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문학과 스키타이 문명신화:  
블록(А. Блок)의 ｢스키타이인들｣을 중심으로*

박 종 소

- 개요 - 　
본 논문의 목적은 알렉산드르 푸슈킨, 표도르 튜체프, 블라디미르 솔로비요

프, 알렉산드르 블록 등 러시아 작가들의 몇몇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
는 러시아인의 ‘스키타이적인’ 자기정체성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작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공통적으로 애국적, 민족적, 종교적(특히 종말론적) 
성격의 러시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특히 한국의 독자들로서는 다소 생소한 ‘러
시아인의 자기정체성 속의 스키타이인 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알렉산드
르 블록의 작품에서 고찰되는 시인의 ‘스키타이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은 다분히 
애국주의적 색채를 띤 민족주의의 발현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곧 20
세기 초 러시아 공산혁명과 독일과의 전쟁, 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염려하는 시인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블록의 ｢스키타이인들(скифы)｣에는 자기정체성을 혼
란스러워하고,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이 발견된다. 시인에게 
러시아는 “스핑크스”와 같은 신비스런 국가이고, 다면적이고 심지어 이율배반적
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시인은 러시아가 한 면에서는 “사팔뜨기의 욕심 가득
한 눈을 가진(С раскосыми и жадными очами)” 몽골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만, 다른 한 면에서는 여전히 유럽과 형제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를 기대한다. 시인은 공산혁명 이후의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유럽과 노동과 평화로의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 제 어: 러시아 역사, 신화, 스키타이 문명, 알렉산드르 블록 

* 이 논문은 2014년 9월~2015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의 연구년에 수행한 연구결과물임.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스키타이’ 문명 상설 전시관

이 설치되어 있다. 전시관을 돌아보며 우리는 BC 7세기에서 AD 3세기경 스

키타이 문명이 이룩한 정교하고 화려한 금은 세공품 기술에 감탄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시회의 유물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점이

다. 우리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접하는 우리나라의 청동기·철기 문물 

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슴 뿔 모양을 본 떠 만든 금은 세공품

은 신라 천마총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을 떠오르게 만들어 놀라움을 자아내기

도 한다. 또 전시관의 큰 홀 가운데 놓여 있는 거대한 암석에 또렷이 새겨진 

고래 사냥 장면은 약 200여종의 동물과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는 울산 

대곡리 반구대의 암각화의 고래 사냥 장면을 떠오르게 하면서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1)

이 글은 러시아 고대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스키타이 유적과 우리나라 청동

기·철기 역사의 역사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 고대사와 

한국 고대사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필자로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본분을 벗어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했

다”2)고 평가되는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유사한 흔적이 러시아에도 존재한다

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스키타이 문명을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고대 문명으

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환기하는 정도가 

필자의 역량의 한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토-시베리아 문화’ 또는 ‘동물문양’ 등과 같은 학

술용어로 우리의 고대사와도 친숙한 이 주제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

다. 사실 ‘러시아의 정체성과 스키타이’라는 주제는 이미 러시아와 국내의 역

사학계는 물론이고, 국내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존의 국내 노문학 연구자들의 ‘러시아와 스키타이 

1) 도면회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4쇄본, 비상교육, 19쪽: “청동기ㆍ철기 시대의 
예술은 대체로 종교나 정치적 요구와 착되어 있었다. [...] 이러한 의식은 당시의 
바위그림이나 토제품 등에 반 되어 나타났다. 특히 바위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활
기찬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의 바위그림에 새겨진 많은 동물
과 물고기는 사냥과 고기잡이의 풍성한 수확을 비는 것으로 보인다.” 

2) 도면회 외(2014), 18. 



