이 작동하는 “문화적 관례”일 수 있다. 바로 이 현 

상에 CO이 속한다"(29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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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O의 문화기호학적 조명과 CO의 지각 과정에서 패러디의 역할’의 문 

제는 가스빠로프의 다음 논문들띄냐노프와 운율의 내용의 문제 (TbIHj\HOB H 

np06JIeMa CeMaHTHKH MeTpa) J (1984)와 「초기 빠스쩨르나크에서의 운율의 내용 

(CeMaHTHKa MeTpa y paHHero r1acTepHaKa) J (1988)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된다. 

여기서 그는 ‘운율의 기억 (naMj\Tb MeTpa)' (1984, 105), ‘타인의 율격( 'lYJl<O꺼 pa3Mep)’ 

(1988, 142) 등의 용어사용을 통해 CO을 문화기호학적 차원으로 이전시키려는 

의지를 표출하며 CO의 지각 과정을 문화기호학적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co 
의 전개에 있어서의 ‘패러디’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35) 

가스빠로프는 패러디 개념의 시형론에의 적용가능성을， 띄냐노프의 네끄 

라소프의 ‘시형과 내용’에 관한 연구인 「네끄라소프의 시형식 (CTHXOBbIe φpMbI 

HeKpacoBa)J(1921)와 패러디 이론의 최종판인 「패러디에 대해 (0 napollHH) J 

(1929)에 의거하여 탐색한다. 띄냐노프의 ‘패러디적 처치의 과정에는 한 작품 

의 문학 체계로부터의 이탈(H3bj\THe)뿐만 아니라 체계로서의 작품 자체의 분 

해 (pa3bj\THe)도 있다’는 지적을 상기하고 후자로서의 패러디 개념이 러시아 

시 형 론을 설 명 하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 안한다(facnapOB 1984, 108; 

TblHj\HOB 1977, 291-292) , 

즉 시형은 체계 자체의 분해의 결과로서만 문학적 인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facnapOB 1984, 108), 예컨대 쥬꼬프스끼가 러시아시에서 최초로 3음절 

율격(3CJI)을 썼을 때는 무반응이었다가 그가 연속남성어미의 514를 썼을 때 커 

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텅빈 곳에서의 새로운 것의 확립보다， 옛 

것의 변형이 훨씬 더 생생하게 지각됨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네끄라소프가 

3CJI을 절대적으로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쥬꼬프스끼가 아니라 네끄라소프가 

“3CJI 율격의 시인”이라는 명예를 얻은 것도， 그가 쥬꼬프스끼가 514에서 한 일， 

즉 기존의 전통을 변화시켜 훨씬 더 잘 지각되게 만드는 일을 3CJI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네끄라소프는 익숙했던 형식과 내용의 관련을 파기하 

고 3CJI을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세태와 민중의 테마에 사용했 

35) 이때 가스빠로프에게 가장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공했던 이론가는 바로 ‘문학의 전개 

법칙으로서의 패러디’를 설파했던 띄냐노프(애， T비HJlHOB) 였고， 동시에 띄냐노프가 자 

신의 문학이론의 가장 순수한 표상으로서 중시했던 네끄라소프가 가스빠로프에게도 

시형상 우수한 시인으로서 부각되었다. 그 결과 패러디적 관점에서 네끄라소프 시형 

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논문(1984)과 네끄라소프의 시형과 동일한 기능의 시형을 지 

닌 빠스쩨르나크를 재발견하고 있는 논문(1988)이 연이어 출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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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0). 

가스빠로프는 바로 이러한 ‘패러디적 접근’을 네끄라소프 시대의 중요성으 

로 간주하고， 더 나아가 패러디적 시각에서 러시아 시형론사를 쓰고자 시도한 

다. 그에 의하면 시형의 의미의 지각의 역사는 ‘새로운 내용의 확장의 시대’ 

와， 그 뒤의 ‘확장의 중단과 내용의 재분해의 시대’의 반복으로 규정된다. 즉 

쥬꼬프스끼와 네끄라소프는 모두 시형의 개혁시기를 살았지만 쥬꼬프스끼가 

살던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 개혁이 새로운， 비전통적인 것을 숙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네끄라소프의 시기에는 확장이 멈춰지고 획득된 

것들 중에서 선택하고， 기존의 수단을 새로운 목적에 준하여 재분배했으며 

이것은 “과거작품에 대한 분석적， 분해적 태도를 양산했고， 이 태도가 바로 

띄냐노프가 말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패러디”라는 것이다. 그 뒤 모더니즘 

시대는 새로운 확장의 시기였다. 그런데 다음 소비에뜨 시대는 예상을 깨고 

확장의 중단과 재분해의 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데， 그 대신 이 재분해의 시 

대에 띄냐노프의 네끄라소프와 패러디에 대한 관심， 분석적 해석이 출현한 것 

은 시사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운율의 CO의 형성의 특성은 아직 일반화되 

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 살아서 흘러가고 있다(110-11 1). 

이렇게 가스빠로프는 패러디 개념을 통해 전체 시형론사를 문화기호학적 입 

장에서 재조명하고 네끄라소프의 시형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그 결과 1991년 

경， co은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기호학적 현상으로 간주된다.36) 

바로 이것이 x5에 있어서 운율과 내용과의 관련 co에 관한 논의의 간략한 

역사이다. 기존의 CO에 관한 논의를 총결산하는 지금， 소위 ‘최초’의 논의라 

간주했던 따라노프스끼의 논문이 세상에 나온지 40여년 동안의 모든 논의는 

약간의 정교화만 거쳤을 뿐 근본적으로는 따라노프스끼로 회귀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모든 세부사항은 따라노프스끼가 이미 언급하 

였고 차후 시형론자들의 연구란 그것의 정교화였을 뿐이다.'57) 

이와 관련하여 홍미로운 것은 따라노프스끼에서 네끄라소프에 대한 언급이 

36) “운율의 기호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모든 실험실은 제 시 율격의 ‘co’의 천명 

이라는 기치 하에 진행되고 있다"(marrHp 1991, 36). 
37) co의 전체 맥락안에서 시인의 개성에 대한 고려도(주32 참조)， 가스빠로프의 2000 

년 논문의 중성이 되는 부년의 x5에 대한 강조도(2000， 385-387), 벨스까야의 논문 
의 주제가 되는 에세년의 x5에 대한 강조(389-392)도， 범슬라브적 토대의 확인과 

(주24 참조) 독일원전의 영향(2.1 .2.항 참조) 등， 이 모든 것들의 단초가 이미 따라 

노프스끼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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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하는 점이다. 네끄라소프가 그의 관심사에서 누락된 원인은 추측만이 난 

무할 뿐이다. 이것은 “네끄라소프는 ‘약한 형식’을 지니며， 그의 시에서 ‘핵심 

은 형식이 아니고，’ 따라서 소위 ‘유미주의자’는 그의 시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3f1xeHõaYM 1969, 35)는 당대 네끄라소프관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위 자신의 ‘레르몬또프군’의 원조시에 대한 직접적 패러디를 쓴 작 

가의 x5를 전혀 언급조차 않는 것은 불가사의다. 더구나 후에 가스빠로프에 

의해 네끄라소프가 러시아 시형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극부상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네끄라소프 x5 고찰은 다방면으로 흥미롭고 시의 운 

율-의미 논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위의 모든 논의， 즉 ‘역사적 유 

기적 사이의 논의’， ‘문화기호학적 현상으로서의 co’, ‘패러디를 통한 율격의 

지각 증대’ 둥이 유의미하다면 유미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네끄라소프의 

시에서도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이 모든 논거들이 네끄라소프에서 확 

인된다면 그것은 ‘네끄라소프 시형의 우수성’의 재발견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co의 보편성’의 확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시의 운율과 내용의 관련에 대한 이해에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다. 

3. 네끄라소프의 x5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네끄라소프 시형에 대한 재평가는 시형론에서의 패 

러디의 중요성의 강조와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기실 네끄라소프 시형 

에 대한 관심은 이미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안드레에프스끼나 추 

꼬프스끼에서 시작되어 띄냐노프에서 쟁점화되고 에이헨바움， 바예프스끼에 

이르기까지 네끄라소프 시형의 우수성의 발견이라는 기치아래 진행되었다. 흥 

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가 네끄라소프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형과 내용의 

문제에 대한 천착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특히 ‘네끄라소프의 전통에 대한 태 

도가 운율의 패러디적 사용에 집중됨’을 띄냐노프가 지적한 아래 (TμH.lI HOB 

1977; 1977a) 네끄라소프에서 운율과 내용의 관련， 그리고 패러디의 시형론적 

사용의 문제는 그의 시창작기법 연구에서 중심과제가 되어왔다(BHIIIHeBCK뻐 

1972; 3f1xeHõayM 1967; EaeBCKHfI 1976; 4yKOBCKHfI 1962; racnapOB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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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x5에서의 CO의 논의 과정에서도 네끄라소프의 x5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다. 여기서 따라노프스끼가 네끄라소프를 간과한 데 반해， 가스빠로프가 CO 

개념의 반대자로 거명한 비쉬네프스끼가 자신의 ‘운율과 내용’ 논의를 네끄라 

소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1972). 비쉬네프스끼는 네끄라소 

프의 x5를 별도로 고찰하지는 않지만 네끄라소프의 모든 대표적 운율， 율격에 

서， 각 장르별로 율격의 비율을， 그리고 각 율격별로 장르의 비율을 통계를 

통해 고찰하고 “네끄라소프의 작품에서 장르와 운율의 상관관계는 분명하 

다’'(252)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 뒤로 벨스까야(1980)와， 비쉬네프스끼의 x5에 

관한 논문(1985) ， 그리고 가스빠로프(2000)에 이르러 네끄라소프 X5에 대한 관 

심은 증대되나 이들 논의는 전면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못했다.38) 

이 때문에 네끄라소프의 x5를 재검토하고 그 안에서 기존의 CO 논의를 검 

증하면서 그 방법론의 정당성을 재검하고 보완점을 찾는 것은 시형론사 차원 

에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학문적 발견이란 저자에 의해 달성된 결과가 

다른 사람에서도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을 때만 성립되고 (...)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견해가 옳은 것인지 통계를 통해 고찰하는 것뿐’'(1985， 94-95)이라는 

비쉬네프스끼의 입장의 재현인 셈이다. 

