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기호로서의 일상생활1): 

19세기 러시아 잘롱의 앨범과 푸슈킨* 

심 지 은** 

우리는 실낙원을 생각하듯 살롱을 추억한다 에밀 시오랑 

1. 들어가며 

19세기 전반기 페테트부르그는 아마도 러시아 문화사에 있어 가장 빛나는 

기억을 가진 도시일 것이다. “유럽으로 열린 창”이고자 했던 18세기에 건설된 

이 인공의 도시는 한 세기를 지나 이제 ‘유렵’이 된다. 도시는 유럽이라는 기 

호를 자신들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러시아의 문화적 삶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어느 시기보다도 19세기 전반기만큼 외래문화， 특히 서유럽 문 

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시대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19세기 전반부 40년은， 공교롭게도 

“러시아 시문학의 태양”인 푸슈킨이 살고 창작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짧은， 

그러나 빛나는 러시아의 고양된 문화적 시기를 ‘푸슈킨의 세기(IlYJllKllHCKllM BeK, 

IlymKllHcKa~ 3IlOXa)’ 혹은 ‘푸슈킨의 시대(IlymKHHcKoe BpeM~)’라 부르는 것은 결 

코 과장이 아니다，2) 이 개념 속에는 러시아 문화의 기념비적인 현상에 대한 

*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때4핀74-AS0135)， 

**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1) 번역하기 어려운 러시아어 단어 중의 하나인 ‘빅트(ÔbIT)’는 일상적인 삶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식·주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보통 영어로 r everyday life’로 번역되며， 

여기서도 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로 옮겼다. 

2) 블록은 푸슈킨의 죽음과 함께 러시아에서 문화가 사멸되었다고 단언한 바 있다("C H뻐 

[nyruKHH뻐] YMHpana ero KynbTypa、")， A, 5noK(1962) CoφaHHe CO'lHHe꺼쩌 B 8-H TOMax, 
M,; JJ" T, 6, c,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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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념(思念)이 담겨있다. 달리 말해， 이는 러시아의 축적된 정신적 경험에 대한 

자부심의 상정적인 표현에 마름 아니다. 이 길지 않은 역사적 시기에 대한 연 

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자부섬을 증명 

해 주기 에 충분하다.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푸슈킨의 세기’가 우리의 판섬을 끄는 이유는 자명해 

진다. 해당 시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러시아의 인식 속에 푸슈킨의 세기에 정 

초된 러시아의 유럽화에로띄 도정과 그 특질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푸슈킨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연 

구가들의 판심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 성과들 중에서 우리는 특히 로트만의 

‘행위시학론’4)에 주목해볼 핑요가 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발표된 그의 일련 

의 논문들관 문학과 일상 예술텍스트와 일상적 행위간의 상관성에 대한 기호 

학적 성찰윤 보여준다. 그의 행위시학론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정 형태 

의 행동이나 행위가 의식적으로 예술텍스트의 규범과 법칙을 지향하며 동시 

에 직접적띤 미학적 체험으로 감지될 때 일상적 행위를 시학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가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제스처-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등이 자신의 문화적 기억의 창고에서 퍼 올린 

수많은 가뜸성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되짚어본다면 우리의 평 

범한 일상석 행위가 그 일상을 뛰어넘는 의미 즉 미학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로트만의 논지에 어렵지 않게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따라가 보자. 이렇게 미학적 함의를 갖게 된 일상 행위는 관 

찰의 대상이 되어 해당 행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상정적 의미로서 

평가되며， 이로써 일상행위띄 연극성이 자연스랩게 감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연극성이야말로 18세기와 19세기 초반 그리고 20세기 초반 러시아 문화의 

3) 그 일례로 2003년에 출판된 「백과사전 형식으로 구성해 본 푸슈킨 시대 페테르부르그 
의 일상생활(BblT rrymKHHcKOrO OeTepõypra: OrrblT 3HUHKJlOrreL1HlfeC I<OrO CJIOBapS!. A-K)~라 

는 제목의 신간서적을 들 수 있겠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 사 

전식 구성의 책은 19세기 전반기에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그에서 영위되었던 

일상생활의 제 요소들을 시인의 전기적 컨텍스트 안에서 조명해 보인다. 

4) 로트만의 행위시학론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비판적 전망은 김수환(2005) r텍스트 

이론에서 문화시학으로: 로프만의 ‘행위시학’ 방법론을 중심으로J，러시아어문학연 

구논집~， 제 18집， 103-135쪽; 김수환(2005) r“책에 따라 살기". 러시아적 문화 유형 

의 매혹과 위험 J，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호， 35-59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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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학적 특징을 규정한다5)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로트만의 행위시학론은 특정 시대에 구현되어 

있는 일상적인 행위의 디테일들이 동시대의 이념과 갚게 연관되어 있다는 전 

제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해당 시기의 유행이나 관습， 사람들의 

일정한 행동양식 등은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상 그것들이 당대의 

지적이며 정신적인 영역뿐 아니라 도덕규범의 영역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통시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의 평범한 일상이란 것이 시대의 이념에 따라 변하고 조정되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그 역방향의 움직임 또한 관찰 가 

능함은 물론이다. 이로써 이념의 공간과 인간 삶의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 

을 넘나들며 때로는 침범하고 때로는 침범 받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장(場)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입각하여 19세기 전반부 러시아의 일상행위의 시학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문학 살롱과 서클을 보 

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표가 된다 이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이들 살롱과 서클의 일상을 꼼꼼히 기억하고 추억했던 앨범 

문화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2. 일상빽 문학， 문학의 알상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살롱과 

문확쩌클 

‘푸슈킨의 세기’에 페테르부르그에는 프랑스식 귀족의 살롱문화가 만개하였 

다. 사교계를 의미하는 러시아어는 ‘스베트(CBeT)’인데 이 단어는 사교계뿐 아 

니라 세계，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사전적으로 주어진 이와 같은 

단어의미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19세기 초 러시아 귀족의 사교계는 그 

당시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물론 이 ‘세상’은 귀족을 제 

외한 나머지 계층의 삶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전체를 포괄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이 글의 연구목표를 넘어선다). 

5) 자세한 것은 Iu. M. 로트만(1993) r18세기 려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일상행위의 시 

학J，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민음사， 221-258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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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계라는 ‘세계’의 중심지였던 살롱6)은 귀족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주 

무대였다. 그 안에서는 문학과 예술， 정치와 역사에 대한 담화가 활발히 오갔 

다. 귀족의 필수소양의 하나였던 독서와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살롱을 문학적 

행위와 그때 대한 담론의 장으로 만들었던바， 이제 문학은 살롱문화의 핵심적 

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교를 위한 

대화， 친구들 간의 담소， 한담， 고백， 격론 등의 ‘말’이 푸슈킨의 시대만큼 커 

다란 역할윤 수행하였던 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푸슈킨의 서 

대가 러시아에서 낭만주의의 만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 

게 이해가 되는 지점이다. 

18세기가 회화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바야흐로 문학의 시대였다. 전 유럽 

을 뒤흔든 낭만주의가 러시아에 수용되면서 유례없는 문학 지상주의로 치닫 

게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시 장르가 숭배되었 

고，7) 시를 창조하는 시인은 신의 선택을 받은 천재이자 예언자 혹은 메시아 

로 간주되썼다. 이로부터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시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 형상을 문학적으로 창조해냈던 바 예술가들이 그 형상에 자 

신을 종속시키는 ‘문학적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 

였다. 러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규정짓는 분학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오 

도예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상기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전체생이라는 요소， 혹은 더 잘 표현하자면 보환성의 요소는 우리의 학문 

적 발전 도상에서 꽤 눈에 뜨이는 특정을 낳게 되었다. 떡사를 보면 어디서 

6) 살롱의 기원은 기원전 4-5세기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의 
기녀 아스파지아의 집에서 열렸던 사교모임이 살롱익 전선으로， 소크라테스와 알 

키비아데스도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다고 전해진다. 고대 로마의 기녀들 또한 연설 

과 음악파 토론이 진행되는 사교의 공간을 자신의 집 안에 만들었다. 하이 덴-린쉬 

(1999) ~유럽의 살롱들: 지금은 볼락한 여성 문화의 황금기~， 김종대·이기숙 역， 민 
음사. 19-20쪽. 

7) 잘 알려진바， 이 시기가 러시아 시의 황금시대라 일컬어지는 때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로트만의 언급에 귀 기울여 볼 펼요가 있다. “18세기 러시아 문화는 

세속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 문화의 성스러운 권위는 ‘유럽화된’ 새로운 문명에 배 

치되는 것으로 여겨졌턴 포든 다른 것들과 더불어 파괴되고 제거되었다. 그러나 

‘신성의 자리는 빈 적이 없다’. 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간 최상의 권위는 언어 예술， 

무엇보다도 먼저 시에게로 전승되었다" 10. M. JIoTMaH(2002) "Me)((i1Y 3MÕJleMOμ H CHM

BOJlOM," JfCTOpHJI THITO.π'OrHJI pyCCKOI1 KyJIbTyphl, Cllõ., 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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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문적 발견이 시적 견해에 앞섰다 우리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시적 직관 

이 실제 작업을 앞질렀다. 카람진의 『역사~( 즉러시아 국가사~ - 필자)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역사적 기념비들의 연구로 이끌었고 푸슈킨(~보리 

스 고두노프』에서)은 러시아 연대기 작가의 특정을 알아내었다，8) 

119 

19세기 초반 말이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사실과 함께， 말과 그것이 지칭하는 

것과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여 말을 공허한 수다로 만들어버리는 경향 또한 

사교계 언어의 특징이었다는 점도 지적해야만 한다. 사교계 인사들의 위선적 

언어관습은 특히 툴스토이의 소설작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에 적 

나라하게 폭로되어 있다. 말이 갖는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러시아에서 살롱 

의 기능과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퇴화되어갔다는 사설은 따라서 자연스 

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화의 영역에서 살롱이 단 

순히 공론과 사교의 기능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개략적으로나마 러시아 

살롱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때 러시아 살롱문화는 프랑스 살롱문 

화9)를 수입하여 자기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8) 강조는 작가의 것 이 다. B. OaoescKlIH(1981) CO 'lHHeHHJl, M. , T. 1, c. 244. 
9) 프랑스 살롱은 17세기 초 랑부이에 후작부인(Madame de Rambouillet) 카트린 드 

비본(1588-1665)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나친 격식과 지나치게 세련된 언행 

으로 가득 찬 궁정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화할 장소인 최초의 살롱으로， 이후 

상류사회 사교의 교과서가 된다. ‘세련된 취향’과 ‘우아한 예법’의 절대적인 조화로 

살롱언어의 모범을 제시하였으며 1638년에서 1645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한 