문명’에 관한 언급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지면에서 간략히 언급될 뿐, 구체

적인 논문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은 러시아 고대 문명의 한 부분을 이루는 스키타이 문명을 좀 더 본

격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살핌으로써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서 스키타이 문

화가 어떻게 내면화되어 실제 역사적 과정에서 반응하고 발현되는가를 살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시기와 대상을 조

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19세기 말~20세기 초, 특히 러시아 10월 혁명을 

전후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이 스키타이 문명, 스키타이인과 자기정체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접근 방법은 앞서 밝힌 것처럼 실증적 고고역사학적 접근이 아닌 

문화인식론적인 방법론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 문학

사에서 스키타이인의 주제의 선구자적 시인으로 평가되는 푸슈킨(А. Пушкин)
과 튜체프(Ф. Тютчев)의 작품을 검토할 것이고, 나아가서 작품의 제목으로 

‘스키타이인들’이라는 시를 남기고 있는 알렉산드르 블록(Александр Блок, 
1880~1921)의 마지막 시, ｢스키타이인들(скифы)｣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블록의 시에 직접적인 향을 끼친 솔로비요프(Вл. 
Соловьев)의 몇몇 작품들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II. 가운데 말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언급되는 ‘스키타이(Scytians)’인들은 BC 7세기 

러시아 남부 초원지역에 유목민 국가를 세우며 러시아 고대사(古代史)의 장

으로 들어온다.3) 인도-유럽피안 종족에 속하는 이 집단은 그 이름의 어원에서

부터 유목민의 특성을 갖고 있다. ‘스키타이’라는 명칭은 ‘스쿠테스(Scuthes)’
의 그리스어의 복수형 ‘스쿠타이(Scuthai)’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며, ‘스쿠테

스’는 인도-유럽피안 언어의 ‘슈트(shoot, 쏘다)’와 동일한 어원을 갖는다고 한

다. 곧 역사상 최초의 유목민 국가를 건설한 스키타이 인들은 그 이름에서부

3) 학자들에 따라서는 스키타이 문화를 기원전 850년경 남부 시베리아지역에 처음 출
현하여, 기원전 8세기 이후 흑해 연안과 인더스 북부 등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
하기도 한다. 강인욱(2015) 유라시아 역사 기행: 한반도에서 시베리아까지, 5천 
년 초원 문명을 걷다, 민음사, 49쪽. 



터 이미 ‘궁사(弓師)’라는 유목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스키타이 인들은 이후 BC 3세기 유라시아 동부초원에 출현한 유목민족 국

가인 ‘흉노’와 더불어 고대 세계사에서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립을 보여준

다.5) 중국의 역사가 만리장성을 두고 진한 제국 이후 북방의 유목민과 남쪽

의 농경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란의 역사 또한 북쪽 유목민 ‘투란

인’과 남방의 농경민 ‘이란인’의 대결이었고, 러시아의 역사 또한 북쪽의 ‘삼
림민(森林民)’인 슬라브인들과 남쪽의 유목민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6) 
즉 러시아의 고대역사는 스키타이 문명과의 접촉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스뱌토슬라프(Святослав)의 슬

라브-러시아 공국이 세워졌던 다뉴브 강에서 카스피 해에 걸친 지역은 그 기

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7세기에 스키타이 인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접촉

하던 지역이었고, 그 후 자신들이 한편이 되어 싸웠던 흉노족, 곧 훈 제국의 

고토(故土) 기 때문이다. 그 후 키예프 공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스텝지역과 

아조프 해 연안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러시아의 역사는 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긴 여정을 19세기 후반까지 지속한다. 

1. 20세기 초 러시아의 스키타이 문명에 관한 관심의 고조 

4) 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8쪽. 
5) 러시아 고대사 연구자인 아바예프(Николай Вячеславович Абаев) 교수의 논문에 따

르면, 흉노족의 언어는 원몽골어와 고대 투르크어의 모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흉노 
언어는 그 기원이 우랄언어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핀-위구르어, 사모예드어, 케트
어 같은 고아시아어일 것이라고 한다. 몽골어와 고대 투르크어가 구분된 것은 우랄 
인접지역 숲 속에 살던 민족들이 사얀-알타이, 남우랄 지역 그리고 이후 중앙아시아 
숲-스텝과 대유라시아 평원으로 이동하여 생겨났다고 본다. 뱌체슬라보비치 교수는 
이와 같은 민족들의 이동이 우랄-알타이계 민족들과 스키타이 같은 이란계 민족들, 
아리아인이라 부르는 인도-유럽피언 간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했으며, 투르크-
몽골어 언어요소 안에 이란 언어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한국어 안에 우랄어, 특히 
핀-위그르어의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밝힌다. Nikolai Viacheslavovich 
Abaevㆍ (2004) ｢고대 한국인들과 사얀-알타이 민족들 간의 민족 문화적 관계
에 대하여｣, 고구려발해연구 18, 796-797쪽. 즉 이 글에서 다루는 알렉산드르 블
록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스키타이, 아리아인들은 흉노족의 주된 활동 시기에 이미 
출현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6) 김호동(2010), 29. 