네끄라소프는 총 17편의 x5 시를 썼다. 가장 먼저 레르몬또프 이전， 혹은 레르 

몬또프 바깥에서 발전한 전통인 서사적 슈셋을 지니고 있는 시가 1편( <<CKa3Ka 

o nOÕpOM uape, 3JJOM BOeBOne H Õel!HOM KpeCTb~He>>) 이 고， 레 르몬또프의 직 접 적 패 

러디 시가 1편 (<<npHXO:ry Ha npa3l!HHK K '1apOnelO ••• >>), 기타 15편의 시가 있다.잃) 

38) 이들 세 논문에서는 주로 네끄라소프 X5 중 일부만을 다루거나， COK 규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벨스까야는 네끄라소프의 ‘정신적 와해’라는 측면만을 강조 

하고 (1980, 402-403), 비 쉬 네 프스끼 는 시 민 적 모티 브를 과장하거 나 (1985, 98), 중요 
한 ‘길’의 시를 누락시키고 (104) 죽음의 COK의 후기의 집중을 다양한 율격의미 중 

하나의 발현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개성의 결과로만 간주， 오히려 CO 개념의 반대 

의 예로 제시한다 (109). 가스빠로프의 네끄라소프 X5 관찰은 보다 전면적이다. 그는 

네끄라소프 X5에서 사랑(249) ， 죽음(252-3)의 COK를 보다 광범위하게 발견한다. 그러 

나 그 역시 길의 COK의 규정에 있어 사회적 삶의 길과 시민적 모티므 사이에 명확 

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등 COK의 분류에 일관성이 없었다(2000， 245-247). 

39) <<npHxoll<y Ha npa311HHK K '1aponelO ••• >>(l잃0); <<Moë pa3ot.rapoBaHHe>>(1851); <<npH3HaHHJI 

TPYll<eHHKa>> (1854); <<npa311HHK lI<H3HH - MOJJOllOCTH rOllμ ... >>(1855); <<ranaIOIIleR HeBeCTe>> 

(1없5); <<TIJlaq lleTeR>>(1860); <<CTpaml뻐R rOll>>(1872-4); <<B J1eTHH꺼 lleHb y npHCTaHH 

KaHaJla ... >>(H3 n03뻐 <<coBpeMeHHHK>>)(1875); <<0. A. TIeTpoBy>>(1875); <<3<H>He (TbI e뼈 

Ha lI<H3Hb HMeemb npaBo . ..)>>(1876); <<CKa3Ka 0 .llOÕPOM uape, 3J10M BoeBOlle H Õe.ll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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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네끄라소프 x5에서의 COK 개념 확인 

우리의 첫 관심사는 COK 개념이다. 먼저 네끄라소프의 x5에서 모티브를 고 

찰해보자. 그것은 네끄라소프 시대에는 이미 장르가 아닌 모티브로 그 중요성 

이 이전된다는 가스빠로프의 견해를 염두에 두어서이다(1984， 107). 그리고 이 

러한 모티브들이 가스빠로프가 정의한 COK 분류와 동일한지 혹시 다른 모티 

브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적어도 3편 이상에서 출현하는 모티브들을 

지적하고， 동시에 기존의 x5 연구에서 확인된 COK와 네끄라소프의 x5에서의 

모티브들을 비교하기 위해 가스빠로프가 x5의 주된 COK로서 설정한 ‘길， 밤， 

죽음， 사랑， 풍경’의 모티브와 부차적으로 설정한 ‘신과 노래’의 모티브도 그 

빈도수를 산출하기로 한다. 그리고 네끄라소프에서 그러한 모티브들이 기존에 

확인된 x5에서의 COK와 실제로 관련되는지 고찰해보자.40)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끄라소프의 x5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시’41)이다. 

KpeCTbJlHe>> (1877); <<npllroBop>>(1877) ，써HIl ll11yT ... BC!! TaK :l<e B0311YX nyweH ... >>(1877); 

<<nOCBJlweHlle>>(1877); <<3<Il>He (nOllOllBIlHb lIepO, 6]'Mary, KHllrll! . ..)>>(1877); 써!!pH뼈 

lleHb! KaK HIl뻐II lIpOCIlT xJJe6a ... >>(1877); <<TbI He 3a6blTa ••• (51 6blJla B1.!epa el뼈 1I0JJe3Ha . ..)>> 

(1877); 여기서 우리는 가스빠로프의 부년 분석의 예를 따라 서사적 전통의 시인 

<<CKa3Ka ... >>를 제외하고 고찰하기로 한다. 레르몬또프 전통의 바깥에 위치하므로 이 

를 제외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2000， 258). 
40) 본격적 연구에 앞서 우리는 비쉬네프스끼가 경고한 바 있는 주관주의에의 함몰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특정 시에서 이들 모티브를 밝혀내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일 

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단어의 다중의미성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든 (...) 원하는 모 

티 브를 찾을 수 있는 것 이 다"(BIlWHeBCK때 1977, 147; 1985, 96 참조). 우리 는 또한 

그가 제시한 타결책， “자의와 주관주의는 여기서 불가피하고 유일한 출구는 바로 

작품의 테마와 주된 경향， 그 전체적 음조를 고려하는 것"(1972， 248)을 따르기로 

한다. 즉 해당 시에서 특정 모티브가 어휘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극히 분명할 

경우에만 그 모티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1로 셈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 

휘로서 명백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티브를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경우에 

이를 0，5로 셈하기로 한다. 즉 가스빠로프가 자신의 통계의 미비점으로서 ‘각 테마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각 테마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라고 고백하고 후학들에게 “각 테마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 

라 각 모티브의 해당 시에서의 비중도 고려한 통계”를 산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를 우리가 시도해 본 것이다(2000， 258). 
41) 가스빠로프가 「나홀로 .. J 에서 ‘스쳐가는 COK’로서 ‘노래’를 언급했지만 이 시에서 ‘노 

래’는 기실 ‘시’의 환유임을 상기하고 우리는 이 COK를 ‘시’로 바꿔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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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죽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랑’과 ‘시민성’은 거의 동일하다. 거 

기에 ‘길’도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신’， ‘풍경’， ‘밤’은 극히 미미하다.42)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x5의 7개의 COK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본다. ‘시 

민성’만이 새로운데 여기서 가스빠로프가 네끄라소프의 x5를 분석하면서 ‘時評

(nYÓJlHl\HCTHKa)’적 성 격 의 시 를 “사회 적 길 ”로 간주하여 길 의 COK 안에 포함시 

킨 예를 따른다면 (2애0， 245, 247), 이 역시 새로운 모티브는 아니게 된다43) 

이제 우리는 네끄라소프 x5의 COK 분포를 가스빠로프의 통계에 의한 19세 

기와 부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주29의 표2 참조). 그 결과 네끄라소프 X 

5의 COK 분포의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7가지의 COK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다; 둘째， ‘죽음’， ‘사랑’이 

극대화된다; 셋째， ‘길’은 비슷하다; 넷째， ‘밤’이 특히 미미해지고， ‘풍경’이 약 

화된다; 여기에 19세기나 부닌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섯째， ‘시’는 네끄라 

소프에서 가장 중요한 COK다; 여섯째， ‘시민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COK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존의 x5의 율격의미의 연구결과가 네끄라소프 x5의 COK 

에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즉 x5의 COK가 각 시인들의 개인적 특질만이 

아닌 어떤 보편적 특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네끄라소프의 x5의 COK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2) 우리 의 백 분융 지 수 산출방식 에 대 해 한가지 단서 를 달아야겠다. 가스빠로프는 X5 
에서 COI< 분포를 제시할 때 5가지의 COI<의 총합을 100으로 놓고 그들 중 각 COI<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지수로 환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표기방식은 

아년 듯하다. 예컨대 그 자신이 거론한 ‘신’， ‘노래’의 COI<를 이 통계에 추가할 경우 

이 수치를 다 새로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COI<의 분포를 ‘각 COI< 사이의 비 
율’이 아닌 ‘한 시당 각 COI<가 출현할 수 있는 비율’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새로운 COI<가 차후 연구에 의해 추가된다 해도 전체 수치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가스빠로프와 우리의 수치는 제시된 수치가 높고 낮을 뿐 그 

뒤에 숨어있는 전체 경향은 동일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한 

시에 여러 COI<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을 뿐이다. 

표4. 네끄라소프 X5의 CO I< 분포 1. (*수는 모티브가 나타나는 빈도수 합계) 

시 | 죽음 l 사랑 | 시 민성 | 길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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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네끄라소프의 X5어|서의 co 개념 확인 

이제 우리의 관심은 좀더 광범위한 개념인 CO이다. 위의 COK만의 존재로는 

그러한 모티브들이 네끄라소프 시의 전반적 특성인지， 아니면 x5의 CO의 발현 

인지 단정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에 COK의 총화로서의 CO 개념이 네끄라소프 

의 x5에서 상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몇 가지 각도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3.2.1. 연대별 고찰: ‘죽음’과 ‘시’의 후기의 집중 

가장 먼저 네끄라소프의 x5에서 그 COK의 분포를 통시적으로 고찰해보자. 

네끄라소프의 x5를 연대별로 고찰할 때 가장 특이한 것은 10년간의 공백을 

두고 후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x5는 60년 이전까지， 즉 그의 본 

격적인 작품세계의 시작을 1845년으로 잡는다면 15년 동안에 6편이 쓰여진데 

반해， 72년 이후 생애말까지 겨우 5년 동안 11편이 쓰여진다(주39 참조).44) 또 

한， 이러한 10년간의 공백을 전후로 COK의 배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특이한데， 전반기에는 모든 주요 COK가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논데 반해， 

후기에는 ‘시’， ‘죽음’에의 집중이 극명해진다.굉) 

그렇다면 이러한 x5의 생애 말에의 집중과，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 시의 

COK에의 집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우연한 것일까 아니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네끄라소프의 시나 편지， 논 

문에 나타나는 네끄라소프의 시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추적하면서， 그의 

시형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바예프스끼 (B. C. 5aeBCKHìi)의 연구가 

제공한다. 바예프스끼에 의하면 네끄라소프는 시형에 무심한 시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형의 거장’이었고 특히 가장 거대한 부문의 문제인 ‘시형과 언어’， 

‘시형과 내용’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1976， 101). 그는 네끄라소프 시의 

발전을， 블록의 러시아시 발전에 대한 해석틀을 적용하여 “무엇을-왜-어떻 

44) 이것은 이미 비쉬네프스끼에 의해 의미있는 현상으로 지적된다. “네끄라소프에서 17편 

중에 절반 이상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1985， 109). 
45) 표5. 네끄라소프 X5의 COI< 분포 비교 1: 전기와 후기. 