편， 시간이 지날수록 살롱의 유쾌하고 자유로운 지적인 분위기는 지나치게 형식적 

이고 허위로 가득 찬 언어만이 난무하는 일종의 언어 학술원으로 변절되어 감으로 

써 점차 퇴락하게 된다. 초기 프랑스의 살롱은 이탈리아 트네상스 시대의 궁정에 

있었던 ‘살로너] (Salone)’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식 살롱(salons à 
l ’ italian)’으로 불렸다. 이렇게 시작된 첫 살롱은 궁정문화를 그 원형으로 삼았지만 

격식을 차려지 않고 자유롭게 남녀가 평등하게 대화를 나눌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 

에서 새로운 것이었다. 그녀의 살롱은 풍속을 순화하고 언어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 

를 하였으며 30년간 프랑스의 양식과 매너를 대표하는 모범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 

의 살롱문화는 17세기말 베르사이유 궁전의 화려한 궁정문화에 일시적으로 밀려 
그 빛이 바래지만 18세기 계몽주의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새롭고 풍부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특정으로 

는 살롱 내에서 문학의 비중이 자라남에 따라 점차 문학살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는 점， 그리고 시민계급 출신의 살롱 여주인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계층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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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살롱문화는 유립문화사의 한 부분으로서 당시의 정치·사회·역사적 

인 변동， 그것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역사에서 살롱 

이 프랑스 계몽사상을 잉태하고 발전·보급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살롱문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살롱이라는 문화적 현상이 전유럽적으로 파급되었다는 

점에도 매뚜 큰 의의가 있다. 살롱은 벼록 궁중문화의 모방 속에서 탄생했지 

만 계몽주돼적 끈대의식을 형성했던 새로운， 개방적인 사교공간이자 문화공간 

이었으며， 또한 지식의 보고이자 사상의 격전장이었다. 프랑스풍 문화의 아이 

콘으로 성깡한 살롱문화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틀로 수출되는 과정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의 문화기반에 맞추어 변용된 혐태를 취하게 된다. 

러시아에서의 살롱문화의 만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였다. 한 세기 전의 프랑스꾀 문화적 현상이 러시아에서 자기화된 양상을 간 

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러시아는 유럽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최신의 

유럽문불과 사상 등을 언제나 한발 뒤늦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수입된 사상이나 제도 등은 애초의 형매보다 과격한 형태로 정착되는 경우가 

잦았다. 예컨대， 근대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인 낭만주의가 18세기 유럽의 계 

가 좁아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살롱문화는 18세기 초에 시작되어 

18세기 중:엽에 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 대표적인 문학 살롱으로는 랑베르 

부인 (Maclame Lambert)의 살롱， 탕생 부인(Madame de Tancin)의 살롱， 조프랭 부 

인(Madarne du Geoffrin) , 데팡 부인(Madame de Deffand)의 살롱 등이 있었다. 이 
들 살롱에는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인 백과사전파 겨l몽 철학자들， 문학가들， 화가 

들， 음악까들，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출입하여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인간관 

계를 쌓아갔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성취인 백과사전의 발간은 학문을 숭상 

하는 부유한 살롱 여주인의 조력이 없었다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살롱의 분위기는 

여주인의 성격과 취향， 기호， 지적 관심 등에 의해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의 기운이 감돌면서 문학 살롱들은 문학에 관한 담화 대신 정 

치에 관한 토론으로 그 관삼을 돌리게 되고 공히 정치살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푸슈킨에게 정치·사회 사상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드 스탈 부인 

(Madame de Staël)의 살롱도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다(하이덴-린쉬 (1999) ， 38-42 
쪽). 유럽 살롱문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이멘-린쉬 (1999); 서정복(2003) 

『살롱문화~， 살림; 이종완 편저 (2000) r유렵의 살롱문화~， 공주대학교출판부 G. 트 

획 (1995) w세계여성사』 이재형·도화진 역， 문예출판사， 제2권， 11-150쪽; 진일상 

(2000) r 셰몽주의 시대의 살롱문화J ，괴테연구~， VoJ. 12, 313-334쪽 등을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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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사상과 함께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들 둘이 결합하여 독특한 러시아만의 계 

몽적 성격이 짙은 낭만주의 현상을 빚어내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짧은 시간에 두세기에 걸친 유럽의 사상·이념적 흐름을 나름대로 소 

화해낸 결과였다. 그 결과 라디쉐프식의 계몽사상을 19세기의 낭만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수용했던 러시아는 자신의 역사에 대변혁을 가져올 

두 차례의 혁명을 낳게 된다. 이밖에도 서유럽의 문화전통에서 19세기에 오 

면 이미 형식적인 의례가 되어버린 결투가 러시아에서는 도덕적인 평가를 내 

리기 위한 준엄한 잣대로 즉 흔적기관이 아닌 기능기관으로 사용되었던 점도 

상기해볼만 하다. 

그림 1) 1830년대 사교계 살롱의 풍경 

18세 기 프랑스 살롱문화의 

전통은 러시아에서 살롱뿐만 

문학서클， 문학그룹， 저녁모 

임 (Beqep) 등의 사적 인 모임 

을 결성하는데 영향을 끼쳤 

디. 살롱이 주로 아름디운 

여주인의 저택에서 열린 세 

련된 사교의 장이 었다면， 서 

클과 그룹은 주로 문학가와 

문학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인， 소설가， 비평 

가， 잡지 편집인， 서적상인 

등 - 과 문학 애호가 및 예술가들이 중섬이 되어 모이는 남성틀만의 사교의 

장이었다. 이때 언급해두어야 할 점은 잡계급 출신의 문학계 인사와 상류층의 

귀족 문사들이 한데 섞인 서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귀족 출신 작 

가 오도예프스키는 자신의 집에서 개최한 문학 살롱에서 두 계층의 인사들을 

연합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 아니었다.10) 이는 러시 

아 살롱이 그 원형이었던 18세기 프랑스 살콩과는 달리 주로 상류층과 궁정 

인사들의 근거지가 되었다11)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일례라 하겠다. 

10) 오도예프스키의 아파트에 모인 손님들은 그 겨l층에 따라 살롱과 서재로 나뉘어 자 

리를 잡았다. 이 경우 주로 상류층 귀족들이 잡계급 출신의 작가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편이었다. M. ApOHCOH H C. Pencep(2001) 까freparypHble Kp}'JKKH H CaJIOHhL cnÕ., 
CC.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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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서클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들어 모여 조직한 폐쇄적인 사 

조직이었고 ‘안주인’이 있는 살롱과 달리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소집했고 

그 모임에 강제적인 출석의 의무가 부가되었다 12) 이런 까닭에 서클은 쉽게 

결성되는 한편， 또 그만큼 쉽게 와해되기도 하였다. 반면 사교의 미학과 토론 

의 자유를 보다 더 중시했던 여성의 살홍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서클에 비해 

오래 지속된 편이다. 이 때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서클과 여성의 살롱을 자유 

롭게 오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분 분위기 속에재 문화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여성의 살롱이 지극히 프랑스적인 전통에 기대고 있다면，13) 이와 더 

불어 적극적으로 문학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땅했던 남성들만의 문학서클 형식은 다분히 려시아적으로 변형된 

살롱문화의 특정이다. 그 결과 문학적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살롱이 

독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납성의 서클은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살롱과 서클에서의 문학적 기능의 분화 현상 또한 외래문화를 자기화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 된다. 이렇듯， 외래문화는 

취사선택된 뒤 본래의 문화석 토양 속으로 흡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 즉 러시아에서는 남성이 적극적인 문학생산 

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었다는 사실을 러시아에서 그들 

의 문화적 수준이나 교양의 정도가 여성들에 비해 더 높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오힘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당시 유 

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던 당시 러시아띄 사핵제도의 후진성을 드 

러내는 증거이다. 문학살홍달 이끌어나갔던 여성들이야말로 러시아에서의 계 

몽사상의 성취를 알리는 확설한 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푸슈킨이 자신의 미 

완성 소설 r로슬라블례프(POCJlaBJleB) J 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 “러시아 여인 

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교양 있 

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4) 

베스투제프와 르일 례 예프기- 발행 했던 문학잡지 『북방의 별(IlOJl5lpHlUI 3Be311a)~ 

11) 하이 멘 랜쉬 (1999), 182쪽. 
12) 살롱은 주로 저녁이면 언제나 열려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나，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살량도 실재했었다. 오도예프스키가(家)의 살롱이 그와 같은 경우였다. 

13)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살롱에서의 대화는 프량스어로만 이루어졌다. 유일하게 
러시아어를 사용한 살롱은 페테르부르그의 맹성 있는 살롱의 하나였던 카람지나 

부인의 살롱이었다. 

14) A. c. nymI(IlH(1957) nOJJHoe co6paHlfe CO 'lHHeH쩌 B 10-H TOMax(이하 ncc), M., T. 6, c.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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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이와 같은 교양 있는 ‘여성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823년 이 

들이 『북방의 별』 창간호를 내면서 세웠던 목표가 프랑스 감상주회 소설에 길 

들여진 여성독자들을 외래의 소설 대신 자국의 문학작품과 친숙해지도록 하 

는 것이었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그러나 30년대 초반 러 

시아의 문학적 상황 역시 20년대의 상황에 비해 별로 달라진 바가 없었음은 

푸슈킨의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읽어낼 수 있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노백작 부인과 그녀의 손자 톰스키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상기해보자. 

“폴!" 하고 칸막이 뒤에서 백작 부인이 소리를 질렀다. “아무거나 새로운 소 

설 하나 보내주겠니. 제발 요즘 거만 말고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랑 마망?" 

“왜 있잖니，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주인공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 

람이 안 나오는 거 말이다 난 물에 빠져 죽은 송장이 정말 무섭단다!" 

“요샌 그런 소설 없어요. 그럼 러시아 건 어때요?" 