그런데 이와 같은 스키타이 문명에 관한 관심이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갑

자기 고조된다. 어떤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스키타이 문명이 20세기 초, 
보다 정확하게는 1910년~20년대에 특히 러시아 문학과 문화 속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심을 끌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대 그리스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남부 러시아의 스텝지역에서 

스키타이 고분인 쿠르간(курган)의 발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17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특히 1912~13년 사이

에 근교의 솔로흐(Солох) 쿠르간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다. 페테르부르크 대

학의 베셀로프스키(Н. И. Веселовский) 교수가 발굴 책임자로 참여한 이 스

텝 매장지의 발굴 작업이 보도되면서 특히 러시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

고, 이것이 곧 러시아의 고대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후 러시아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언급된 스

키타이 문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키타이 문

명에 관련하여 확인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한다.7)

그런데 때마침 1920년대의 러시아 사회는 러시아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공산 혁명 이후,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

고 새로운 정치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러시아 민족의 유래와 형성, 정체성 확

인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정체성의 형성과 무엇보다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스키타이 문명과 신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둘째, 이바노프-라줌니크(Р. В. Иванов-Разумник)8)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7) 손쩨바에 의하면[Н. М. Солнцева, “Скифы и скифство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http://pandia.ru/text/78/502/39312.php(검색일: 2016.01.15)], 담론들 가운데 하나로 
네취볼로도프(А. Нечволодов)가 니코폴레(Никополе) 이전의 발굴 작업들을 
중심으로 쓴 러시아 대지에 관한 전설들(Сказания о Русской Земле)(1909- 
1911)을 들 수 있다. 저자 네취볼로도프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은 이미 고대부터 
슬라브족을 스키타이 인으로 여겼으며”[А. Нечволодов(1909-1912) Сказания о 
Русской Земле: В 4 кн., Т. 1, Кемерово, С. 14)], 아킬레우스가 아조프 해 
근처에서 태어났으나 그 제어되지 않는 성정 때문에 쫓겨난 순수혈통의 스키타이 
인이라는 그리스 자료를 근거로, 그를 돈 카자크 출신의 스키타이 슬라브인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흑해의 북서 연안에 아킬레우스 숭배가 널리 
퍼져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스키타인 인의 외양상의 특징은 푸른 눈, 복식, 
전쟁에서의 용맹함 등을 든다. 



그룹의 향을 지적할 수 있다. 문학 비평가이자 철학, 역사에 관한 저술을 

남긴 이바노프-라줌니크는 러시아 상징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작가인 벨르이(Андрей Белый), 혁명주의자이자 작가 던 므스티슬라프스키 

(Сергей Дмитриевич Мстиславский, 1876~1943)와 함께 문집 스키타이인들 

(Скифы)의 편집인으로 참여한다. 1917년 중순과 1918년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이 잡지에는 벨르이 외에도 클류예프(Н. Клюев), 예세닌(С. Есенин), 
오레신(П. Орешин), 레미조프(А. Ремизов), 룬드베르그(Е. Лундберг) 등이 

저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적극적인 반전(反戰)의 입장과 정치사회적인 

대격변의 예견,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시대의 상징적인 의의에 관한 지각, 
세기의 모든 호소에 대해 반응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20세기 초 러시아의 문화,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바노프-라줌니크가 문집 스키타이인들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블록을 비롯한 당대의 시인, 작가들의 관심을 스키타이와 관련한 역사적 