시 | 죽음 1 사랑 | 시 민성 l 걸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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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4TO-3a4eM-KaK)" (96-97)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그에 의하면 네끄라소 

프는 ‘무엇’의 문제에 치중했던 1단계 0840-56)에서 ‘시형과 언어’의 문제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하였고(95) ， 중간단계0857-65)에서는 오로지 ‘3a4eM’의 문제에만 집 

중하다가， 마지막 단계0866-77)에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어떻게’의 문제가 활짝 

개화되어” ‘시형과 내용’， 특히 ‘운율과 내용’의 문제에 천착했다는 것이다(98-101). 

이런 맥락에서 네끄라소프 X5의 생애 말기의 집중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운율과 의미’의 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이 율격을 집 

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것이 작가의 의식의 소산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그러할 때 이 시기의 X5에 집중된 COK인 ‘시’와 ‘죽음’은 네끄라소프가 이를 x5 

의 본래적 의미로 파악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두 COK 중， ‘죽음’은 야꼽슨 

에서부터 이미 이 율격의 가장 본질적 의미로서， 즉 레르몬또프군에 가장 고유 

한 COK로서 간주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네끄라소프가 분명히 이 율 

격의 의미에 대한 감각을 지녔다는 것 즉 후대의 용어로 하자면 이 율격의 CO 

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네끄라소프는 ‘어떻게’의 문제에 집중 

했을 때 x5에 집중하고， 동시에 이 율격의 가장 전형적인 COK였던 ‘죽음’을 특 

화시켰던 것이다. ‘시’에의 집중에 관한 설명은 아직 찾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네끄라소프가 이 COK를 이 율격의 본래적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만 기 

억해 두자. (이와 관련된 설명은 다음의 4장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l 

3.2.2. 발병 이후 시에서 ‘X5 대 타율격’ 비교: ‘죽음’의 X5어|의 집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네끄라소프가 

1875년 말기에 중병을 앓기 시작했고 이러한 전기적 사건 때문에 그의 시 전 

반에 죽음의 문제가 급부상했으며 이러한 전반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x5에서 

도 죽음의 COK가 강화되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발병 이후 2년 

사이에 그의 x5의 거의 절반이 씌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의 점검을 

위해 x5를 1875년 말을 경계로 구분하여 그 COK의 비율， 특히 죽음의 COK의 

비율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실제로 X5에서 발병이라는 전기적 사실이 죽음 

의 COK의 강조로 나아갔는지 고찰해 보자.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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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COK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면서 시인의 전기적 사실이 이 

율격에서의 죽음의 COK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된다. 특히 이것은 ‘시’ 

의 COK가 1870년 이후， 즉 ‘운율과 의미’의 문제의 천착의 시기로 간주했던 후 

기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발병이라는 전기적 사실과 관련 없이 거의 비슷한 비 

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발병이 죽음이라는 COK에 미친 전기적 사실은 부 

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x5에서의 죽음의 COK의 비율의 강조가 전기 

적 사실만의 결과이고 x5의 CO과 무관한 것이라면 다른 율격에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즉 x5에서 76년 이후 죽음의 COK가 가장 우세했던 것처럼 다른 율 

격에서도 이 비중이 간직되어 죽음의 모티브가 가장 우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1976년 이후의 네끄라소프의 시들을 x5와 기타 제율격 

으로 나누어， x5의 주요 8가지 COK의 빈도수를 고찰하여， 1976년 이후에 다른 

율격에서도 죽음의 모티브가 가장 주된 것이었는지 검토해 보자. 

결론은 매우 시사적이다，47) 1976년 이후의 시들에서 죽음의 COK는 x5에서는 

86%에 이르는 데 반해 타율격에서는 54%에 그친다. 그것도 타율격에서 가장 

우세 했던 COK는 죽음이 아니 라 시 민성 이 었고 그것은 거 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네끄라소프 x5에서의 1976년 이후의 죽음의 COK의 강조는 단순히 

전기적 사실의 반영의 결과가 아닌 다른 어떤 현상의 존재， 즉 x5의 CO의 표 

출로 판명되는 것이다. 곧 네끄라소프가 발병 이후 죽음의 모티브를 좀더 자 

주 떠올리고 이때 보다 빈번하게 x5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가 이 율격과 ‘죽 

음’을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우리의 용어로 이 율격의 COK를 죽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앞항의 결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3.2.3. ‘X4 대 X5’ 고찰: 주된 COK의 강조와 부차적 COK의 약화 

그런데 앞에서 1976년 이후의 시들을 x5와 타율격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 

는 과정에서 우리는 네끄라소프 x5의 COK의 배분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 

l 76년 이 후 I 5 I 71 I 6 I 86 I 3 I 43 I 4 I 57 I 2 I 29 I 0페 7 I 1 I 14 I 0 I 0 I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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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음이라는 COK의 측면에서 볼 때 CO 개념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네끄라소프의 x5가 이번에는 CO 전통에 위배되는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이다. 곧 그의 x5에서 노래， 죽음의 COK가 월둥히 많고 사랑의 COK가 많으면서 

도 시민성의 COK가 타율격보다 적은 것은 기존의 전통과 일치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길의 COK가 타율격에서의 빈도수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신， 밤의 COK는 

타율격에서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X5의 CO 전통에 위반되는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네끄라소프의 x5는 가장 주된 COK들은 이 율격에서의 전통의 강조로， 

부차적인 COK들은 전통의 위반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어떻 

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네끄라소프 x5의 전체 CO의 와해로 나아가는 것일 

까， 아니면 네끄라소프 x5의 CO에 있어서 개인적 특질의 발현인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네끄라소프의 x5의 8개의 COK를 네끄라소프의 전체 x4 

에서의 그 출현 빈도수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얘) 

앞의 현상은 여기서도 반복된다. 즉 시， 죽음， 사랑의 COK의 빈도수는 X5에 

서 월등히 높은데 반해 길， 신， 풍경， 밤의 COK의 비율은 x4에서 오히려 높았 

다. 이 비교 역시 주요 COK들은 기존의 x5의 CO의 강조로， 부차적인 COK들은 

이 율격의 기존전통의 위반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동일한 현상은 네끄라소프의， x5의 CO에 대한 일관된 태도의 증거 

가 되고， 또한 네끄라소프 X5에서의 CO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된다. 그 

결과 이제 위 특성이 네끄라소프 x5의 CO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끄라소프는 ‘시’， ‘죽음’， ‘사랑’을 X5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보았고， 반면에 

‘길’， ‘밤’， ‘신’， ‘풍경’은 X5의 의미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위 현상은 

전반적인 CO을 배경으로 한 네끄라소프의 개인적 특질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3.3. 네끄라소프의 X5어|서의 CH 

네끄라소프 x5의 CO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은 가스빠로프의 부닌 x5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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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 에 따라 각각의 COK뿐만 아니 라 각 COK 사이 의 상관관계 의 고찰을 통해 

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론지수로부터 실제지수가 어느 정도 이탈하는지 

검토함으로써 네끄라소프 x5에서 나타난 COK간 결합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 

확인할 수 있다.49) 

가스빠로프가 부닌과 19세기의 x5에서 주된 COK로 보았던 길， 밤， 풍경， 사 

랑， 죽음의 COK에서 결합선호도를 산출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네끄라소프 x5 

에서는 밤， 풍경의 COK가 극히 미미하여 통계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을 감안， 네끄라소프 X5에서 가장 주된 COK인 시 (0) ， 죽음(C) ， 사랑(J1)， 시민성 

(r) , 길 (zI)의 결합빈도수를 고찰하기로 한다.50) 

네끄라소프의 x5에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COK결합， OK는 nn(시+사랑) 

이고(44%) 가장 낮은 OK는 rll(시민성+길)이다(13%). 즉 네끄라소프의 x5에서 

는 ‘시’와 ‘사랑’이 결합된 시가 가장 많고 이는 네끄라소프 x5의 명백한 CR가 

된다. 위 결과는 이론지수와 비교할 때 더욱 흥미로워진다.nn은 총 107H 의 OK 

가운데 실제지수의 이론지수로부터의 이탈정도도 가장 높다(3，7배). nn은 이론 

상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야 했던 OC(노래+죽음)보다도 앞서면서 네끄라소 

프 x5의 CR로서 확고해진다. 이렇게 해서 네끄라소프의 x5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을 담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시’ 다음으로， 이론지수상 그 다음 순서인 ‘죽음’이 

아닌 ‘시민성’과 결합함으로써 J1r(사랑+시민성)의 OK도 이론지수로부터의 실제 

지수의 이탈이 두드러지는데 (3，6배) 이것은 네끄라소프 시에서 사랑은 주로 

개인적인 사랑보다는 시민성과의 연관 하에서 민중이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우세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J1C(사랑+죽음)의 OK는 실제지수상으로도 이탈 정도상으로도 네끄라소프 x5 

에서 매우 낮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이탈정도상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0개의 OK 중에서 9위). 이것은 가스빠로프가 19세기와 부닌의 x5에서 내렸던 

“n와 C는 아무런 선호도도 없다"(2000， 259)는 결론의 반복이 다. 

49) 이론지수의 산출에 대해서는 주30 참조. 

50) 표9. 네끄라소프 x5의 COI<간 결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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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끄라소프 x5의 OK 중 실제지수상으로도， 이론지수상으로도， 또한 이들 사 

이의 이탈정도상으로도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OK는 rll(시민성+ 

길)이다. 이것은 네끄라소프 x5에서 시민성과 길의 결합이 가장 덜 본질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이런 맥락에서 비쉬네프스끼의 결론(‘시민성’으로 네끄라소프 

x5를 파악했던)은51) 극히 인상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즉 네끄라소프 X5의 가장 

주된 내용은 사회적 길， 시민성이 아닌 ‘사랑을 설파하는 시’였던 것이다. 

Cll(길+죽음)의 OK는 실제지수상으로도 이론지수상으로도 빈도수가 낮고 그 

이탈정도도 낮아 네끄라소프 X5에서 길과 죽음의 결합도는 낮은 것으로 판명 

된다. 이것은 띠와 C사이에는 아무런 강한 결속력도 없다"(2000， 259)는 가스 

빠로프의 결론과 일치하며 이는 따라노프스끼의 대전제였던 “죽음과 길의 유 

기적 결합”의 부정으로 나아가， CO은 ‘역사적 관련’의 결과라는 후학들의 주장 

에 좀더 무게를 싣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쉬네프스끼가 따라노프스끼의 ‘유기적 관련’의 반박에 그친 

것과는 달리， 가스빠로프는 그것의 창조적 수용을 통해 x5에서 또다른 의미영 

역， ‘밤과 사랑’， ‘밤과 풍경’의 OK를 밝혔다면， 이제 우리는 네끄라소프 X5 고 

찰에서 또 하나의 OK, ‘시와 사랑’을 밝힐 수 있었다. 아직은 이것이 x5 전반 

의 특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후학의 

연구의 축적에 의해서만 밝혀질 것이다.52) 

3.4. 네끄라소프의 X5어|서의 co의 역사적 관련 확인 

네끄라소프의 X5에서 COK, CO, CíI, OK의 개념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들을 검 

증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네끄라소프에서 x5라는 율격형식과 내용사이의 

관련의 확고한 증거를 발견한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이 따라노프스끼가 

51) “네끄라소프 시에서는 명백히 표현된 시민성이 모든 시들을 하나의 그룹， 시민적 모티 
브의 그룹으로 규합시켜 다른 것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BllmHeSCKI!깨 1972, 없8). 