“아니， 러시아 소설이란 것도 있니? (...) 좋이- 그러렴 얘야， 꼭 보내야 한다‘"15) 

한편， 살롱이나 서클이 명백히 문학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더라도 이들 모임 

에서 문학은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종종 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적 모임은 문학생산의 근거지로서가 아니라 

문학소비의 근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살롱과 서클에 모인 사 

교계 인사들은 무도회와 카드놀이도 즐겼지만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문학적 

게임인 샤라드(charade) ， 아크로스틱 (acrostiC)， 부리메 (bout-rimés; 製홉물詩) 등 

의 언어유희를 즐겼던 덕에 살롱은 언제나 자신의 유머와 재치를 자랑할 기 

회를 노리는 재사(才土)들로 넘쳐났다‘ 다음과 같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사 

문학적 유희 정신으로 가득 찬 사교계의 분위기를 머리 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저녁식사에는 사람들이 한 백 명 정도 있었고， 식사는 매우 좋았다. (...) 
조그만 테이블들 뒤， 내게서 멀지 않은 한 테이블애 두 명의 부인과 세 명의 

남자들이 앉아있었다. 그 안에는 파벨 이바노비치 쿠투조프가 포함되어 있었 

고，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시를 차례대로 인용하며 문학에 관해 꽤나 열 

성적으로 토론하고 있었다. 안나 도로페예브나 우르바노프스차야는 무척 현 

15) A. c. nYIlII<HH(1957) ncc, T. 6, c.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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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호전적인 아가씨로 콜르이체프의 사 「나방」을 읽고 니서 그 시가 소 

박해서 마음에 든다며 파벨 이바노비치 씨라면 그런 시를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시인은 열이 나서 “그럼 아가씨， 내게 그 어떤 운율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시보다 더 잘 쓸 수 있으리란 걸 아시는지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아뇨， 쓰지 못하실 걸요”라고 했고， 그러자 그는 “한 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우르바노프스카야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생각하 

는데 씀:님 중 누군가가 열의를 다해 페르시아 전쟁과 우리군 포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여기 당선에게 네 개의 

압운이 있습니다. 포로， 쇠고랑， 막대 저울， 제철(歸鐵). 저녁식사가 끝날 때 

까지의 기한을 당신께 드라지요 파벨 이바노비치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불타오르는 눈을 하고 종띠를 가져가서는 연펼을 꺼내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분 뒤에 시인은 의기양양하게 테이 

블에서 뒤어나왔다. 그는 U‘아가씨， 들어보시죠， 그러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 

판관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우렁치게 자신의 부리메를 읽기 시작했 

다 

전쟁터에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포로가 뭔지 알지，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나는 죄고량음 암고 있지， 

매력을 달아보기 위해서 나는 막대 저울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당신의 발밑16)에 엎드리게 되리니， 비록 그것이 제철이라 하더라도17) 

“브라보， 브라보!" 판관들은 환호하며 우르바노프스카야에 게 자신의 적 대 

자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복수한 파벨 이바노비치에게 시-과할 것을 선고했 
다.18) 

한마디 화 19세 기 초반 유럽 문화의 후발주자로서 등장한 러 시 아의 문화적 

삶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살롱과 문학서 

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었다. 살롱과 서클의 사적이고 친밀한 분위 

깨 아래 러시아의 여론(o6I1(eCTBeHHaJl MbICJIb)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갔다. 슬 

라브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뜰의 이론이 싹트고 전깨되었던 진원지가 이들 공 

16) 러시아어 CTona는 ‘발， 발걸음’의 의미도 있지만 시에서의 ‘운각(體뼈)’을 뜻하기도 

하므로 여기서 시인은 당신이 주선 운각에 복종하듯이 발따래 엎드리겠다는 의미 

를 CTona를 통한 말장난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He 6bIB뻐 Ha BOìlHe, JI 3HalO, '1TO eCTb nJIeH,/ He 6bIB B nOJIIU1HH, H3BeCTH비 뻐e OI<OBbI,/ 

4T06 CBeCTHTb npeJIeCTH, He H)'lKeH MHe 6e3MeH.! na/lemb 1< TBOHM CTonaM, XOTb 6bl.1IH 6 

H nO/lI<OBId." 

18) M. APOHCOH 11 C. Peìlcep(20OJJ, C. 22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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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었던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억압적인 짜르의 전제 

정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억압과 압력으로 가득 찬 외부의 공기를 피하기 위 

해 사람들은 친밀하고 내밀한 가정적 분위기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마련인 

것이다. 어쨌거나 이후 러시아 문학이 자신의 최고 정점 19세기 러시아 리 

얼리즘 문학 - 을 낳게 되는 맹아는 아마도 바로 이 시기에 잉태되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살롱과 서클이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전업 

작가의 탄생을 준비하는 훈련장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19) 

19세기 초반， 특히 첫 10년간 문학 서클이 러시아 문학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투트게네프 형제와 쥬코프스키가 주축이 되었던 〈친우문학회 (llpy

>KeCKOe JIHTepaT)뻐。e 06meCTBO)>가 결성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 시문학사를 

새롭게 쓰게 했던 그 유명한 쥬코프스키의 비가(悲歌) r마을 묘지 (CeJIbCKOe 

KJIa1l6Hme) J 20)가 창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젊 

은 귀족들의 문학 서클이었던 <아르자마스(Ap3aMac)>와 즐거운 유희정신으로 

가득 갔던 문학 서클 〈초록 램프(3eJIeHaR JIaMna)>가 없었더라면 문학청년 시절 

푸슈킨의 경험은 빈곤해졌을 것이다. 문학의 ‘합창지휘자(KOp때e당)’라는 명성을 얻 

게 된 델비그의 서클은 1820년대 중반 페테르부르그의 문화적 삶의 중심을 

이루었다. 푸슈킨은 텔비그의 집에서 열린 저녁모임에서 친한 동료인 바라트 

인스키， 큐헬베케르와 함께 동료애와 우정 숭배라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상을 시로 노래하였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체현하였다. 예컨대， 당시 문인 

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던 장르의 하나인 서한시 (nOCJIaHHR)와 1824년 푸슈킨 

이 미하일로프스코예에서 유배를 마치고 수도 페테르부르그로 돌아와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델비그의 집이었다는 점 등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러시아 사회와 문학계의 중심지였던 살롱과 서클은 자신의 세력을 점 

차로 상실해나가기 시작한다. 185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 살롱과 서클이 담당 

했던 문학적， 사회적 역할을 사실상 잡지가 넘겨받게 된다. 문필가들은 살롱 

19) 이 에 대 해 서 는 ]. A. Beinek(2001) The Album in the Age of Russ따n and Polish 
Romantícísm: Memorγ， Nation, Authorship, Ph.D. Diss., Harvard University, pp. 
141-142를 참조하라. 

20) 18세기 영국 시인 그레이 (Gray， 1716-1771)의 비가를 번역한 것으로， 18세기 러시 

아시 전통인 송시 장르를 극복한 비가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시이다. 러 

시아 시문학사에서는 인간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최초로 표현한 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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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클에서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대신 혼자 외떨어져 창작에 

전념하는 선업 작가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작가와 독자를 연결시켜주 

는 매개공깐은 잡지확 지면으로 대체된다. 

3. 삶의I [] I 학화 며학의 삶화: 문학 살롱과 여주인들 

여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살롱은 182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역사적 사 

실이자 문화적 사실로 굳어져 매우 갚은 의미를 기자게 된다 당시 러시아 귀 

족들은 유수한 프랑스 문인들이 모여들었던 최초의 프랑스 살롱인 호텔 랑부 

이에，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자 샤토브리양이 출입했던， 왕정복고 시 

대에 이름뚱 날린 동시대의 살롱 레카미에 부인의 살롱21)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살뚱은 문학애호가의 피난처여자 유럽문학의 성선(聖般)으로 인식되었 

다. 

이 시 기 유명 한 살롱의 하나인 소피 야 포노마료바(Corþu.sI DOHOMapeSa)의 살 

롱은 동시대인들에게 소규모의 ‘호텔 량부이에’로 기억되었다.22) 그녀의 살롱 

에는 남방으로 유배를 떠난 푸슈킨을 제외한 수도의 전 문학계 인사들， 이를 

테면 텔비~1.， 바라트인스키， 그네디치， 이즈마일로프， 소모프， 파나예프， 크릴 

로프， 르일례예프， 큐헬베케르， 카테년 둥이 출입했었다. 포노마료바 부인은 

붙어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했으며 뛰어난 피아 

노연주 설떡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섬세하고 예술적인 교태로 매혹”잃)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 살롱의 분위기는 친밀한 유희의 정신， 유머러 

스한 친근한 분위기， 그리고 예술적인 보헤미안주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 

던바， 이는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17세기적인 형식적 사교의 장으로서의 살롱 

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골리치나(E. H. rOJIHI.\bIHa) 부인의 살롱도 매우 유명했다. 공작부언은 “표현 

21) 레카미에 부인(Madame Récamier; 1777-1849)의 살롱으로， 프랑스 왕당파적 색채의 

복고기를 반영한다. 그녀의 살롱은 문학애호가들의 파난처이자 유럽 문학의 성전이 

되어 정치를 전변에 내세운 모임들과는 별도로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살롱의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갔다. 하이 덴 린섞 (999) ， 133-139쪽， 이종완(200이， 124-128쪽. 

22) B. 3. Bal.\ypo(1989) #3 HCTOP.싸f llHTepaTypHoro 6blTa IlymKHHcKOil IlOp이 M., c. 14. 
23) 바챔스키의 표현이다. B. 3. BaI.\YPo, 같은 책， c.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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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풍부한 검은 눈에 어깨까지 굽이쳐 내려온 짙고 풍성한 머리채， 선하고 

우아한 미소를 가진， 중년의 나이에도 처녀의 신선함과 순결함을 간직한” 여 

성이었다.앙) 그녀는 ‘밤의 공주Oa princesse Nocturn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 

었는데， 이는 그녀가 한 점쟁이로부터 밤에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들은 뒤 이 

를 피하기 위해 자정 무렵부터 살롱을 연 데서 연유한다. 

1817년 가을， 리쩨이를 갓 졸엽한 18세의 푸슈킨은 골리치나 부인의 살롱에 

출입하기 시작하였고 약 3개월간 무려 19살 연상의 부인을 향한 열정적인 사 

량을 불태웠다. 이 흔적은 시인이 같은 해에 쓴 전형적인 연시 「낯선 이국을 

사랑하는 애송이 (Kpa8B qy>KUX H80lIbITHbl낀 JlI05UT8Jlb) J 에 담겨 있다. 이 시에서 

낯선 땅에 대한 낭만적 몽상과 열정적인 삶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시적 화 

자는 조국과 조국의 여성들에 대한 험담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시의 말미 

에서 ‘조국을 증오하다시피 했던 나’는 어재 골리치나 부인을 만나고 나서 자 

신의 조국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쟁) 

1812년 조국전쟁으로 러시아인들은 유럽적인 삶의 양식을 더욱 광범위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귀족들의 자유주의적 정신의 고양과 

사회적 개혁에의 지향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다. 조국전쟁 이후 살롱은 이전 

의 살롱에 널리 퍼져 있던 프랑스 애호 경향 대신 러시아적 문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문학적 담소를 주로 나누었던 러시아 귀족의 서재와 

거실에서는 정치담론이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골리치나 부 

인의 살롱은 그 어떤 여성의 살롱보다도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부 

인의 살롱의 고정손님이었던 오를로프 투트게네프 형제의 이름만으로도 그녀 

의 살롱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26) 이들은 쥬코프스키， 

바튜슈코프， 코즐로프， 바챔스키 등과 함께 러시아의 당면했던 정치문제를 심 

각하게 토의했으며， 그 당시 신 개념으로 대두되었던 애국주의나 자유주의， 

헌법， 입헌 등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였다. 