문명과 신화의 주제로 이끌었다. 실제로 스키타이 문명에 관한 주제는 이 

그룹의 작가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의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 
소논문, 편지 등에 등장하고 있다.9) 

8) 이바노프-라줌니크(본명, Разумник Васильевич Иванов, 1878~1946)는 티플리스 
(Тифлис)에서 태어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추방되기도 하 다. 그가 남긴 러시아문학 비평, 사회사상사, 또 
당대 러시아 지성인들에 관한 저술들(러시아 사회사상사(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общест- 
венной мысли), 삶의 의미에 관하여(О смысле жизни), 창작과 비평(Творчество 
и критика), 위대한 추구. 벨린스키(Великие искания. В. Г. Белинский), 레프 
톨스토이(Лев Толстой))은 당대에 독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듯하다. 다음의 
책에는 당시 그의 책들이 몇 쇄씩 매진되어 재( )인쇄를 준비 중이라는 공지문이 
실려 있다. Александр Блок(1918) Двенадцать. Скифы, СПб.: 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оциализм, С. 45. 

9) 이 주제에 관해 손쩨바는 자신의 논문 ｢러시아 문학에서의 스키타이인들과 
스키타이｣에서 러시아 문학에서 스키타이 주제를 다룬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들에 대한 분석적인 성격보다는 작가와 작품들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의 성격이 
강한 이 논문에서 손쩨바는 아흐마또바(А. Ахматовa), 발몬트(К. Бальмонт), 브류소프 
(В. Брюсов), 부닌(И. Бунин), 게르만(Э. Герман), 기피우스(З. Гиппиус), 굴(Р. Гуль), 
구 료프(Н. Гумилев), 예세닌, 젤린스키(Ф. Зелинский), 뱌체슬라프 이바노프(Вяч. 
Иванов), 끌류예프, 꾸즈미나-카라바예바(Е. Кузьминa-Караваевa), 립시츠(Б. Лившиц), 
만델쉬탐(О. Мандельштам), 피네스(Д. Пинес), 솔로구프(Ф. Сологуб), 포르쉬(О. 
Форш), 흘레브니꼬프(В. Хлебников), 쯔베따예바(М. Цветаев), 쉔겔리(Г. Шенгели) 



그런데 이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할 것은 스키타이에 관한 러시아인들의 관

심의 저변에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인의 정체성에 관한 오래된 자의식이 자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스키타이 문명’에 관한 관심은 ‘동과 서’, 
‘러시아와 유럽’에 관한 러시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물음과 그 뿌리를 공

유하며, 사실 중세의 러시아의 형성기부터10)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 알렉산드르 푸슈킨, 튜체프, 그리고 솔로비요프11) 

러시아 자의식을 통찰할 수 있는 많은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알렉산드르 푸슈킨

의 시(｢러시아를 비방하는 이들에게(Клеветникам России)｣(1831)와 표도르 튜

체프의 시(｢아가멤논이 신들에게 친딸을 제물로 바쳤듯이(Какъ дочь родную 
на закланье)｣(1831) ｢러시아의 지리(Русская география)｣(1847 혹은 1848), 반

세기 후의 솔로비요프의 시들(｢범몽골주의(Панмонголизм)｣, ｢용에게(Дракону)｣, 
｢동방에서부터 빛이(Ex oriente lux)｣)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자의식과 스키타이 

주제의 연관성을 밝힐 것이다.12) 
푸슈킨의 작품｢러시아를 비방하는 이들에게(Клеветникам России)｣는 1831

년의 폴란드의 봉기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에 폴란드가 봉기를 하자 다시 러시아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럽, 특히 

프랑스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 프랑스 의회에 폴란드 위원회가 설치

등 당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과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스키타이 주제를 
분석하고 있다(Н. М. Солнцева, “Скифы и скифство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0) 주지하다시피 중세 러시아인들의 문학적 성취로 평가되는 작품 ｢이고르 원정기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에서도 화자는 쇠락해가는 키예프 루스(Русь)를 부흥시
키기 위해 제후들의 단결을 호소한다. 러시아아인의 애국적인 자의식이 확인되는 
초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물론 벨르이의 소설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는 의심할 바 없이 이 주제를 다
루는 가장 뛰어난 러시아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서는 러시아 시작품으로만 제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12) 이 주제에 관한 적잖은 수의 선행 연구논문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구적인 대표적인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Иванов-Разумник 
(1918) “Испытание в грозе и буре,” Александр Блок, Двенадцать. Скифы, СПб.: 
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оциализм, С. 3-30. 