52) 가스빠로프가 X5의 COK에서 ‘시’의 COI<를 주목했으면서도 이를 간과한 것은 애석하다. 
그가 19세기 전체 X5와 부닌의 x5에서 이 COI<도 추적했다면 ‘시와 사랑’의 OK가 네끄 

라소프만의 개인적 특정인지， 아니면 x5의 보다 보면적 내용인지 이 논문에서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또 하나의 방법론 이론지수의 효능에 대해서 

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지수’는 네끄라소프의 X5 특성의 고찰에 기여한 바 컸다. 
가장 빈도수가 높거나 낮은 OK는 실제지수의 이론지수로부터의 이탈정도도 가장 높 

거나 낮아서 결국 이러한 특성이 유의미한 지표라는 사실을 확증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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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대로 유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에 반대하여 일어난 후학들의 역사 

적 관련이 옳은 것인지의 의문은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의 검 

증을 위해 우리는 따라노프스끼의 논의를 후학들이 비판할 때 사용했던 통계 

를 네끄라소프의 x5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3.4.1. X5는 ‘킬’과 ‘정선적 와해’로 특화된다? (2. 1.1.1.항 참조) 

네끄라소프의 x5에서 ‘길’의 시의 비율은 38%이다(표4 참조). 만약 가스빠로 

프의 예를 따라 시민적 모티브를 여기에 추가할 경우 총 14편으로 거의 90%에 

육박한다. 또한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는 6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따 

라서 네끄라소프 작품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경우 X5는 ‘길’과 ‘정신적 와해’ 

의 COK로 특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3.4.2. x5의 행초는 이동동사로 특화된다? (2. 1.1.2.항 참조) 
결론적으로 후학들의 반유기적 결론은 네끄라소프에도 적용된다.잉) 네끄라 

소프에서도 전체 x5에서 이동동사가 출현하는 비율은 8，2%로 벨스까야의 통 

계 인 5-10%안에 포함되 면서 x5에 서 이 동동사가 “성 격 규정 적 징 후가 아님 ”을 

확인시킨다. 또한 가스빠로프의 예를 따라 x5와 x4와 514에서 이동동사의 출현 

위치를 비교해도 반유기적 결론은 옳은 것으로 밝혀진다.딩) 즉 표10에서 보여 

지듯， x5에서 이동동사가 행초에 위치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514, X4 

에서 더 높았다)， ‘길’이나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를 지닌 시에서 특히 이동동 

사가 많아졌다는 증거도 없었다. 

53) 표10. 네끄라소프 X5에서의 이동동사의 출현빈도와 행， 연에서의 위치. 

(%) 
빈도 행에서의 위치 연에서의 위치 

총행수 
행수 % 1, I+II 음보 II 음보 후반행 l 행 타행 

네끄라소프 X5 36 8.2 38.9 5.6 5..'i6 5.6 94.4 때8 

죽음， 길의 시 34 8.6 41.2 5.6 52.9 5.9 94.1 400 
네끄라소프 X4 'ð1 9.4 51.7 9.6 39.1 17.2 83.9 92..') 
네끄라소프 1I4 208 6.8 53.1 5.3 41.5 12.6 'ð1.4 3,061 

54) 여기서 가스빠로프가 다른 시인의 다른 율격에서의 이동동사의 출현위치를 비교한 
것과 달리 우리는 네끄라소프라는 한 시인 안에서 다른 율격들을 비교함으로써 가 

스빠로프의 결론이 개인적인 특질의 발현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켰다. 결과 

는 가스빠로프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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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X5의 첫행은 이동돔사가 있는 리듬통사형이 특징적이다? 

(2. 1.1.3.항 참조) 

네끄라소프의 x5의 첫행에서 이동동사는 2번 출현하고(13%) ， 다른동사는 7 
번 (44%) ， 동사가 없는 경우는 7번 (44%)) 나타난다. 이것은 비쉬네프스끼의 수 

치와 놀라울 정도로 근사하여 결국 후학들의 결론을 반복한다. 

더욱이 다른 율격에 비해 x5에서 이동동사가 첫행에 위치한다는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표10에서 보여지듯， x5보다 514. x4에서 2행 이후에서보 

다 1행에서 이동동사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다. 

3.4.4. X5는 ‘3음절 이항구’나 ‘3음절 1 항구’ 휴지로 특화된다? 

(2. 1.1.4.항 참조) 

네끄라소프 x5에서 3음절 이항구， 혹은 3음절 1항구의 비율과， 이들 휴지가 

‘길’과 ‘정신적 와해’의 모티브와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고찰해보자. 

표11에서 고찰되듯， 전반적으로 네끄라소프 x5에서 위 휴지의 비율은 높 

다.55) 그런데 의외로 죽음의 COK를 지닌 시에서 위 유형의 휴지의 비율은 

70%로 비쉬네프스끼가 연구한 전체 x5에서 (72%)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길의 COK를 지닌 시에서는 위 휴지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88%). 유 

기적 관련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끄라소프에 있어서 ‘길’의 시에서 위 

유형의 휴지가 높은 것은 다른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이동동사가 아닌 

위 유형의 휴지가 길의 COK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차후 네끄라소프의 타율격에서의 위 유형의 휴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위의 모든 통계의 결론은 네끄라소프의 x5에서 보여졌던 율격과 의 

미의 관련은 역시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었음을 확인시킨다. 전 

체 X5의 CO에서 네끄라소프 x5만의 개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55) 표1 1. 네끄라소프 X5에서의 3음절 이항구 혹은 1항구의 비율 

전체 X5 (by. 비쉬네프스끼) 네끄라소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전체 X5 55% 16편중 12편 69% 
레르몬또프군 전체 60% 14편중 10편 71% 

‘길’의 COK 21편중10펀 47,6% 8편중 7편 88% 
죽음’의 COK 2.'5편중 18편 72% 10편중 7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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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CO이 순전히 유기적 관련의 결과물이었다면 그것은 시인 개인의 특 

성이 반영될 수 없는， 시인의 개성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상이었으리라. 그 

러나 그것이 역사적， 전통적 관련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요소를 

의식적으로 강조，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시인의 개성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CO 개념과 관련된 기왕의 논의를 네끄라소프의 x5에 적 

용하여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네끄라소프의 x5의 COK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귀착된 COK가 모두 재현되 

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상이하여 네끄라소프에서는 이 율격의 COK 중 ‘시’， 

‘죽음’이 가장 중요했고 ‘풍경’ ‘신’ ‘밤’은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2) 네끄라소프의 x5는 CO의 측면에서도 이 개념의 의심할 바 없는 존재가 

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x5가 집중적으로 쓰여졌던 시기에 율격과 내용 

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동시에 중병을 앓았던 시기에 차후 시형론자 

들에 의해 ‘죽음’의 문제의 주된 담지자로 간주되었던 율격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3)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일치는 이것으로 끝나고 네끄라소프 x5의 

C5I는 ‘길과 죽음’(따라노프스끼)도 아니고 ‘밤과 풍경’， ‘밤과 사랑’(가스빠로프) 

도 아닌 ‘시와 사랑’의 OK였다. 

4) 이동동사와 3음절 휴지와 관련된 따라노프스끼와 그 후학의 논지를 네끄 

라소프 x5에 적용한 결과 후자의 ‘역사적 관련’이 더 설득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x5의 CO을 둘러싼 모든 논의들이 헛되이 흐르지 않고 

네끄라소프의 x5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장치로서 작동함을 보았다. COK, 

CO, C5I, OK 등의 ‘율격과 의미’의 관련을 내포하는 개념들의 확실한 존재가능 

성을 네끄라소프 x5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x5의 CO 개념의 보다 객관 

적 보편화를 공고히 하였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의 정립은 아직 완벽과는 거 

리가 멀어서 우리가 네끄라소프의 x5를 분석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존 논의의 전복이 아니라 보완이었으며 ‘큰 틀 안에서 새 

로운 다양성의 발견’， x5라는 전체 틀 안에서 네끄라소프의 개성의 발견이었 

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우리의 연구 테마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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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 마술사의 축제 에 왔다(IIpHXO*y Ha npa3JlHHk k qapOllel) • ..)J 

분석: 패러디를 통한 co의 지각 

이제 우리는 논제가 되고 있논 네끄라소프의 첫 x5시마술사의 축제에 왔 

다(ITPHXO*Y Ha npa3llHHK K qapOllelO .J J 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시 분석에 앞서 우선 이 시의 장르 규정과 관련된 개념 편차를 상 

기하자. 네끄라소프 연구가들은 이 시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 

는 극소수의 경우에도 장르 정의에 있어서 일치점을 못 찾아， ‘흥자’에서 시작 

하여 (BHlllHeBCKI깨 1985, 103), ‘패 러 디 ’ (racnapOB 2000, 243) , 더 나아가 ‘패 러 디 -

중성모방’(rapKaBH 1968, 8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패러디에 대한 공통된 개념 정리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언한다.끊) 일반적으로 ‘중성모방’ 혹은 ‘혼성모방’ 

으로 번역되는 ‘패스티쉬 (pastiche)’는 “패러디와 혈연관계에 놓여 있지만"(김준 

오 1996, 13), “패러디와 달리 아무런 풍자적 충동이나 희극적인 요소도 찾아 

볼 수 없는 양식 "(39) ， “비판력이 없는 닮음 혹은 모방"(정끝별 2002, 49)으로 

인식된다. 즉 조롱， 풍자성의 유무가 패러디와 중성모방을 가르는 중심축이 된 

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풍자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 

다는 것이다. 즉 풍자의 대상이 원전이 아닌 문학외적 현상일 경우 그것을 중 

성모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패러디로 볼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동일한 혼란의 양상이 바로 네끄라소프의 패러디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관 