이 시기， 시인은 부인에게 전형적인 마드리갈27)풍의 헌시 「골리치나 공작 부인 

24) c. A. BeHrepoB(petl.) (I 907) BH6JlHOTeK8 BeJlHKHX IIHC8TeJle f1. fJymKHH, T. 1, cnõ. , 

CC. 516-518. 

25) "OTeqeCTBO nOl!TH !I HeHaBHtleJl -/ Ho !I Bl!epa rOJlHUbIHy YBHtl8Jl/ H npHMHp8H C OTel!e

CTBOM MOHM."(A. c. ny띠I<HH(1957) fJC，ζ T. 1, c. 319.) 

26) 이 때 보수파 진영의 대표인 오를로프와 진보파 진영의 대표인 니콜라이 투르게네 

프가 같은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1810년대의 러시아 사회가 아직 보수 

파와 진보파를 명확하게 가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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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녀에게 보내는 송시 r 자유」에 부쳐. (KH. rOJJHUblHO꺼. ilOCbIJJaJl efi ol1Y <<BOJJb

HOCTb>>L와 함께 당시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정치성 짙은 송시 

『자유. 송사 BOJJbHOCTb. O，/laJ를 헌정한다. 이 시는 펼사본 형태로 낙후된 러시 

아 정치의 일대 변혁을 갈망하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고 급기야 이로 인해 푸슈킨은 남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시인 역시 당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사상의 추종자였다. 입헌 군 

주제를 지지해며 군주 위에 높이 선 대문자 ‘법 (3aKOH)’의 지배 하에 참다운 자 

유가 오리라는 웅장하고 기운찬 송시는 그 헌정대상인 골리치나 부인의 지대 

한 정치적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부인도 시대악 영향을 받아 애국자， 민 

족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녀는 오를로프와 정치적 

견해를 함께 했던 보수 애국주외자로， 부분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의 견해를 

수긍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리쩨이에서 쿠니친으로부터 자연법사상을 학습한 바 있으며 투르게네프 형제 

의 진보적 이념과 자유주의 사상의 수혜자였던 푸슈킨은 당시의 정치적 이념 

을 아주 선명한 웅변체로 「자유」 속에 표현했던바， 결과적으로 이는 살롱 여 

주인의 정치적 관심에는 부합하나 그녀의 정치적 신념과 견해와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달 담고 있는 것이다. 진지한 정치시에 부쳐친， 여성에게 바치는 헌 

시의 전형적인 형식과 그에 상응하는 관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 28)의 

존재는 이상에 불타는 ‘애송이’의 시각으로 볼 때 ‘어른’의 고루한 정치관을 

27) 마드리갇은 라틴어 matricale에서 기원한 것으로， ‘모국어로 쓰인 시’라는 뜻이다. 

16세기에 이탈리아 시로부터 형성되었고 그 기원은 14-15세기 전원시의 모티프를 

가진 음악에 맞추어 부르던 짧은 사랑노래이다. 17-18세기 유럽의 살롱에서 유행했 

으며 러시아에서는 카람진 등에 의해 창작되었다. 자유압운으로 쓴 길지 않은 시로 

주로 애캡과 경탄(드물게는 추상적이며 명상적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통 역설 

적인 재찌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점은 에파그램과 유사하다. 마드리갈은 앨범시 

로 가장 선호되던 장르 중 하나로， 이 때 앨범마드리갈은 전통에 의해 선규정된다. 

시인이 까기비하적인 뉘앙스로 앨범 여주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마 

드리갈의 목적이었다. 여인꾀 매력을 칭송할 때는 그 칭찬이 역설적이면 역설적일 

수록 세 련된 마드리 갈로 평 까되 었다. )JJITepa TypHbl찌 3H~JIKBOlleßJI~eCKJI찌 cBOBapb(1987) 

M., c. 20~i. 

28) 헌시 의 첸문은 다음과 같다 "npOCτo꺼 BOCllHTaHHHl< llPHPOllhI,! Tal< Jl, ÕbIB aJlO, BOClleBaJl! 
MetlTy llpe l<pacHylO CBOÕO,11bl! H elO CJlanOCTHO llblIIIaJl.! Ho BaC Jl BH:l<y , BaM BH!lMalO,! H 

'1 TO :l<e? .. C JlaÕbl허 '1eJlOBeK!../ C8060,11Y llOTepJl B Ha8eK,! He80JllO Cep,11l.(eM o6o:l<alO." 
(A. C. ηynK!lH(1957) noζ T. 1, 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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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하는 골리치나 부인의 정치적 감각을 악의 없이， 그저 가볍게 비웃어주고 

싶었던 젊은 시인의 유쾌한 비판 정신의 표명으로 해석할 여지를 부여한다. 

이 시를 쓸 무렵 부인을 향한 푸슈킨의 뜨거운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때였다 

는 사실도 무시 할 수만은 없다.29) 

앞서 언급한 두 여주인의 살롱 외에도 볼콘스카야(3. A. BOJIKOHCKa>I )30)의 살 

롱， 카람지 나(E. A. KapaM3HHa)31l의 살롱， 스미 르노바(A. O. CMHpHoBa)32)의 살롱， 

히 트로보와 피 켈몬(E. M. XHTpOBO H 1I. φ. φHKeJIbMOH)33)의 살롱， 로스토프치 나 

29) 골리치나 부인의 살롱에서의 푸슈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라. H, C. l.]l!cToBa(1989) "nYill l<I!H B CaJlOHe ABt10Tbl! rOJl뻐bIHOlí ，" flyUlKHH. HccJIelIOB8HHJI 

H M8repH8JlbI, J1., T. 13, CC. 186-202. 

30) KH>Ir I!H>I 3l!Hal!t1a AneKCaHt1pOBHa BOJlKOHCKa꺼 (1792-1없4): 마담 드 스탈에 빗 대 어 ‘러 

시아의 코린나’라고 불릴 만큼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며 낙천적인 예술애호가이자 사 

교계의 이름난 미녀였다. 처음에는 오데사애， 이후 모스크바에 정착하여 자신의 살롱 

을 열었다. 푸슈킨， 바라트인스키， 키례예프스키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일화로 유명 

하다. 이하 살롱 여주인들에 대한 각주는 A. C. flyUlKHH. B BOCIIO쩌HaHHgX COBpeMeHHHKOB 

B IIByx TOM8X(j985) M,; M, ApOHCOH μ C. Pelícep(2001)에서 발훼·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31) EKaTepl!Ha AHt1peeBHa KapaM3HHa (1780-1851): 역사가이자 작가인 남편 카람진의 사 

후에 연 살롱으로， 그녀의 ‘붉은 거실’에 거의 매일 모였던 페테르부르그의 유명인 

사들은 새벽 1-2시까지 담소를 나누며 진지하면서도 친근한 모임을 주도하는 살롱 

의 여주인의 매력에 동화되었다. 유일하게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며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던 살롱으로도 유명했다. 바라트인스키는 그녀의 살롱을 살롱이라는 단 

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체현한 진정한 살롱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푸슈킨의 카람 

지나 부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은 많은 일화를 낳았다 

33) AJlel< CaHt1pa OCHnOBHa cMHpHoBa-PocceTH(1809• 1882): 검은 눈과 짙은 갈색 머리， 농 

담을 할 때 내비치는 살짝 비웃는 듯한 그녀의 독특한 미소는 많은 사교계 인사들 

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그녀에게 헌시를 바쳤으며 고골 

은 그녀의 살롱에서 자신의 「미르고로드」를 푸슈킨은 자신의 「모차르트와 살리에 

려」를 낭독하였다. 쥬코프스키와는 평생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고골과의 친교 

는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녀의 문학적 기질은 자신의 F수기』와 『일기~， 

『쥬코프스키와 푸슈킨에 대한 회상~ ，고골에 대한 회상』 등의 기록문학을 통해 
발현되었다 

33) EJlH3aBeTa MHXalíJlOBHa xHTpoBo(1783-1839), rpaljlHHJI llapbJl φet10pOBHa φHl<eJlbMOH 

(1804-1863): 히트로보 부인은 1812년 나폴레옹 전투에서 공을 세운 유명한 러시아 

장군 쿠투조프의 딸이며 피켈몬 백작부인은 그녀의 딸이다 모녀가 함께 연 페테 

르부르그의 살롱에는 수도의 유명한 문학가들뿐 아니라 당시 프랑스 대사 바란트， 

프러시아 대사 리베르만 등의 외교관들도 함께 출입했었다. 히트로보 부인은 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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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POCTon'uma)34)의 살롱 등이 유명 했다. 그 중 히트로보-피켈몬의 살롱은 

유럽적인 것과 러시아적인 것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가장 절충적인 문학 살롱 

으로 평가된다. 이 살롱에 출입했던 바챔스키의 회상을 통해 1820년대 살롱의 

정경을 잠사 들여다보도록 하자. 

페테르부르그의 사회생활 연대기에는 E. M. 히트로보의 이름이 예전부터 

매력적이었던 그대로 여전히 벌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녀의 아침(그러니 

까 1시부터 오후 4시까지)과 그녀의 딸인 피켈몬 공작부인의 저녁은 그들의 

집을 밖문할 행운을 가졌던 이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아로 

새겨져 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정치적， 문학적， 사회 

적 삶 전체가 이들 둘의 가족 살홍에서 진실한 반향을 얻었다. 살고 배우면 

서 현명해졌고 주랑과 광장에서 지적인 환희를 느꼈던， 따라서 신문이 필요 

치 않았던 아테네인들처럼 신문을 읽을 펼요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여인의 살롱에서는 정치 팝플렛， 프랑스나 영국 연사의 국회 연설문에서 시 

작하여 그 당시 사랑받던 작가들의 소설과 드라마 작품으로 끝냐는. 그날그 

날의 재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쌓을 수가 있었다 그곳에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는평이 존재했고，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때로는 비난이 함께하는 F프 

르미에 페테르부르그(Prernier Petersbourg)~ 지(紙)가 존재했고， 생생한 풍속 

이 담긴 가벼운 시사칼럼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전 세 

계적이며 구술로 진행되는 이 대화체 선문이 두 명의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여인들의 기호와 편집에 씌거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설이다. 이들과 유사한 발 

행인은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각양각색의 대랩되는 대화 속에는 형 

식을 차리지 않는 소박함， 인내섬， 자신과 1과언을 존경하논 예의바른 자유가 

한 행동파 이중적인 성격으로 많은 일화를 낳았다. 노년의 나이에도 어깨를 훤히 

드러낸 드레스를 입어 사교계 사람들에 의해 ‘벌거벗은 리자’라고 불렸던 점이 특 

히 유명하며 독특한 손님맞이로도 유명했다 아침에 자신의 침대에 누운 채로 손 

님들을 맞았던 그녀는 여주인과 인사를 나눈 손님이 안락의자에 앉으려 하면 “안 

돼요， 그 안락의자에는 앉지 마세요， 그 의자는 푸슈킨의 자리예요， 저 의자에도 

앉지 마세요， 그 자리는 쥬코프스키의 자리랍니다， 이 의자도 안돼요， 이건 고골의 

자리예요. 내 옆으로 와서 침대에 앉으세요 여긴 모두를 위한 자리랍니다 그녀의 

딸은 빼어난 미모의 소유지-로 27세 연상인 오스트리아 대사와의 결혼했으며， 푸슈 

킨의 연요의 대상 중 하나였다. 