되고, 라파이에트(Gilbert La Fayette) 등을 비롯한 프랑스 정치인들이 폴란드를 

지지하기 위한 군사개입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이 시는 유럽과 러시아의 실

제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인의 정치적 송시(ода)로서의 답변이다. 

О чем шумите вы, народные витии?
  Зачем анафемой грозите вы России?
  Что возмутило вас? волнения Литвы?
  Оставьте: это спор славян между собою,
  Домашний, старый спор, уж взвешенный судьбою,
  Вопрос, которого не разрешите вы.13)

무엇에 관해 웅성거리시오, 민중의 선동가들이여?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파문으로 러시아를 위협하시오? 
무엇이 당신들을 격앙시켰소? 리투아니아의 소요요? 
놔두세요, 이것은 슬라브인들끼리의 말다툼, 
집안의 오랜 논쟁, 운명에 의해 제기된, 
당신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오. 
                                 (밑줄 강조는 필자) 

Уже давно между собою
  Враждуют эти племена;
  Не раз клонилась под грозою
  То их, то наша сторона.
  Кто устоит в неравном споре:
  Кичливый лях, иль верный росс?
  Славянские ль ручьи сольются в русском море?
  Оно ль иссякнет? вот вопрос.

이미 오래전부터 이 종족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오. 
그들 쪽이나, 우리 쪽이나 위협에 
여러 차례 굴했다오.
누가 공평하지 못한 논쟁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오,  
거만한 폴란드인이오, 아니면 믿을만한 러시아인이오?  
슬라브의 작은 강들이 러시아의 바다에서 합류하지 않겠소?
바다가 메마르겠소? 이것이 질문이오.  
                                       (밑줄 강조는 필자) 

13) А. С. Пушкин(1963) “Клеветникам Росии,” Полное собранние сочнений в дестяти 
томах, Т. 3, М.: Наука, С. 222-223.



이 시의 표층 차원에서 우리는 당대 사건에 관한 러시아 시인의 애국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시인은 러시아와 폴란드의 충돌 사건을 전사(前事)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에 대한 유럽의 폴란드 옹호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다. 다른 한 편, 이 시의 심층 차원에서 우리는 시인의 러시아 

정체성에 관한 사고와 러시아의 세계사적 사명에 관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투 을 발견한다. 시인은 러시아를 유럽과 구분하여 별개의 세계와 민족으로 

파악하는 반면, 폴란드와 러시아를 하나의 슬라브 민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에게 러시아와 폴란드의 다툼은 “가족 사이의 반목(семейная 
вражда)”일 뿐이다. 시인은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주변 슬라브 국가들을 

“작은 강들”로, 러시아는 “바다”로 비유하며 이들이 장차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이 자연스런 자연현상임을 강조한다.(“슬라브의 작은 강들이 러시아의 

바다에서 합류하지 않겠소?”) 동시에 이 시의 심층 차원에서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사명을 강조하는 시인의 목소리도 들린다. “혹시 우리가 

왕국들을 괴롭히던 우상을 심연 속으로 쓰러뜨리고, 우리의 피로 유럽의 자유, 
명예, 평화를 속죄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오?(За то ль, что в бездну повалили/ 
Мы тяготеющий над царствами кумир/ И нашей кровью искупили/ Европы 
вольность, честь и мир?)”라는 뒤 연의 시행들은 유럽을 점령해나가던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러시아의 전승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러시아가 기독교 

전례의 대속 제물처럼 피를 흘려 유럽을 구속(救贖)하고, 유럽 세계의 자유, 
명예, 평화를 지켜준 것으로 환유한다. 곧 러시아는 유럽 세계를 수호하는 