찰된다. 예컨대 가르까비 (rapKaBH 1968, 80-86)와 뽀르뜨노바(ITopTHoBa 1972, 

44-47)는 원전 자체가 풍자되지 않고 문학외적 현실을 고발하는 장치로 채용 

될 경우는 중성모방으로 원전 자체가 풍자될 때는 패러디로 간주하는데 반 

해， A. 쥬라블료바(A. lKypaBlIeBa)와 B. 네끄라소프(B. HeKpacoB)는 원전을 그대 

로 인용하면 중성모방이고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 패러디라고 모호하게 규정 

하고 있다(lKypaBlIeBa H HeKpacoB 1996, 23).57) 

56) 패러디와 패러디된 작품 사이의 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패러디는 여러 유형으로 범 
주화되어 있고(김준오 1996, 14), 이들 다양한 패러디의 하위 장르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개념정리는 이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는 지 

극히 광범위한 테마이므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문제적 형식이 되고 있는 ‘패러디와 중 

성모방’에만 관심을 초점화하기로 한다. 패러디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 다양한 하 

위장르에 대해서는 정끝별(2002) ， 29-30, 38-74쪽과 린다 허천(992)， 54-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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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정리의 배경 하에서 가르까비가 「마술사의 축제에 ... J 를 레르몬 

또프의 「나홀로 ... ß3)에 대한 ‘패러디-중성모방’으로 정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0968， 84). 가르까비는 이 시를 자신이 제안하는 네끄라소프의 ‘패러 

디-중성모방’ 장트의 대표적 예로 제시하면서， 레르몬또프의 시에 대해서는 

중성모방으로， 인용되고 있는 또 한편의 시， 빼쩨르부르그 근교의 이즐레 

르 소유의 정원에서의 파티에 대해 찬미하고 있는 재능없는 시나 문예란 

시 (iþeJIbeTOH)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상적인’ 패러디로 규정하고 있다. 

가르까비의 논리를 따르자변， 네끄라소프는 『동시대인 (COBpeMeHHIf K) ~의 

1848년 10월호의 ‘현대의 수기 (COBpeMeHHble 3aMeTKIf)’란에 실린 (cc. 132, 134) , 

이즐레르에 헌사된 과장된 「핍神의 노래(Il때IfpaMÕ)J들을 조롱하기 위해 「마술 

57) 이 결과 동일한 시， <<KOJlbI6eJlbHaJl necHJI>>(1845)가 가르까비에게는 “문학적 대상이 

아닌 삶 자체에 있어서의 부정적 현상을 겨냥하고 있는 시”로서 “네끄라소프의 중 

성모방의 가장 선명한 예”가 되고(1968， 81), 뽀르뜨노바에게는 패러디성이 가장 잘 

발현된 중성모방， 사회정치적 풍자로 규정되는데 반해 0972， 47) , 쥬라블료바와 B. 

네끄라소프에게는 ‘새로움’이 추가된 패러디로 보다 단순하게 정의된다(1996， 23). 

58) 비교를 위해 레르몬토프의 시 「나홀로 ... J (841)를 다시 정확히 기억해 보자. 

BbIXO*Y OIlHH JI Ha 1l0POíY; 
CI< B03b TYMaH I< peMHIfCTbl까 nYTb 6J1eCTHT; 
HOllb Tlfxa. nycTblHJI BHeMJleT 50íy, 
H 3Be31la C 3Be3 1l0~ íOBOpIfT. 

B He6ecax Top*eCTBeHHO H lIYIlHO! 
CnHT 3eMJIJI B CHJlHbe íOJly6oM. 
4TO *e MHe Ta l< 60JlbHO H TaK TPYIlHO? 
~ay J1b lIeío? ~aJJe~ J1H 0 lIëM? 

Y* He *IlY OT *1f3HI’ HHlIeíO JI, 
H He *aJlb MHe npOmJJOíO HHlIyTb; 
~ Hmy CBo6ol뻐 H nO l<oJl I 
~ 6 XOTeJl 3a6bITbCJI H 3acHyTb! 

Ho He TeM XOJlOIlH“M CHOM MOíHJIbI •••• 

~ 6 *eJlaJl HaBeKH Ta l< 3acHyTb, 
4T06 B íPYIlH IlpeMaJJH *H3HH CHJ뻐， 

4T06, LIbIIIIa, B31l뻐aJlaCb THXO íPYllb; 

나 홀로 길을 나선다. 
안개 사이로 자갈길이 반짝이고， 
밤은 고요하다. 들판은 신에 귀기울이고 
별과 별은 속삭인다. 

하늘은 장엄하고 경이롭다! 
땅은 푸른 광휘 속에 잠들었는데 
난 왜 이리 고통스럽고 힘들까? 
뭘 기다리는 걸까? 뭘 후회하는 걸까? 

난 이미 삶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 전혀 연연하지도 않으며， 
다만 자유와 평정을 찾고 있을 뿐인데! 
그냥 잊혀진 채 잠들고 싶을 뿐인데! 

하나 무덤의 차가운 잠은 아니지. 
난 영원히 그렇게 잠들고 싶어， 
삶의 힘이 가슴 속에 깃들며， 
가슴이 고요히 숨쉬며 약동한 채로， 

4T06 BC~ HOllb, BeCb lleHb t.I。꺼 Cnyx J1eJleJl, 온밤， 온종일 내 귀 를 애 무하며 
npO ~60Bb 뻐e CJlaIlI<H~ íOJlOC neJl, 달콤한 목소리가 내게 사랑을 노래하고， 
Hano 뻐。~ lITo6 BellHO 3eJleHeJl, 내 위에서 영원히 푸르게 느리워진 
TëMHbI~ ay6 CKJlOHJlJlCJI H mYMeJl. 울창한 참나무가 웅성거리게 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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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축제에 ... J 에서 그것들을 재현하면서， 조롱을 위한 효과적인 전범으로서 

레르몬또프의 「나홀로사를 채용했다는 것이다(1968， 64). 이러할 때 레트몬또 

프의 시는 스스로는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으며， 당대의 현실을 우롱하 

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용된， 문학적 풍요를 위한 장치가 된다. 즉 ‘패러디 차 

용으로서의 대상(패러디 대상)’은 레르몬또프이며 ‘패러디 목표로서의 대상(패 

러디 목표)’은 문예란 작가가 되는 셈이다.59) 

실제로 「마술사의 축제에 ... J 는 네끄라소프의 패러디， 레르몬또프 원전， 그리 

고 목표물인 문예란 작가들의 시라는， 3중의 텍스트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문 

예란 시들에서 이즐레르를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 예컨대 “마술사이자 위대한 

예술가인 이즐레르(tIapo.ll eìí ， BeJU!K때 XY.llOlI<HHK IbJlep)", “프로태우스(npoTeìí)" ， 

“진짜 익살꾼(I1CTHHH찌꺼 npOKa3HHK )"들이 이즐레르라는 이름만 거명되지 않았 

을 뿐， 거의 그대로 반복되면서 네끄라소프 시의 세부가 된다("OH npoTeìí, OH 

HCTHHH뼈 XY.llOlI<HHK! KaK ero npHKa3bI XOpODIH!") (rapKaBH 1968, 84; HeKpacoB 

(1981), T. 1, c. 598 참조). 이 때 문학에 관심 있는 당대독자들은 구체적 거명 

이 없어도 이 시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쉬이 추측했을 것임은 예상가능하다. 

다음으로 이 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레르몬또프의 「나홀로 .. .J가 전체적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네끄라소프의 시 속에서 들어온다마술사의 

축제 ... J 에서는 원전의 율격 (X5) ， 교차운(AbAb) ， 고정휴지 (nOCTOjjHHajj ue3ypa) 

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원전처럼 앙장브망(nepeHOC)도 없고， 가스빠로프 

의 견해에 의하면 원전의 3부 구조까지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2000， 243). 다 

만 연 (CTpolþa) 구조는 변화된다.6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아우르는 우리의 연구 과제， 네끄라소프의 패 

러디 텍스트가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마술사의 축제 ... J 안에 과연 가 

르까비가 시사하는 것처럼 문예란 시들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레르몬또프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일관하는 ‘주체적’， ‘자기중심적’ 화자로서의 통일된 목소리 

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초점화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59) 패러디 대상과 패러디 목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끝별(2002) ， 66쪽 참조. 

6이 원전의 4행 5연 구조가 非연구조로 교체되고 있고， 비록 통사상， 운상으로 유사연 

(CTp때。Hlla)을 상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5연에서 4연으로 축약되어 원전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네끄라소프 시가 일반적으로 ‘4행시’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음(I1J11O뻐H 

1973, 197)을 상기할 때 이 패러디 시에서 네끄라소프는 연구조보다는 율격의미에 
훨씬 더 비중을 두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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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의 난해함은 기본적으로는 네끄라소프의 화자가 지니는 대화성(Lma 

JIOrH'lHOCTb) , 다성 성 (MHorOrOJIOCHOCTb)에 기 인 한다. 이 시 에 서 는 40-50년 대 초 

의 네끄라소프의 다른 패러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주도적 목소리로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한 목소리의 관찰자로서， 다양한 목소리의 제시자로서 

기능하고 있고，61)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돌려져 있다. ‘나’는 레르몬또프 식의 

서정시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즐레르를 찬미하는 문예란작가 식의 통속 

시인이 되었다가， 때로는 이들을 관찰하는 제 3자로서의 비평가 시인의 모습 

으로 체화되면서， 이들 세 목소리는 각각 서로 통일되지 않고 충돌， ‘혼합’없) 

되고 있다. 즉 바흐젠 식의， 서로 상충되고 내부적 투쟁을 일으키면서 통일을 

거부하는 언어들， 의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없) 

이러한 ‘혼합’ 가운데에서도 당대의 통속문예작가에 대한 풍자적 의도는 명 

백한 것으로 보인다. 조롱을 통한 비판의 거리의 확보를 통해 전적인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레르몬또프에 대한 네끄라소프의 태도는 단 

선적이지 않다. 그 태도는 양가적이어서， 비록 레르몬또프에 대한 비난의 직 

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하나， 화자는 어느 곳에서는 레르몬또프의 서정적 

자아와 하나가 되어 합일을 겪는 듯 하다가도 다시 레르몬또프의 시의 어떤 

요소에는 분명한 야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곧 레르몬또프의 원전은 당 

대의 통속문예시를 비판하기 위한 ‘진지한’， 심지어는 ‘신성한’ 원전으로만 기 

능하지 않고，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로서 , 즉 패 러 디 ‘목표’로서 전 

락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패러디-중성모방’이 

라고 하는 가르까비의 장르정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셈이고 이것이 

61) 40-50년대 초의 패러디에서 네끄라소프가 무의미한 작품들을 비판하는 주된 비평 
기법이 “독자들 앞에 고찰되고 있는 작품들의 무의미함과 저급한 예술적 자질을 

전시(강조 - 필자)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뽀르뜨노바의 지적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1972, 39-40). 
62) 패러디의 제 1원리로서 ‘혼합’의 원리의 속성에 대해서는 김준오(1앉)6)， 26-28쪽 참조. 
63) 이와 관련하여 네끄라소프시의 독특한 다성성에 대해， “네끄라소프는 장시 (n03Ma)뿐만 

아니라 서정시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식이 스스로 진술하게 하여 그들을 묘 

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즉 서정시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단일성 (MOHOJUlTHOCTb)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목소리 자체가 다수의 타인의 언어들로 구성된 듯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분리되어 주인공의 목소리를 자신 속으로 흡수하는 등하다”라고 언 

급하고 있는 쥬라블로바는 전적으로 옳다(lKypaBJleBa H HeKpacoB 199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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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가 이후의 시 분석에서 의도하는 바이다. 