34) fpa!þHH$I EB,!\Ol<H$I neTpoBHa PocTon l[HHa(1811-1858): 여류시인으로서 러시아의 대폴 
란드 전생에 대한 비난이 담긴 시를 써서 황제 니콜라이 l세의 미움을 사기도 했 

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푸슈킨， 레르몬토프와 교제했으며 그녀의 살롱에는 글린 

카， 고골， 츄체프， 포고진 똥과 슬라브주의자들， 당시 새내기 작가였던 오스트로프 

스키， 툴스토이， 그리고 배우 쉐프킨， 폴린 비아르도 등이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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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논쟁적인 견해를 표명할 때조치도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논쟁은 없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의견과 시각， 가치평가의 교환이었으며 대 

화로 이끄는 자유 무역 (free trade) 시스템이었다 35) 

그림 2) 볼콘스카야 부인의 초상 

이들 살롱의 여주인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 

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일상적으로 영위되는 

경험적 현실로서의 삶을 살롱의 ‘문법’을 통해 

보다 더 미학적으로 체험하고자 애썼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미학화의 기저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살롱의 

공기를 채우고 있던 유희의 정신이 놓여있다. 

바로 이와 같은 유희적 단초야말로 살롱을 경 

직된 의식(屬式)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조화 

로운 미학적 삶으로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서른을 갓 넘긴 후 일찍 세상 

을 떠난 포노마료바 부인의 삶의 형식과 내용 

을 델비그는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지상을 삶을 가지고 놀았다"36) 

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살롱에서의 삶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기도 하다. 평 

범하기 짝이 없는 ‘지상의 삶’을 장난감 삼아 즐겁고 유쾌하게 그리고 아름답 

게 꾸며 ‘놀듯이’ 즐기고자 했던 19세기 러시아 귀족들의 삶을 단순히 인위적 

이고 인공적인 연극성의 세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경험계를 넘어서 

야만 열리는 미학화된 다른 삶 즉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저 다 

른 세계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삶의 연극화， 달리 말하면 삶의 창작(:I<H3HeTBOp

'1eCTBO)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성공적인 삶의 창작을 양산 

하기도 하였다. 살롱의 유희 정신과 삶의 창작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 

는 앨범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5) M. ApOHCOH H C. Peucep(2001l, c. 210에 서 재 인 용 
36) B. 3. BaUypo(1989), c.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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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앨범과 앵법시: 살롱의 문화쩍 깨역왜 저장고 

4. 1. 앨웹의 형식과 내홈 

러시아에서 앨범은 유럽적 유행의 뒤를 따라 18세기말에 처음으로 등장하 

였다. 이후 러시아의 살롱문j화의 발달과 살롱의 여성화가 진전되면서 큰 유행 

을 타게 된아. 앨범은 사교제 삶의 필수품이었으나 살롱에만 한정된 것은 아 

니었던바， 이는 매우 빠른 시간에 러시아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아가씨 

들’이 사는 지방에까지 널리 유행했던 광범위한 문화현상이었다. 이렇게 앨범 

은 19세기 초반 러시아 대중문화 전반을 휩쓸었던 그러나 그리 오래 지속되 

지는 못했던 ‘트렌드’였다.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820년 한 잡지의 기사는 “우리 여인네들 모두가 즉시 앨범을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서재에서， 침설에서 - 그 어디에서건 여러분은 

앨범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헬드백 속에 든 조그만 앨범은 우리의 부인들과 함 

께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가방 안에 알파뱃교재가 들어있 

는 것과 똑같습니다. (...) “제 앨범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토록 멋진 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써주셨잖아요 오늘날， 읽고 쓸 수 있으 

리라 여겨치는 사람을 보고 인사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말을 건네고 있습 

니다 "37)라고 전하고 있다. 

앨범이 쥐-행하던 1820년대에 이미 동시대인에 의해 앨범의 범주를 나누려 

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앨범이 명백한 문화현상으로 통시대인들에게 

각인되었던 사실을 증명한다. 당시 앨범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되었다. 

1. 명예의 앨범 2. 사색가의 앨범 3. 예술기의 앨범 4. 문학가의 앨범 5. 기 

혼녀의 앨범 6. 처녀의 앨범 7. 기혼남악 앨범 8. 총각의 앨범 9. 학생의 앨 

범，38) 뿐만 아니라， 앨범의 대유행이 사그라진 즈음， 1853년 페테르부르그에서 

출판된 앨엠모음집 『러시아애와 불어 독일어로 지어진 시와 산문， 독창적인 

그렴 과 악보가 담겨 있는 여 성 의 앨범 (llaMcl<뻐 aJJb60M C CTllXaMll 11 np030때 Ha 

pyCC I<OM .5iI ;lbll< e , ippaHl\y3c l< OM 11 HeMeU I< OM 꺼 3bI l<aX ， OpllrllHaJJbHblMll pllcyH l<aMll 11 

37) JjblT IIymJ;HHCKOro neTep6ypra: OIIblT 3HaHKJlOIIepH'feCKOrO c刀OBapJl. A-f( (2003) , cnõ., 
C. 27. 

38) 같은 책，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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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aMH)~ 또한 동시대인들의 폭넓은 앨범문화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상기의 사례들은 앨범의 장르가 그 본질상 혼종·혼합을 지헝:하고 있음을 보 

여줌과 동시에 앨범은 그 성격상 해당 앨범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 

그림 3) 다앙한 앨범표지들 

”“‘”’, un,. .-"‘ 
“ 

앨범 39)은 아름다운 여주인의 살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스도구의 하 

나로， 주로 어머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선물 

로 받는 것이 관례였다. 살롱의 여주인들이 아닌 평범한 집안의 부인이 소유 

했던 가정앨범은 그 가족의 달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들 앨범은 고급스 

러운 모로코가죽 장정의 수공앨범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판형은 8절판， 16절 

판 등으로 다양했고， 겉표지나 속지의 첫 장에 앨범주인의 이니셜이나 꽃， 풍 

경화 따위를 수놓기도 하였다. 

앨범의 주인은 자신의 집을 찾은 손님이나 친척， 가족， 친구들에게 앨범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을 부탁했다. 살롱 대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던 앨범은 

구술대화에 버금가는 문자대화로서 막강한 기능을 수행했다. 손님들은 그 자 

리에서 앨범의 속지에 글과 그림 등을 즉흥적으로 적어 넣기도 했지만 앨범 

을 빌려 가지고 나온 뒤 부탁받은 시나 그림을 적어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 

다，4'이 또한， 해당 앨범을 위해 이미 준비한 시나 그림을 마치 즉흥적으로 적 

39) 앨범의 기원은 16세기 유럽의 슈탐부흐(stammbuch)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명한 종교인들의 친필서명을 수집하기 위해 사 

용한 노트였다. 

40) 포노마료바 부인의 앨범을 관찰하면 디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설이 발견된다. 남성 
들이 여주인의 청을 받아 앨범에 시를 써야할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 생각해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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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리한 것처럼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배우는 자 

연스럽게 힐정한 자기 역할윤 스스로-그것이 의식적이컨 무의식적이건 간에

창조해나가게 된다. 이런 까닭에 똑같은 시가 각기 다른 앨범의 소유주에게 

헌정되는 정우도 종종 발생폈다. 일례로， 푸슈킨이 남긴 앨범시들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앨범에 남긴 시들 중에서 중복되는 동일한 시가 발견된다. 반면 시 

인은 여성의 앨범에는 거의 언제나 성심성익껏 시를 적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앨범에 글과 그림 등으로써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고도의 연극성을 요하는 일이었다. 앨범에 시를 쓰는 손님은 연기하는 배우를 

연상시키며， 그 순간을 주시하고 있는 살롱의 손님들은 관객에 해당한다. 끝 

으로 이와 같은 연극-퍼포먼스를 연출하는 감독으로서의 살롱의 여주언은 살 

롱이라는 면극무대에서 앨범이라는 소도구로부터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해내 

는 능력을 가진 이였다. 19세기 라시이사에 이름을 남긴 살롱의 여주인들은 

자신이 기꺼이 맡은 ‘아스파지아끽1)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이들이었음은 

의심의 여i 가 없다. 

헌마디로， 앨범을 둘러싼 행위들은 실롱과 서클 등의 소규모 사직 모임의 

일원들이 서로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다 더 예술적띤 방식으로 고착시키기 위 

한 방법이었다.42)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과 우정의 숭배가 앨범의 주된 내용 

을 이루고 있음은 이로써 자연스러운 결과마.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앨범시를 읽어보자. 이는 시인 A. r. 로드잔카43)가 B. H. 코츄베이의 앨범에 남 

긴 (1823. 5. 23，)것으로， 여주인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대한 찬사와 우정으로 가 

득 차 있다. 

라도 반드시 여주인의 눈앞에서 시를 써야했다. 반면 여성들은 이와 같은 난처한 

경우를 피해갈 수 있었다. ]. A. BeÌnek(2001), p, 146, 

41) 본문의 푸 6) 참조. 
42) 앨범을 뜰러싼 다양한 기호적 행위 외에도 앨범 자체를 화제로 삼는 대화는 친밀 

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라야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상기해보자.“나타샤는 오랫동안 에 걸쳐 집안 식구틀을 안드레이 공작과 친근해지 

게 하려고 애썼다JJ 며칠이 지니는 사이에 가족들도 그에게 익숙해지고， 그도 그 

속에 끼웠다. 그는 백작과는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백작부인이나 나타샤와는 
의상 이야기를 하고 소냐와는 앨범이며 자수 이야기를 했다."(툴스토이 (1989) w전 

쟁과 평화~， 박형규 역， 전 3권， 범우사， 中， 106쪽.) 

43) ApKallHfi faBpHJlOBH'I POIl351HKa(1793 • 1846): 시인으로 1820년대 페테르부르그에서 출 
간된 잡지와 문예선집에 글을 실었다. 푸슈킨이 젊은 시절 참여했던 문학서클 <초 

록 램프〉와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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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들에게는 앨범이 관리대장， 

모든 이들이 대담한 손으로 

그녀들에 대한 저마다의 판결을 쓰기 위해 내달리는 곳: 

그 책장을 열고나서， 나는 그 안에서 당선이 
친절하고 선량하며 미(美)의 천사라는 걸 알게 되었소， 

그리하여 내게는 할 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리하여 기쁘기도 하고 기쁘지 않기도 하거늘， 

그러나 리자와 함께 나는 한 마디라도 해야겠소: 설례하오만， 

사랑스러운 딸을 상기해야 하고， 당선을 줄겹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안에서 지성과 감성의 열기를 예감해야 하고， 

마치 2주일간 핀 장미 안에서와 같이 당신의 완벽한 재능을 볼 것이며， 

그 재능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멀리서도 매력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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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과정이 언제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 

나 점차로 앨범이 형식화되고 양식화되어가면서 유명인사의 서명을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변질되어가자 앨범은 그 내밀하고 사적인 매력을 잃게 되는바， 

이는 앨범 문화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하다. 이 

미 20년대 말이 되면 앨범에 대한 동시대 작가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푸슈킨에 의해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신랄한 

어조로 묘사된 바 있다. 

물론 여러분은 시골 아가씨의 앨범을/ 무수히 보았으리라/ 여자친구들이 

너도 나도/ 잔뜩 써놓은 앨범을/ 정서법에 원한이라도 맺힌 양/ 귀동냥한 

영터리 시들이/ 영원한 우정의 표시로/ 줄여서 혹은 늘여서 적혀 있다. (…)/ 
그러나 너희틀， 악마의 서고에서/ 빠져나온 책들， 호화로운 앨범들/ 잘 나가 

는 엉터리 시인들의 두통거리，(...)/ 신의 벼락을 맞아 불타버려라!/ 부티가 

44) "AJIb I50M KpaCaBHl.\ aM eCTb CI1HCOK I1 0CJIy :J<HO꺼，/ rlle BC꺼 KHH CMeJIO~ PYKOH/ CBOe 

CY:J<lleHHe 015 HHX I1HCaTb HeCeTC꺼;/ }]HCTbI CHH paCKpbIB, 1I B HHX HameJI, t{TO TlI/ 

}]~l5e3Ha H 1l06pa H aHreJI KpaCOTlI,/ TaK t{ TO MHe HHt{erO CKa3aTb He OCTaeTClI,/ 

TaK t{TO HJIb pall HJIb He pall,/ Ho C }]H30꺼 BbIMOJIBHTb 1I 1l0JI:J<eH: BHHOBaT,/ HaI10MHHTb 

MHJIy 1l0 t{b , pa3BJIet{b Te l5l1 CTapaTbC꺼，/ B He꺼 I1pellyra뻐BaTb yMa H t{yBCTBa :J<ap,/ KaK 

B p03e 매yx HelleJIb TBO꺼 BHlleTb I10JIHbIH Ilap,/ 11M I10JIb30BaTbClI 3HaTb H H3 1laJIH 

I1JIeHlITbClI !"(B. 3. Bal.\ypo(1979) "H3 aJIb15oMHoH JIHpHKH H JIHTepaTypHoH I10JIeMHKH 

1790-1830-x rOIlOB," E!l<eroßHRK pyKoIlRcHoro OTßeJ/Jl nymKRHcKoro ßOMa Ha 1977 r. , 

JJ. , c. 6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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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흐르는 귀부인이/ 나에게 4절판 앨범을 내밀 때/ 증오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영혼의 저 갚은 곳에선/ 경구가 꿈틀대지만/ 그래도 마드리갈을 써 
주어야 하다니 !45) 

그밖에도 바라트인스키는 다음의 사를 여성의 앨범에 남겼던바， 이로써 당 

시 시인들이 앨범 여주인들악 음살에 열마나 사달렸는지가 충분히 짐작된다. 

앨범은， 지적하는 게 죄가 되진 않겠지， 

정말이지 묘지와 닮았다오: 

앨범은 묘지와 한 치도 틀림없이 똑같아서 

모두에게 활짝 열린 주거지이며， 

앨범 역시 수많은 이름들로 

교만하게 얼룩져 있다오， 

이런! 순결한 마음을 기진 사람들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이 

불멸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도다， 

무서운 법정을 두려워하면서 .. 얘) 

이제 앨템의 속지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앨범의 속지로는 오늘날익 스케치북이나 드로잉북과 같이 줄이 없는 종이 

가 사용되썼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그 자체로 앨범의 자유로운 내용을 선규 

정한다고 첼 수 있다. 앨범의 공간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가능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쓰고，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위에 언급한 앨범모음집에 

서 드러나풋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로 창작되었거나 차용·인용된 

시와 산문이었으나 그 밖에도 아포리즘， 팡세， 충고의 말， 앨범 주인을 위한 

소망의 말이나 칭찬， 익허 알려진 곡조에 붙인 창작 노랫말과 때로는 그 악보 

둥이었다. 특히， 샤라드， 아크로스틱， 그 자리에서 쓰는 즉흥시， 부리메 둥의 

언어유희가 앨범장르를 유쾌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선호품목이었다. 이밖 

45) A. C. OymKIIH([1957]) ηCC， T. 5, c. 319 

46) "AJlb60M, 3aMeTIITb He 대eUlHO ，/ BeCbMa rrOXOnHT Ha KJlan6111I\e:/ OH TOtfHO TaK lI<e, KaK 

o아애HO，/I껴/얘Bce태H 0아TBO때p야eH뻐Hoe lI<빼IIJl재IITh\뻐eκ，/ OH TaK :l<e M빠뻐HOll<eC야T80야애M μMe태H메/ C않aιM뻐10Jl께11뼈’ 

Y8마뻐b비페，I! Hapon 411πc야TO야cep，띠ne4반때H뻐1뻐떠b비1때α/ PaB마뻐HO Tηyna IIJlII clOna/ HaeT C Hanell<noli lI<II3HII BeCHOli,/ 

C 605l 3HI>IO CTpamHOrO cyna…"(E. A. 5apaT비HCIKIIη (1936) flOJTHOe cotψâHHe CO <fHHeHHH 

B 2 TOMaκ π ， T. 1, c. 141.) 여류시인으로， 폴란드 시인 아담 미츠케비치의 잠깐 
동안의 약혼녀 이 기 도 했던 카롤리 나 카를로브나 파블로바(KopOJlllHa KOpJlOBHa OaBJlOBa, 

1807-1893)에게 헌정한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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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앨범 샤라드 그림 5) 야생화 소묘 (수채화) 

에도 드로잉 ， 수채화， 설루엣 그림， 종이로 오려 만든 실루엣 등이 있는데 이 

는 주로 초상화， 풍경화， 캐리커처， 비네트(vignette)47) , 정-르화 등을 그 소재 

로 취하고 있으며， 종종 이 그림들에 텍스트기 첨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림 

수수께끼， 잡지나 책 따위에서 오려 붙여둔 그림이나 종교화， 부고(計告)， 여 

러 가지 꽃송이와 꽃다발 그림 또는 말린 식물표본이나 말린 꽃잎들48)과 함 

께 자수， 펀지 ， 편지봉투， 초대상， 전보， 레서피， 콜라쥬， 천이나 리본 조각， 각 

그림 6) 실루엣 그림 

종 티 켓， 트럼프 카트， 앨범주인의 소 

유지 지도， 프랑스 신문에서 오려낸 조 

각들， 머리카락 따위도 첨부되어 있으 

며， 앨범 주인과 그 지인들이 끼적거려 

둔 숫자들의 흔적이나 비밀스러운 이 

니셜49) 등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그 

리고 이들 모두가 해당 앨범 주인의 

개성에 따라 구성·배치되어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앨범을 장식하고 있다. 

47) 책의 표지나 각 장(章)의 머리와 끝에 그린 작은 무늬로 주로 당초무늬와 덩굴무 
늬가 많았다. 

48) 앨범에서 꽃과 식물그림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앨범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서 더 나아가， 고유의 문볍체계를 보유한 ‘교제의 언어’였다. 자세한 것 

은 K. H. lIlapaiþai\HHa(2003) A때aBHT r[JJlOphl: B 01ψa3HOM Jl3hlKe 지HTepaTypbl IlyUlKHHCKOη 

3IlOXκ cnõ., CC. 65-98을 참조하라. 

49) 예컨대， 푸슈킨이 우샤코바 부인의 앨범에 기입해놓은 여인들의 이니셜은 이후 시 
인의 이른 바 ‘돈 쥬앙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138 러시아연구 쩨 16뀔 제2호 

일견 혼깝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앨범의 내용물들은 앨범 주인과 그의 지인 

들 사이에 존재했던 친밀한 인간관계를 총체적으로 증거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증거물뜰을 추적해 나가다보면 어느새 앨범을 가득 채운 

삶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된다. 앨범을 펼치면 그 만에서 펜과 붓을 틀었던 사 

람들이 되살아나 움직이고 빨을 하는 듯하다. 앨범에는 사랑， 고백， 결별의 순 

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이러한 삶의 변전(變轉)은 그 안에 우미한 마드리 

갈， 서한， 헌시， 그림， 수수께끼 등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교양있 

는 사회 (xopOIIlee 0뻐eCTBO)가 작동하기 위 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50)였던 앨범 

시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잠시 이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4.2. 앨범시와 앨범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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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대 초 러시아에서 감상주의 미학 

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었기에 교양 있는 사회에 속해있던 

여성들이 지녀야할 가장 기본적인 문학적 

소양이자 자질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문학 

의 개혁에 큰 공을 남긴 카람진에 의해 

정초된 언어를 지향했다. 이 언어는 일상 

어， 비속어와 구분되는 고상하고 세련된 

언어를， 또한 전문용어가 섞인 문어체적인 

언어를 가리키며， 바로 이와 같은 미학화 

된 엠어를 구사하며 대화의 예술을 지향 

하던 살롱의 여 인들이 야말로 왕성 한 문학 

의 소비자였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여 

그림 7) 포노마료바 부인의 웰범에 성독자들이 남긴 앨범은 19세기 러시아의 

이즈마일로프가 남긴 앨범시 문학중심주의를 증거하는 예로서 크나큰 의 

미를 가진다. 이 여인들의 앨범은 당시 문사들의 ‘재치를 겨루는 경기장’이자 

‘시작(詩作) 토너먼트’51)의 공간이었다. 

50) W. M. Todd(1986) Fiction and Socieη in the Age 01 Pushkin: ldeology, 
Institutions, and Narra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p. 6. 