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인， 당대 통속문예 

시의 풍자를 위해 레르몬또프의 「나홀로…」를 채용한 네끄라소프의 의도의 규 

명에도 일조한다. 기실 네끄라소프가 자신의 시를 레르몬또프를 패러디하면서 

출발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레르몬또프를 택한 것은 그다 

지 문제 적 양상은 되 지 못한다(TbIH~HOB 1929-77, 289; 3HxeH6aYM 1969, 41-42; 
*ypaBneBa H HeKpacoB 1996, 22 참조). 그러나 레르몬또프의 많은 시들 중에서 
바로 이 시를 택한 것은 분명히 숙고의 대상이 된다. 이 시가 레르몬또프의 

다른 시， 예컨대예언자(npOpOK)J가 아닌 「나홀로 ... J 를 전범으로 택했을 때는 

분명히 네끄라소프의 어떤 관점이 개입된 결과임은 명약관하한 것이다. 그렇 

다면 네끄라소프가 당대 재능없는 ‘시쟁이’에 관해 비판하는 시를 써야 했을 

때 「나홀로 ... J 의 어떤 요소가 시를 이야기하는 매력적인 틀로 간주되었을까? 

즉 네끄라소프는 이 시의 어떤 특성을 시론시， 시인론시의 틀에 합당한 것으 

로 파악했던 것일까? 

위의 두 가지 문제， 즉 「마술사의 축제에 .. .J의 장르규정과 둘러싼 우리의 

회의와 「나홀로 .. .J의 시론시적 성격의 자극제의 원천과 연관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홍미롭게도 CO, COK 개념， 즉 ‘율격 대 의미’와 관련된 앞장의 연 

구가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마술사의 축제에 ... J 에는 기존의 연구가 x5의 주된 COK로 규명한， ‘길’， ‘죽 

음’， ‘사랑’， ‘풍경’， ‘밤’， ‘노래’， ‘신’ 중에서 ‘죽음’과 ‘사랑’의 두 개의 COK는 나 

타나지 않고， ‘밤’은 암시로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등장한다. 특정적인 것은 

이들 COK가 패러디적 변용을 겪는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x5의 ‘간판’격 COK인 ‘길’에서 고찰을 시작하자. 레르몬또프의 시 

에서 ‘길’은 ‘nyTb’, ‘1l0pora’라는 명사의 2중 사용과 「나홀로 ... J 라는 이동 동사 

의 사용으로 중요한 모티브로 부각된다. 여기서 존재의 진리 탐색을 위한 고 

독한 방황， 방량을 지시하는 ‘길떠남’은 낭만주의 시인이 처한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다. 이러던 것이 네끄라소프의 텍스트에서는 ‘nyTb’, ‘1l0pora’가 사라지고 

「나홀로 .. .J가 「마술사의 축제에 ... J 로 대체되면서 ‘길’의 모티브는 이제 방랑을 

위한 ‘출발’이 아닌 방량을 마친 ‘귀환’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다분히 의도적으 

로 축소된다. 방랑을 마치고 돌아온 곳은 낭만주의자들이 그토록 찾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실락원’， ‘이상향’이 아니라 ‘어리석은 축제로 소란스러운 정원’이 

다. 이른바 ‘순례의 길’은 ‘세속의 정원으로의 귀환’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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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여기서 골계의 기본형인 상황의 왜소화는 당연히 낭만주의자들 

의 ‘방황’， ‘방랑’의 존재 방식 , 사유방식 에 대 한 조롱에 다름 아니 다. 

‘신’의 COK 측면에서 네끄라소프의 조롱은 더욱 가속화되어 대상의 격하를 

통한 골계가 창출된다. 레르몬또프에서 ‘황야’를 비롯해서 모든 자연이 귀기울 

이던 우주만물의 주관자로서의 신은 이제 ‘마술사’이거나， 혹은 신이라고 해도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다수의 신중의 하나인 ‘프로태우스’로 격하된다. 이 

러할 때 낭만주의자들이 탐색하고자 했던 신의 세계창조는 마술사의 변덕스 

러운 장난이자 변신의 귀재인 프로테우스가 보여주는 하나의 변신술에 불과 

하다. 특히 신이 거주하는 ‘하늘’과 마술사가 거주하는 ‘정원’이 동일한 위치 (5 

행)， 동일한 형용구(‘Top*eCTBeHHO H qY.llHO’) 앞에 자리하면서 동일성에 의한 

차이의 강조로 나아가 ‘하강’의 모티브에 대한 조롱은 좀더 전경화된다. 

그 결과 ‘풍경’의 일부를 이루었던 신의 창조물인 ‘별 (3Be3 .lla)’은 마술사가 

지어내는 ‘마술(3aTe.sl)’이 되고， 시의 공간은 급격히 축소된다. ‘하늘 땅 지하’ 

라는 낭만주의에 전형적인 3단계 수직적 공간이 사라진 자리를 ‘정원’이라는 

단일 평면이 대체하고 외부로의 떠남을 통해 수평적 확장을 가능케했던 ‘길’ 

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일종의 ‘점’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레르몬 

또프의 시에서 ‘풍경’의 주축을 이루면서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시인에게 신 

의 섭리를 보여주었던 범신론적 자연(울창한 참나무， 별 등)은 네끄라소프에 

서 성스러움을 상실한 채 흔적기관으로 축소되고， 정원의 풍경은 주로 희극적 

으로 묘사된 인간들(‘들끓고 있는 사람들(ThMa HapO.ay T aM y*e KHrrHT) ’, ‘서 툰 

합창을 하는 집 시 (XOp l.\blraH rrO-CTapOMY HeJ1err) ’)로 채 워 진 다. 

이러한 ‘풍경’ 하에서 ‘시’의 COK 역시 희극적 전이를 거친다. 신의 섭리를 

이해했던 자연의 일부였던， ‘울창한 참나무’의 ‘달콤한 목소리가 불러주는 사 

랑에 관한 노래 (rrpo J1IOÕOBh MHe CJ1allKHH r0J10C rreJ1)’는 네끄라소프에 와서는 

‘집시들의 서툰 합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경의 일부가 되는 ‘노 

래’ 외에도 「마술사의 축제에 ... J 는 ‘시’ ‘시쓰기’의 모티브가 있다. ‘주인공 칭 

송(BocrreBaTh repo.sl)’의 모티브가 그것인데， 이 역시 희극적 변용에 처해진다. 

레르몬또프에서 신과 신의 창조물을 찬미하고 신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선택 

받은 자로서의 낭만주의 시인은 네끄라소프의 시에서는 마술사를 찬미하는 

무식견의 아첨꾼， 광대와도 같은 희극적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낭만주의의 시장작， 시적 세계관 자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플라톤의 

‘제3단계의 자기반영’으로서 시에 대한 경멸과 유사한 모든 것이 전복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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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 실존성을 상실한 ‘가상’， ‘허상’의 세계에서 시를 쓴다는 것의 허위성， 기 

만성의 폭로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런데 ‘주인공 칭송 시’의 내용， “그의 모든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현명한 

지! 그는 프로테우스! 그는 진정한 예술가! 그의 익살은 얼마나 멋진지 !(KaK B 

HëM Bcë BeJlHKO H YMHO! OH npoTeil! OH HCTHHHbIη xynO%HHK! KaK ero npOKa3hl 

XOpOlliH!)"가 바로 당대 통속문예시인들의 섯구의 인용임을 상기할 때， 계속해 

서 비판되고 있는 낭만주의 시인이란 통속문예시인과 둥가의 존재인 것으로 

밝혀진다. 즉 네끄라소프가 당대 통속문예시인들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홀 

로 ... J 를 상기한 것은 바로 낭만주의자와 통속문예시인에게서 공히 세계관의 

‘허상성’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기서 이러한 통속문예시적 칭송시를 융는 이가 바로 다름아닌 ‘나’， 

이 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서정적 자아라는 것은 시사적이다. 이것은 네끄라 

소프가， ‘당대 통속문예시인들이 자신의 문예시들을 유명한 정전， 특히 레므몬 

또프의 시를 차용하여 썼던’(:KypaBJleBa H HeKpaCOB 1996, 22) 예를 따라 스스 

로도 동일하게 유명한 정전의 틀을 빌어 자신의 시를 ‘통속문예시’로 만들고 

자 의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할 때 네끄라소프의 비판의 초점은 인용했던 몇 

편의 통속문예시가 아니라 ‘통속문예시’의 창작 방식， 즉 유명한 정전을 차용 

하여 아무런 주체적 체화과정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재능없는 시인들， 소 

위 ‘패러디’가 아닌 ‘중성모방’을 주된 창작기법으로 사용하되 그 예술적 숭화 

를 보여주지 못하는 시인들인 것으로 확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끄라소프의 

시에서 일관되게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던 낭만주의시란， 이렇게 유명한 

전범을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시에 사용했던 낭만주의 시인들， 즉 아류낭만주 

의자들의 시일 가능성이 높다. 즉 네끄라소프가 당대 통속문예시인들과 동류 

로 보고 비판했던 자들은 낭만주의의 진정한 대표자라기보다는 아류 낭만주 

의 시인들이었던 것이다.64) 

결국 이 시는 중성모방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띄냐노프의 용어로 말하자 

64) 이런 맥락에서 이 시는， “구체적 작품에 대한 패러디보다는 장르나 문체에 대한 패러 

디가 많고， 해당 문학유파의 가장 주된 특성과 문체로 전형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nOpTHosa 1972, 53) 네끄라소프 패러디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네끄라소프의 패러디가 특정 작품이나 작가보다는 문학 

사조 전반의 권위실추를 의도하며 그 결과 주로 아류낭만주의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 

는 것에 대해서는 nOpTHOBa 1972, 46; 3AxeH6a)'M 1969, 48; rapKaBH 1쨌，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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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류낭만주의자와 당대 통속문예시인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레르몬또 