51) M. APOHCOH H C. PeRcep(200l), 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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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개할 앨범시는 1820년대 활동했던 유명한 애가시인들 중 하나인 

투만스키 (B. H. TYMaHCKHH)52)의 것이다. 대부분의 앨범시가 그러했듯이， 이 시 

또한 마드리갈의 형태를 띤 경시(輕詩)에 속한다.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압운 

과 시어들， 결말부의 진부한 애가적 감상은 그가 삼류시인이었음을 증명해주 

지만， 그럼에도 친척뻗 되는 여인의 앨범에 정성들여 시를 짓는 행위를 통해 

전달되었을 그들 간의 교감이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빛을 잃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앨범에 시를 쓰는 행위가 사교계 인사들 간의 교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자체로서 예술가의 진지한 창작행위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었음이 투만스키의 목소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홍미롭다. 시인은 예술가의 고상한 세계-여기서는 ‘기사도와 가수와 리라’로 

상정되는 전원시적 이상향-와 세속적인 비예술인의 사회-여기서는 ‘박차와 수 

염’으로 상정되는 군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를 정확히 가르며 작가는 ‘호 

머의 가계’에 속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 

해 앨범의 공간이 당시 문필가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견주는 공식적인 시합장 

이자 진지한 습작노트이기도 했다는 사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앨범 

이 19세기 전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했 

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 

제 시 전문을 옮겨보기로 하자. 

B. H. 코츄베이에게 

지인들의 이름이 담긴 이 책 속에， 

감정들과 달콤한 아첨이 담긴 이 책 속에 

내가 살짝이나마 

네게 기념으로 남도록 자리할 수 있기를. 

시인의 공상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안 너의 관심을 

단 한 번이 라도 끌 수 있게 되 기 를， 

사교계의 잡동사니나 인형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시의 시간이 지나가버렸도다! 

52) BaCHflHn HBaHOBHQ TYMaHcKHn(1800-1860): 제카브리스트 당원과 푸슈킨 서클과 관계 
를 맺었던 1820년대 주요 비가 시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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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의 가문은 행복을 상설했다， 

그리고 신들의 언어에 대한 

사자(死者)의 불타오르는 신념은 꺼져버렸다 

고상한 상념에 충실하던 

영혼의 힘도 꺼져버렸으며， 

무심한 사회의 억압 속에서 

태평스러웠던 지성도 거칠어졌다. 

이미 그 오래 전의 세계가 아닌 것을; 

소박한 감정은 그 안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모습을 감추았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이 

기사도(騎士道)， 가수와 리 라의 나닐 이 여 . 

평화로운 명예의 친구와도 같던 그 나날플， 

사랑이 우리들을 고요 속에서 결합시켰고， 

생생한 영혼의 소리는 저마다 

행복과 위안의 전령(傳令)이 돼주었다. 

사랑하는 이의 손길이 우리를 가다리듯이 

천상의 눈동자의 첫 번째 불꽃， 

매혹적인 입맞춤은， 

아마도， 더 잦았던 듯하건만! .. 

우리는 이 모든 것을 - 아 슬프도다! 모두 상설했으니! 

애무와 미의 보상으로부터 

박차와 수염이 순식간에 

온순한 게으름뱅이들을 내쫓았다. 

어쩌란 말인가? 운명에 쫓기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불행하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는 시인의 멋진 재능을 

영혼으로 파악할 수 있노라| 

우리는 자유롭게 진실을 열렬히 사랑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선한 사념들을 간직할 수 있으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또 고통 받으면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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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를 읽으며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올가의 앨범에 진부하디 진부한 애 

가를 자못 진지한 태도로 열중하여 적었던 렌스키의 모습을 떠올려도 괜찮을 

듯 하다. 한편， 투만스키의 애조 띤 감상적인 앨범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 

은 자기비하적인 어조로 쓰인 유머러스한 앨범시도 흔했다. 

E. 11 .. 이즈마일로바에게 

당신의 앨범을 내 못난 시로 

더럽히는 것을 허락해다오!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으리， 

내가 너를 엉터리 언어로 

축하하고자 할 때; 

나는 말하리， 당신은 착한 엄마요， 

당신은 멋진 아내이며， 

당신은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 어떤 말을 더 엮어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많은 걸 덧붙이고 싶었건만， 

나는 시쓰기를 여기서 멈추어야만 하겠다: 

지금 나는 그레치 54)에게 서둘러 가야 한다 먹으러! 

53) 1822년 3월 B. H. 코추베이의 앨범에 적은 시. "B ceìi KHH1'e llpy)[(eCKHX HMeH,/ B 

ceìi KHH1'e qyBCTB H neCTH cnallKo낀/ nycKatí 꺼 5yllY XOTb YKpallKotí/ K Teõe Ha rraM~Tb 

rrOMemeH..// nycKatí MeqTaHH~ rr03Ta/ npHMaH꺼T B ne 1' KOKphmhI퍼 qac/ TBoe BHHMaHbe 

XOTb Ha pa3 ,! KaK MenOtjH H KyKnhI CBeTa. ν YBhI! rrpomna rropa rOMepa,! 11 CMepTHhlX 

nnaMeHHa~ Bepa/ Y1'acJla K ~3hIKy 501'oB. Y1'acna CHna llym, nocnymHhIX/ rapMOHHH BhI

COKHX llYM,! 11 o1'pyõen ÕeCneqHhII1 YM/ B OKBax OÕIl\eCTB paBHollymHhlX. ν Y)[(e He TOT 

ollp~xmμη MHp;/ l1poCToe qyBCTBO B HeM He BH꺼THO:; BbI CKphmHC~ - H HeB03BpaTHO 

/ llHH pbll1apCTBa, neB110B H nHp. ν Te IlHH, KaK , Ilpy1' nOKO낀HOtí cnaBbl,! 1I1OÕOBb 

BeHqMa Hac B THmH,! 11 Ka)[(llbltí 3ByK )[(HBO찌 llYmH/ 5b1n BeCTHHK CqaCTb~ H 3aÕaBbI.! / KaK 

pyKH MHAbIX 쩌anH Hac/ 11 nepB뻐 orHb oqeìi HeõeCHhIX,! 11 rrOl1enyH yCT rrpeneCTHbIX,! 

11 ÕOJlbme, MO)[(eT ÕhITb, rrOllqac!"/ / MhI Bcë - 0 rope! - yTep~n씨/ OT naCOK H Harpall 

KpaChI/ MrHOBeHHO mnophI H yChI/ lIeHHBl1eB MHpHhIX OTorHanH‘/ / 11 qTO )[(? rOHHMhle 

CYllb50n,! MbI He BrrOAHe eIl\e HeCqaCTHhIi/ Eme rr03Ta llap rrpeKpaCHhln/ YMeeM rrOCTHraTb 

llymo찌/ / CBOÕOllHO rrpaBllY OÕo)[(a~ ，! YMeeM rrpaBllY rOBopHTb/ 11 MhICJlH ll05pble xpaHHTb,! 

rpyCT~ ， TOCKy~ H cTpalla쩌 !"(B. 3. Bal1ypo (I979), C. 67→68에 서 재 인용.) 

54) HHKonan I1BaHOBHq rpeq(l787-1867):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며 교육가. 그의 소설작 
품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지 못했으나 잡지계에서는 큰 활약을 했던 인물로조국 

의 아들』지의 편집장이었으며 불가린과 함께 『북방의 별』지를 출간하였다， 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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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내게 이렇게 말하지나 않을는지 걱정된다: 

“자네 왜 이리 늦게 온 건가!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네 1" 

그레치가 당신을 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지금이 토요일이라는 데 감사한다| 

나는 기꺼이 시를 쓸 수 있다· 

난 딴벽 한 흘릭스토프55)가 된 거 로군! 

당신을 시로 더렵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 나는 당신이 니콜스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으리 라고 확산하는 바이 다: 

“그이는 꼭 흘뢰스토프 같애 r' ... 즉 바보라는 말이다.56) 

두 펀의 앨범시 모두 앨범을 매개로 하여 미학적인 인간관계를 ‘연극적으 

로’ 지향했던 당시의 사교분화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준 

다. 끝으로 앨범의 순기능과 진정한 가치를 시적 직관으로 선명하고 정확하 

게 표현했떤 푸슈킨의 시 「슬료닌에게 (11. B. CJlëHlfHY) J 를 읽어보자. 

나는 유행에 민감한 앨범을 좋아하지 않는다네: 

이 빨범의 눈이 멸 정도로 화려한 혼합은 

과의 친교는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지만 그는 

불가린보다는 교양이 었었끄 성격도 무난했다. 
55) 흐보스갚프 백작(rpaiþ fu씨 rp빼 HBaHOBH4 XBOCTOB: 1756-1835)을 가리킨다. 수보로 

프 장군의 조카딸과 결혼한 덕분에 훌륭한 직위를 보장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르디니아 국왕에게 백작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문학적 재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온갖 장르의 글을 써서 이를 자비로 출판한 뒤 지인들에게 나 

누어 주었다. 나아가 자신의 책을 외국어로 번역·출판한 뒤 괴테， 라마르틴과 같은 

해외 유명작가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남서광적 기질은 동시대 

풍자가들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56) "TI03BOJlb aJlbðoM TBOl! oCKBepHHTb/ MOHMH raAKHMH CTHX élLMH!/ MeH꺼 Tbl MO :l<emb H 

3BHHHTb,l KorAa HeCKJlaAHblMH CJlOBaMH/ Teð꺼 51 cTaHy BeJlH4aTb;j CKa:l<y , 4TO Aoðpa51 

Tbl Ma Tb,/ 4TO Tbl npeKpaCHa꺼 cynpyra,/ 4TO Tbl... He 3HalO, 4TO npHnJleCTb!/ XOTeJl ðbl 

MHoroe npHðaBHTb,/ Ho AOJl:l<eH 꺼 CTHXH oCTaBHTb:! Tenepb cnemy 51 K rpe4Y - eCTb!/ 

BOIOCb, 니Toð TaM MHe He CI< a3aJlH:! "Kal< n03AHO Bbl npHmJlH! Mbl :l<AaJlH!"/ Bac rpe4 

H3ðaBHJI OT CTHXOB!/ CnacHðo, 4TO Tenepb cyððoTa!/ TIμcaTb CTHXH BO MHe oxoTa:! 

J'I COBeplleHHbll! CTaJl XJlblCTOB!/ rOTOB Bac 3aMopHTb cTHxaMH!/ O! 51 yBepeH, 4TO Bbl 

caMH/ CI,a3aJlH ð 0 HHKOJlbCKOM TaK:/ "OH KélLK XJlblCTOB!"(...) TO eCTb AypaK."(B. 3. 

Bal.\ypo(1979), C. 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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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귀한 아스파지아의 

역정만을 불러일으키지. 

시골 마녀의 앨범， 

가정적이고 소박한 앨범이， 

다정한 수다와 

꾸멈없는 화려함으로 

더 사랑스럽지.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는 용감하게 말하려네， 

그렇지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자네의 앨범은 전혀 다르지， 

기꺼이 그 앨범에 공물을 바치겠네. 

자네가 이 앨범을 헛된 명예섬에서가 아닌 

아폴론의 제자들을 위해 열어놓았기에: 

자네는 헬리콘 산의 여제틀을 사랑하며 

그녀들 또한 자네를 잊지 않을 걸세; 

냐는 진정한 시인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네， 

마치 친한 친구의 유쾌한 집에 들어가듯이， 

주인에게는 인사로 경의를 표하고 

가신(家民)들에게는 기도시로 경의를 표하며.댄) 

143 

앨범시는 해당 시인의 개별시집이나 문인들의 작품선집 (aJlbMaHaXH)에 실려 

출판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독자를 얻게 될 기회를 종종 가졌으며， 이들 중 

진지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작품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가령， 푸슈 

킨의 수많은 앨범시들， 특히 살롱의 여주인에게 바쳤던 일련의 연시들은 시인 

의 명시 목록에 올라있다. 그 중 몇 편만을 나열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시인 

이 평생동안 연모했던 소반스카야 부인에게 헌정한 연시 「내 이름이 당신에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4TO B HMeHH TeÕe MoeM?)J (1830), 시인의 청혼을 거 

절한 올레니나의 앨범에 남아있는 「너와 당신 (TbI H BbIL (1828)과 그 유명한 

「당신을 사랑했소(lI Bac JlIOÕHJl,J J (1834), 그리고 자바도프스카야 부인에게 바 

친 시 「그녀 안의 모든 것은 조화요， 진정 놀랍도다(미녀 )(Bce B HeH rapMOHH.lI, 

Bce 따BO(KpaCaBHl..\ a)) J (1832), 그리고， 우리에게 특히 유명한 푸슈킨의 시 「삶 

이 그대를 속일지라도(ECJlH )\(H3Hb TeÕ.ll OÕMaHeT...) J (1827)는 불프 부인의 앨범 

에 남아있는 시이다. 앨범시는 문화사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맥락 

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인바， 이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해당 연시의 수신 

57) A, C, TIyml<lIH(1957) noζ T‘ 3, c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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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정확히 밝히는 일보다 해당 시의 독자 모두를 연시의 수신인이자 발신 

인으로 변화시키는 푸슈킨의 시작 능력에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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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우샤코바 부인 자매가 그린 

나탈리야 곤차로바 

앨범시 외에도 앨범에 남은 그림 역시 

당시의 문화적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가 

치 있는 사료이 다. 다음의 그림 8)은 우 

샤코바 부인 (E ， H, YmaKOBa)의 앨범에 남 

아있는 그림 중 하나이다. 푸슈킨은 우샤 

코바 부인과 그녀의 자매와 절친했으며， 

한 때 애정관계에 놓이기도 했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무렵， 페테르부르그 사교 

계에는 푸슈킨과 나탈리야 곤차로바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 

고， 당연히 우샤코바 부인 자매는 이 소 

식에 무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시인의 첫 구혼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 

식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자매의 속내를 비춰주는 그림이 바 

로 이것이다. 그림 속 뒷모습의 주인공은 

나탈리야 곤차로바이다. 오른편에는 잘 

정돈된 손활을 가진 남자의 손에， 아마도 연애편지일 봉투 하나가 들려있는데 

바로 이 손의 주인이 푸슈킨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키가 큰 편이였던 시인의 

미 래의 아내의 전신상을 한 면 기-득 차게 그려놓음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그 

녀의 큰 발이 돋보이도록 큰 장화를 신겨 그 바로 아래 함께 그려놓은 작은 

발과의 버교를 통해 그녀들은 수도의 절세미녀를 조금이나마 깎아내려 보고 

자 했다. 그녀들의 질투심과 섭섭함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여인의 머리 부분 즉 왼편 위쪽에 적혀있는 텍스트는 그녀들 

이 비웃을 수 있었던， 혹은 비웃고 싶었던 큰 발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이다: “당신은 너무 잔인해요./ 저는 이따위/ 장화를 신고서는/걸 

을 수가 없는걸요， 그 장화는 내게/ 너무 삭아요，/ 발이 짓눌립니다./ 물집이 

생길 거예요끼 

58) "KaK B피 $eCTOKH.! MHe B e t\aKHx/ 6amMaKax HeJlb3!1/ XOt\HTb, OHH MHe/ CJlHmKOM Y3KH,! 

:l<MyT HOf'H.! M030JlH 6yt\YT ,"(A.nb6oM E.nH38BeTbl HHK.noaeBHbI Ym8KoBoi1: φ8KCHMH.nb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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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이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노래했듯이 그가 여인의 신체 중 특히 작 

은 발에 열렬한 애정을 표했던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돼) 시인의 지나간 사 

랑이 되어버린 여인들은 이런 식으로나마 푸슈킨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드러 

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림의 맨 위쪽에 쓰인， 2로 시작된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숫자는 당시 소문난 ‘돈 주앙’이었던 푸슈킨이 만났을 

수많은 여인들의 숫자를 과장하여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 절세미인 나탈리야 

곤차로바도 시인에게라면 이 정도 숫자만큼의 의미를 지니는 여인에 불과하 

다는 투의 생각은 그녀들의 자기위안이자 자기암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q가벼 

이제까지 살펴본 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화의 예술을 

지향했던， 나아가 사교의 미학과 삶의 미학을 추구했던 19세기 러시아 전반기 

살롱의 예술적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호로서의 앨범은 그것이 

가지는 미학적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 연 

구대상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향수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 

인했다. 로트만이 18세기 러시아문화의 유형학적 연구를 위해 도입한 행위시 

학이론이 19세기 전반기 사교계로 대표되는 려시아의 문화적 삶의 연극성과 

미학지향성을 밝히는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되어주었던 덕분이다. 삶이 예 

술택스트를 지향하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술텍스트가 삶을 모방하는 상호작용 

을 일상의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여준 문학살롱은 18세기까지 유럽문학 

의 모방자에 머물렀던 러시아문학이 19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수 있는 모태가 되었다. 이들 살롱에서의 왕성한 문학소비와 앨범에 남긴 시 

와 글을 통한 소박한 의미에서의 문학창작연습이야말로 러시아 문학이 본격 

적인 의미에서의 근대 문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통로였다. 그러나 ‘문화적 

BocnpOH3BeJ/eHHe(J999) cnô., c. 124,) 

59) 한편， 작은 발에 매혹된 자는 푸슈킨만이 아니었다.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와 작은 
손과 발은 좋은 혈통 출신의 정표였고 이는 당대의 이상적인 여성상과 맞아떨어졌 

다. 루시 프래트·린다 울리 (2005) ~구두， 그 취향과 우아함의 역사~， 김희상 역， 작 

가정 신， 135-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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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실험실’뻐)로서의 앨범은 30년대가 되면 점차 그 기능이 변질되어 퇴색하 

기 시작한다. 바로 이 시기가 푸슈킨이 운병을 달리한 즈음이며， 또한 19세기 

러시아문학의 독보적인 성취인 비판적 리엘리즘꾀 싹이 돋아나는 때였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앨범 현상이 자신의 문학적·문화 

적 영향력달 소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학적·문화적 까능성을 낳았음을 목 

격하게 되는-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에서 앨범문화는 19세기의 새로운 발명품인 사진기술의 둥장과 

머불어 현대적 개념의 ‘앨범-사진첩’으로 변모해나가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 

었다.61) 이는 러시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앨범은 문화적 

삶의 기억쁨 아니라 역사적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따임캡슐과도 같은 존 

재이다. 오뜰날 인터넷상의 수많은 개인 블로그는 고전적 앨범의 성격을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신종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앨범 

현상이 겨썩F 진화하며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앨범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질， 즉 소유자와 관람자 작가와 독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 

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특성에서 비롯한다. 앨범-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던 간에 - 의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창조와 수용이라는 양방향의 

소통과정이야말로 앨범을 현대적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60) 에. M. }]o Tl~aH(1987) COTBOpeHlfe KapaM3HHa, M., c. 249. 
61) 가령， 툴스토이가 동시대를 배경으로 1886년 창작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다음 

과 같은 장면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앨범이 사진첩의 행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띠다. “그는 정성을 쏟아 가꿔온 소중한 앨범을 집어 들 

고 딸과 딸 친구들의 경솔함에 회가 났다. 살펴보니 떨어져 나간 게 있었고 거꾸 

로 된 사진도 있었다. 그는 꼼꼼히 앨범을 정리했고 구부러진 장식도 원래대로 폈 

다 톨스토이 (2005) ~이반 웬리치의 죽음~， 고일 역， 작가정신，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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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Me 

BLIτ KaK Ky~bTypHLlH 3HaK: a~bÕONLI ~HTepaTypHLIX Ca~OHOB 

19-.0 BeKa H ITymKHH 

CHM, lIlKH-삐H 

B naHHoß pa60Te paCCMaTpHBaeTCX nHTepaTypHwß 6WT rryillKHHCKOß rropw. B 

oc06eHHOCTH Hac HHTepecyIDT nHTepaTypHwe canOHW H pxn XBneHHß BOKpyr 

anb60MOB, 4TO penKO rrpHBneKano BHHMaHHe HccnenOBaTeneß. 

뻐Ib60Mbl KaK xpaHHnHme canOHHoß KynbTypHoß rraMXTH B POCCHH Ha4ana 19-ro 

BeKa rrpenCTaBn제OT c060ß rronxoDXDJ,Hß MaTepHan K TeopHH "rr03THKa 6blTOBoro rro

BeneHHX," Bb1nBHHyTo낀 매. JIoTMaHOM. Oon 3THM lI<e yr nOM 3peHHX MbI paCCMOTpenH 

3CTeTH3aUHIO nOBcenHeBHOH lI<II3HII B JlIITepaTypHblX CaJlOHaX nyillKIIHcKoro BeKa. 

X03XHKH canOHOB CTpeMHnHCb K TeaTpaJllI3aUHH lI<H3HH, rrplI 3TOM anb60Mbl XBnxnHCb 

He06xonlIMbIM 6yTa!þopOM Ha canOHHO인 cueHe. B 3TOM rrnaHe Ball<Hbl anb60MHble 

CTIIXH, rne OCTanlICb cnenbI ceMHOTH4eCKHX B3aHMoneßCTBH꺼 X03xeK H rOCTeß. 

OOn06HbIe 4HCTO nHneTaHTCKHe nHTepaTypHbIe OITbITbl CnylI<HnH TOn4KOM K pOli<DeHHIO 

rrHcaTenx-rrpO!þeCCHOHana, 4TO H orrpe.llen쩌eT KynbTypHo-nHTepaTypHyID !þyHKU에O 

anbÕOMHoro lI<aHpa. Ho 6ynY4H rrpo!þeCCHOHanbHblM rr03TOM OymKHH, oõmaXCb C rro-

4TH BceMH X03XηKaMH canOHOB, 4aCTO rrHcan B HX anb60Max CTHXH, H3 KOTOpblX 

MHorHe CqHTaIDTCX ero reHHanbHblM TBOpqeCTBOM. Mb60MHble CTHXH OyillKHHa ueHHbl 

H TeM, qTO OHH XpKO rrOKa3bIBaIDT H 06aXHHe H Bpen anb60MHbIX XBneHHß Toro Bpe-

M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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