프의 「나홀로 ... J 에 대해서도 ‘패러디 형식 (napO .llHH lIHOCTb)’과 ‘패러디 기능 

(napO.llH꺼HOCTb)’ (TblID!HOB 1977, 290-291)을 모두 지닌 ‘전형적’ 패러디였던 것이다댐) 

그러면 이 시는 이렇게 낭만주의 아류시인과 당대 문예시인들에 대한 우스광 

스러운 회화로만 의도된 것이었을까? 이 시에서는 네끄라소프의 ‘진정한 시’에 

대한 추구， 그가 일생동안 집착했던 시의 내용과 기능， 의무에 대한 구체적 지 

시는 찾을 수 없고 단순히 신랄한 조롱만이 있는 것일까? 이를 탐색하기 위해 

서는 네끄라소프가 자주 본질을 ‘기만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하고 이러할 때 우리는 풍자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사랑’， ‘죽음’의 COK에 대한 네끄라소프의 홍미로운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나홀로…」에서의 시의 창작과정과 내용， 기능， 시인의 존재형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대중으로부터 조롱받고 박해받는 순교자이자 추방자， 세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슬픈 명상과 자신의 고귀한 사명에 대한 오만한 인 

식을 동시에 지닌 채 황야로 떠나는 고독한 방랑자， 황야에서의 접신을 통해 

신의 섭리를 체득하는 예언자， 이 모든 형상은 낭만주의 시인의 가장 전형적 

모습이 다. 시 인은 ‘자유와 평 정 (CBOÕO.lla H nOKoH)’을 찾아 떠 난 황야에 서 범 신 

론적 자연과 합일하고 신의 섭리를 체득한 ‘달콤한 목소리’가 대리로 불러주 

는 신의 교훈，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된다. 이때 시인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고 ‘듣는 행위’는 곧바로 ‘시쓰기’이다. 이 ‘사랑의 교훈’의 받아쓰기를 통 

해 그는 유한자로서의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을 

꿈꾸게 되는 것이요， ‘자유와 평정’을 획득하는 것이다. 곧 시의 내용은 ‘사랑’ 

65) 앞에서 언급한 장르 정의에 있어서의 편차는 레르몬또프가 아니라 레르몬또프 모방자 

로서의 아류시인들에 대한 희화를 패러디로 보지 않았거나 이러한 조롱을 읽어내지 못 

한 데 기인한다. 가르까비는 네끄라소프가 통속문예시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류낭 

만주의와의 동질성을 통해 양측을 모두 희화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그 

는 자신의 논문에서 “특정 패러디되는 시와 관련이 있든 없든， 어떤 임의의 시인이 아 

닌 문학사조로서의 낭만주의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시”들을 패러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968， 74). 결국 그는 네끄라소프가 의도한 가면만을 보았을 뿐， 그 심층을 보 
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빠로프가 이 시를 패러디라 규정했을 때 이러한 모든 

논의를 거친 후에 내린 결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성모방을 비롯한 모든 유사개 

념을 함축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패러디를 설정한 결과였는지 홍미롭다. 그가 이 시 

를 레르몬또프의 3부 구조를 모방한 패러디 시로 간주하고 전체 X5의 고찰 속에 편입 

시키지 않고 예외로서 설정한 점은 분명히 후자일 가능성을 높게 한다(200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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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시쓰기의 목적은 ‘부활， 불멸’인 것이다. 

「마술사의 축제에 ... J 에서 시인은 전혀 다른 상황에 위치한다. 시인은 더 이상 

예언자도， 선택된 자도 아니며 고독하지도 대중과 대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일 뿐으로66) “마술사”의 묘기에 찬탄하는 ‘문예시인들’ 중의 

한명이다. 이 때 ‘문예시인들 무리’를 일걷는 섯구 ‘많은 사람들(TbMa HapOllY)’은 

‘TbMa’의 다의성(‘암흑’， ‘무리’)에 의해 ‘밤’과 ‘암흑’에 속한 자， 무지한 자라는 가 

치평가를 내포한다(바로 여기에 ‘밤’의 COK 측면에서의 낭만주의자들에 대한 교 

묘한 야유가 숨겨져 있다). 이들의 시의 내용은 ‘신의 교훈’의 전달이 아니라 ‘마 

술사가 만든 정원의 외양’에 대한 찬탄이고 결국 이들의 시는 ‘정신’이 사라진 

‘내용 없는’ 시다. 이와 관련하여 「나홀로 ... J 에서 시의 본체라 할 수 있었던 ‘사 

랑’과 ‘죽음’의 COK가 「마술사의 축제에…」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원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COK인 ‘사랑’과 ‘죽음’이 패러디시에서 재현되지 않 

은 사실이 네끄라소프가 이 율격에서 이 COK들을 포착하지 못해서인지 아니 

면 이들 COK를 우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지 이 시의 분석만으로는 미지 

수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연이은 x5 시들이 제공한다. 네끄라소프의 초기 x5 

에서는 낭만주의에 대한 패러디 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바로 다음의 X5시， 빠 

블로바(Kap. naBJIOBa)의 「리자의 이야기 (PaCCKa3 지H3bI) J 에 대한 패러디인 「나 

의 환멸 (Moë pa30 'IapOBaHHe) J (1851)에서는 낭만주의자들의 ‘사랑’이 희화되고， 

그 뒤의 x5시인 「힘든 자의 고백 (npH3HaHHJI TPY)J(eHHKa)J (1854)에서는 ‘무텀’이 

반복되고 비만자의 삶이란 살아도 살아 있지 않은 ‘죽음’인 것으로 간주되면 

서 ‘죽음’ 역시 희화된다. 결국 그가 이들 COK들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 우롱하지 않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후기의 X 

5에서 바로 이 죽음과 사랑의 COK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도 그가 이 

COK를 분명히 인식했음을 증명한다 (3.2.1.항 참조). 

이러할 때 ‘사랑’과 ‘죽음’의 COK의 부재는 일종의 ‘마이너스 장치’로서 네끄라 

소프의 특정 의도를 함축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비평가 시인으로서 네끄라소프 

가 통속문예시에 대해 가하는 비난의 핵심이 된다. 즉 아류낭만주의자와 통속문 

예시인들에 대한 네끄라소프의 풍자의 요체는 ‘사랑’과 ‘죽음’의 부재로 함축되 

는 그들 시의 ‘내용 없음’이다. 진정한 골자(‘사랑’， ‘죽음’으로 대변되는)는 남겨 

둔 채， 이미 굳어버린 낭만주의 끌리쉐(‘길’， ‘신’， ‘풍경’， ‘노래’， ‘밤’)만을 반복하 

66) 네끄라소프 시에서 ‘군중의 한사람으로서의 시인의 형상’에 대해서는 )!(ypaSJlesa H 

HeKpacos 1996, 23; KopMaH 1964, 103-105; 3꺼xeHôa씨 1969, 45; 배l!epHH 19π ，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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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 무가치해진 ‘신’을 찬미하는 그들 시의 ‘무의미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시대인식의 틀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 즉 고정 

된 문학적 타성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는 고갈의식의 폭로이자， 동시에 모든 

‘성스러운 시의 박멸의 역사적 펼연성’(3f1xeH6aYM 1969, 38, 42)의 피력이었고， 

문학사적으로 좀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제의였다. 

r마술사의 축제에 ... J 에서도 역시 시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있다나홀로 ... J 

의 ‘찾다(HII\Y)’와 동격의 동사 ‘찾을 것이다(HaflIlYT) ’ 뒤에 위치함으로써 ‘자유 

와 평정’과 등가가 되는 ‘영혼의 양식 (nHII\a IlJDI Ilyum)’이 그것이다. 네끄라소프 

의 화자가 ‘고통스럽고 힘든(4TO lI<e MHe TaK 601lbHO H TaK TPYIlHO)’ 이유는 

‘시쟁이’들의 내용없는 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의미한 시’에서 몽매한 

대중은 ‘교훈’을 얻을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아울러 네끄라소 

프 스스로 통속문예시를 쓰는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통속문예시인과의 동일 

성 확보를 통해 자기 조롱의 분위기도 강화된다. 즉 아류시인과 합류하면서 

엉터리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 시정신이 상실되고 진정한 시가 거부된 

현실에서 진실한 시의 추구라는 시인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채， 대중의 무식 

한 취향에 영합하여 시를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자， 자기경멸， 자기 

우롱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표면상 통속문예시인과 아류낭만주의자들에 대한 풍자이지만 

기실 ‘상황’에 의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진설을 담지 못하는 자신의 시 

에 대한 비판이 거센， 목표의 우롱보다 자기 우롱이 우세한 자기반영으로서의 

시론시로 시의 진정성의 복구를 반어적으로 촉구하는 시다. 이러할 때 “난 단지 

주인공을 칭송할 밖에 (51 Mory 11따lb BocneBa Tb repo~)'’라는 행은 네끄라소프의 

시정신의 아이러니컬한 표현이 되며 꼬르만이 네끄라소프의 시를 “노파가 운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flJJa<ieT cTapyxa. A MHe <iTO 3a lle1l0)?"라는 

행에 “한점으로 응축된다”고 파악했을 때， 이 행이 ‘무관섬이 아니라， 귀를 막을 

수도 잠잠해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의 표현이며， 모든 인간과 함께하고， 착취 

당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무력감과 낯설음의 표 

현’(4H<iepHH 1977, 414)이라고 해석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이 시는 진정한 시인상에 대한 탐색과 이로 인한 고뇌이자， ‘사랑’과 ‘죽음’ 

을 통한 ‘시의 내용의 회복’만이 시인의 사명이라는 거대 서사의 한 단편이었다. 

이는 네끄라소프의 이후의 시가 아류낭만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에 대한 사랑， 죽 

음을 불사한 희생을 토로하는 시론시로 관철됨을 상기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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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분석은 x5의 COK라는 틀을 빌어서 가능했다. CO 분석의 도움으로 

이 시를 단순히 레르몬또프의 패러디라는 희극적 시로 간주했을 경우 포착할 

수 없었을 네끄라소프의 시의식을 간파할 수 있었다. 즉 이 시는 ‘진정한 시 

정신’의 탐색의 시작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그 부정태의 고발로 끝나지만 그 

내부에는 죽음과 사랑의 결합으로서의 시의 진정성 추구라는 내포 의미를 ‘이 

미’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즈음에서， 이 시에 나타난 네끄라소프의 이 율격의 COK들에 대한 태도가 

지속적인지， 즉 CO 개념으로 체화되는 사적발전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 시에 국한되는 일회적인 것인지의 문학사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 

변은 네끄라소프 X5 전체의 고찰인 앞 장의 결론들이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마 

숨사의 축제에 .. 01 분석에서 도출된 모든 결론은 3장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네끄라소프에게는 이 율격의 의미 가능성， 즉 COK에 대한 섬오한 인식이 있었고 

(COK를 반복)， 이것은 전통에 대한 시인의 일정한 태도， 즉 ‘역사적 관련’에 의한 

것이었으며(패러디)， 이 과정에서 시인 개인의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어， 임의의 

율격의 전체 CO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모든 COK를 인식)， 개인적 선호의 표현으 

로서 특정 COK의 강조가 있다(‘시’의 강조， ‘죽음’과 ‘사랑’의 ‘마이 너스’적 강조， 

‘풍경’， ‘밤’， ‘신’， ‘길’의 희화)는 사실과 그대로 일치했던 것이다. 

특히 이 시의 분석은 3장에서 아직 설명을 찾지 옷했던， 이 율격의 CO 전통 

과 위배되는 네끄라소프 x5만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가장 먼저 3.1. 

항과 3.2.1.항에서 고찰했던 네끄라소프 X5에서 ‘시’의 COK의 주도는 그가 시론 

시의 틀이 필요했을 때 「나홀로 ... J 를 상기했을 만큼 이 율격의 가장 대표적 

COK로서 ‘시’를 인식했다는 사실이 설명해 준다. 또한 3.2.3.항에서 고찰했던 

‘주된 COK에 있어서는 전통의 강조로(‘죽음’， ‘사랑’의 강세)， 부차적 COK에 있어 

서는 전통의 위반으로(‘길’， ‘풍경’， ‘밤’의 약화) 나아가는’ 네끄라소프의 특성은 

바로 그가 이 들 부차적 COK에 대 해 명 확히 인지 했음에 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기법이 지니는 고갈성’의 인식에 기인한 ‘낭만주의의 끌리쉐’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즉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네끄라소프의 의도적 거부로 설명된다. 

결국 이렇게 「마술사의 축제에 ... J 는 CO의 발생과 전개에 있어서 패러디의 

역할， 패러디를 통한 시의 CO의 전승과 전개의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기능했다. 이로써 우리는 CO 연구에 있어서 가장 미비한 부분(2.3.항 

참조)에 대한 좀더 본격적 연구의 가능성을 예시할 수 있었다. 

이제 「마술사의 축제에 ... J 는 패러디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단순한 희 



네끄라소프의 5보강약격에서의 ‘운율과 의미’의 상호관계 205 

극적 농시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화된， 시의 기능， 역할， 내용에 관한 숙고가 

농축되어 있는 시론시로서， 형식과 내용， 운율과 의미의 관련을 보여주는 예 

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시였고， 시의 CO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시형론적 논의의 결정체로 재평가되었다. 이 모든 소름끼치도록 정 

확한 바둑판， x5 시들이 각각 완결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연관되어 서로를 비 

추는 거울이 되고 총체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네끄라 

소프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무의식적 직관의 소산인지 얄 수 없지만， 이 결 

과는 놀라울 뿐이 다.67) 

5. 결 

네끄라소프의 「마술사의 축제에 ... J 의 분석에서 노출되었듯이 CO 개념은 이 

제 시해석과 평가를 위한 비평적 개념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네끄라소프는 

율격의미， COK의 교묘한 배합을 통해서 어떤 것은 더욱 강조하고 어떤 것은 

중립화함으로써 텍스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적 전망을 독자에게 시사할 

수 있었다. 이때 CO에 관한 논의에 무관한 독자였다면 시의 해석은 당연히 빈 

약했으리라. 

CO을 시분석 장치로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x5의 ‘운율 대 내용’ 

의 연구틀을 검토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모든 방법론과 결과들을 

네끄라소프의 X5에 적용하여 ‘CO’ 개념을 검증하여 다음을 확인하였다. 

1. 네끄라소프의 x5에서 CO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네끄라소프 

X5에서의 CO의 정립이 네끄라소프의 ‘뛰어난 시형 감각’에 의한 것인지， CO의 

보편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시인들의 x5에 대 

한 차후의 연구의 축적만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시형론에서 통계방식은 유효하다. CO과 관련된 여러 가설의 겁증과 확인 

과정에서 통계 방식은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선입관에 의한， 통계 

방식의 무조건적 거부는 지양되어야 한다. ‘숫자들’의 축적이 시와 시창작의 

이해에 일조한다면 그 과정의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자체가 거부 

67) 이런 측면에서 이 시를 가스빠로프가 과소평가한 것이나， 네끄라소프의 패러디 예 
찬가인 띄냐노프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흥미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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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방식을 절대화하지 않을 객관성만 견지하면 된다. 

3. 네끄라소프는 시형과 의미의 문제에 천착한 시인으로 그의 시형은 우수하다. 

결국 “소위 ‘형식주의적 기법’에 있어서 네끄라소프는 ‘걸림돌’이라는 대화는 중단 

되 었으면 한다"(3AxeHõaYM 1969, 74)는 촉구와 “시 형 의 위 대 한 거 장"(5aeSCKHA 

1976, 101)으로서의 네끄라소프의 위상정립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차후 

네끄라소프의 다른 율격들에서도 이러한 CO 개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시형의 

대가’로서의 그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는 후학의 과제로 남긴다. 

4. 네끄라소프의 x5 연구는 기존의 x5 연구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이 

연구분야의 발전에 일조하였다. 시론시의 틀이라는 ‘시’의 COK와 ‘시와 사랑’의 

OK 발견이 그것이다. 이제 레빈 (1982년)과 가스빠로프(984)가， 비쉬네프스끼 

(985)와 가스빠로프(2000)가 일종의 대화로서 시형론의 이 분야를 발전시켰 

듯이 우리의 결론이 또다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여 이 분야 연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즉 시의 COK가 19세기의 모든 x5에서 중 

요한데도 간과된 것인지 아니면 ‘시민성’처럼 비단 네끄라소프에서만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인지 차후의 연구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5. 율격의미의 지각에 있어서 패러디의 역할은 지대하고 CO의 문화기호학적 

확장은 근거가 있다. 결국 CO은 네끄라소프의 「마술사의 축제에 ... J 의 분석에 

서 증명된 것처럼 작시와 독시의 초점화요소가 될 수 있었다. CO 개념을 둘러 

싼 ‘시형과 내용’ 논의는 이제 텍스트의 의미잠재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 

는 ‘이상독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시의 정확한 해독을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채득해야 할 분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든 학 

문적 발견은 시초에는 당혹스러움을 야기하는 것이며， 학문의 발전이란 열린 

마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CO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시해석의 여러 기법 중 

의 하나로서 간주할 때， 우리는 이를 ‘여유롭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러시아 시 해석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러시아시 해석은 주로 사상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겨 

우 언어， 문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뿐 시형론적 접근은 전무하였다. 

우리의 러시아시 이해가 외국인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 러시아인의 시이해 

에 근접하고 아직도 정형시를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시의 진정한 묘미까지 포 

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작법 시형론적 연구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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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COOTHoaeHHe pa3Nepa H CI뻐cna B 5-CTOnHON xopee HeKpaCOBa: 

IIpoBepKa H yTBePXCl1eHHe nOIUlTIDI "CeNaHTHlIeCKHA opeon" 

IIaK, CO-EH 

llaHHa$l CTaTb$l 1l0 JDl<Ha 6blJIa CTaTb nepeCMOTpOM OCHOBHblX nOJlOll<eHHil:, BbIIlBH

ralOll\HXC$I BOI<pyr nOH$l TH$I, "CeMaHTH'ieC I<Hη opeOJl(CO)." C ueJlb lO CaMOCTO$lTeJlbHO 

y6e1lHTbC$I, MOll<HO JlH Ha HX OCHOBe rOBOpHTb 0 MeTpe I< a I< HOCHTeJle CeMaHTHI<H, 

Mbl npHMeHHJlH I< H3y'ieHHIO 5-CT. xope$l He I< paCOBa BCe OnblTbl , HaI<OnJleHHble B 

pa60Te Hall 3THM pa3MepOM, H60 Hay'iHOe OT I<pblTHe C'iHTaeTC$I COCTO$l BUlHMC$I B 

TOM cny'iae, eCJlH IlPyrHM JlHuaM yllaeTc$I BOCnpOH3BeCTH pe3yJlbTaTbI, 1l0CTHrHYTble 

aBTopOM OT I<p“TH$I. 

B pe3yJlbTaTe , Mbl MOrJlH ClleJlaTb C Jlelly!ol따ie Ha6JllOIleHI’$1. 
1) B 5-CT. xopee HeI<paCOBa CYll\eCTByeT nOH$l THe ’ CO ’ 2) DpHMeHeHH$I I<OJlH

앤CTBeHHblX MeTOIlOB I< CTHXOBelleHHIO OI< a3aJlHCb pe3yJlbTaTHBHbIMH; 3) HeI<paCOBa 

MOll<HO C'iHTaTb ’ MaCTepOM CTHxa,’ nOC I<OJlb I<y OH 06JlallaeT OT JlH'iHbIM Oll\Yll\eHHeM 

’ CO ’ 4) DpH H3y'ieHHH 5-CT. xope$l He I<paCOBa, Bbl$l BJleH HOBblil: ’ OI< paCO 'iHbIR 

I< OMnJle I<C (OK) ’ llaHHoro pa3Mepa, $I BJl$lIOll\Hil:C$I ’ ceMaHTH'ieC I<HM $IIlPoM(CR) ’ 5-CT. 

xope$l He I<paCOBa, C 3THM HaUl a CTaTb$l MOll<eT nOMoraTb ycoBepUleHCTBOBaHHIO 

HCCJleIlOBaHH$I B 3TOil: 06JlaCTH; 5) BeJlHI< a pOJlb ’ napOIlHH ’ npH Oll\Yll\eHHH ‘CO’, 

CJlellOBaTeJlbHO C nOJlffi뻐 npaBOM MOll<HO BI<JlIO'iHTb ’ CO ’ B 06ll\eCeMHOTH'ieC I<H외 nJlaH, 

H3 3Toro 1l0 I<a3aHO, 'iTO Heco뻐eHHO cymecTByeT CB$l 3b MeTpa H CMbICJla B Macco 

BOM C03HaHHH I<y JlbTypbl (I<a I< y n03TOB , Ta I< H y 'iHTaT eJle il:). Bce 3TH BblBOllbl 

llalOT B03MOll<HOCTb npellJlOll<HTb ‘CO’ I<a I< cnoco6 nHCaHH$I H ‘neHH$I CT“XOTBOpe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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