세계사적 희생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이 시는 곧 매우 제국주의적이고 애국적인 파토스의 주조 속에 러시아의 유

럽에 대한 역할, 러시아의 세계사적 사명에 대한 첫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 푸슈킨의 러시아의 세계사적 사명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이 시작품과 같은 예술작
품에서 뿐만 아니라, 차다예프(Чаадаев)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에게
는 자신의 사명이 있소. 러시아는 우리의 거대한 토로 몽골의 승리를 삼켜버렸소. 
타타르인들은 우리의 서쪽 경계선을 감히 넘어 우리를 뒤에 남겨둘 수 없었소. 그들
은 자신들의 황야로 퇴각했고, 기독교 문명은 구원되었던 것이오.” А. С. Пушкин
(1965) Полное собранние сочнений в дестяти томах, Т. 10, М.: Наука, С. 
596-597. 퓨슈킨이 차다예프에게 보낸 1836년 10월 19일자 편지로서 원문은 프랑
스어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 발견되는 시인의 러시아의 역사적 사명은 13세기 
중엽의 몽골의 침입 시기로까지 확장된다. 즉 수세기 전부터 러시아의 역사적 사
명은 동방의 서유럽의 중간 방패의 역할에 있다는 시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동시에 스키타이 주제의 관점에서도 고찰 가능하다. 관

점을 달리하여 러시아의 관점이 아닌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야
만인(варвар)’일 뿐이고, 폴란드 민족의 자유를 무력으로 압제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심층적으로 ‘폭력’, ‘전쟁’, ‘야만’ 등과 연관된 스키타이 주제와 연결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보호한다는 러시아의 기독교적 사명은 

다음에 분석할 튜체프와 블록의 시에 나타나는 스키타이 주제의 선험적 배아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튜체프의 작품｢아가멤논이 신들에게 친딸을 제물로 

바쳤듯이｣15)를 살펴보자. 

Какъ дочь родную на закланье
Агамемнонъ богамъ принесъ,
Прося попутныхъ бурь дыханья
У негодующихъ небесъ:
Такъ мы надъ горестной Варшавой
Ударъ свершили роковой,
Да купимъ сей цѣной кровавой
Россіи цѣлость и покой.
분노하는 하늘에게 
순풍의 바람을 요청하며
아가멤논이 신들에게 친딸을 
제물로 바쳤듯이, 
우리는 슬픔의 바르샤바에게 
운명의 일격을 가했고,
우리는 이 피의 대가로 
러시아의 보전과 안녕을 살 것이다.

 Но прочь отъ насъ вѣнецъ безславья,
Сплетенный рабскою рукой:
Не за коранъ самодержавья
Кровь русская лилась рѣкой.
Нѣтъ, насъ одушевляло въ боѣ
Не чревобѣсіе меча,
Не звѣрство янычаръ ручное
И не покорность палача!

15) Ѳ. И. Тютчевъ(1913) Полное собраніе сочиненій, 7-е изд., СПб.: Т-во А. Ф. 
Марксъ, С. 277-278.



그러나 노예의 손으로 짠 
광 없는 월계관은 우리에게서 치우라:

전제정의 코란을 위해 
러시아의 피가 강처럼 흐른 것이 아니다. 
아니다, 전투에서 우리를 고무한 것은 
칼의 대식(大食)이 아니고, 
터키 친위병들의 손으로 저지른 야만적 행위도 아니고, 
또 형리의 유순함도 아니다. 

이 작품은 푸슈킨의 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바르샤바 점령’에 부쳐서 

쓴 시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작품의 표층차원에서 푸슈킨의 시에서 보인 

애국주의적 색채와는 다른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시인의 이해를 직접 읽을 수 

있다. 시인이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거둔 승리의 “월계관을 치우라

고” 말하며, 이 월계관을 ‘ 예 없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점령이 다른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의 외교관으

로 오랫동안 러시아와 유럽의 국제관계를 경험한 튜체프는 프랑스 혁명(1789
년) 이후 유럽에는 ‘혁명 대 러시아’라는 두 세력이 대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국제정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16) 실제로 유럽의 전제정치를 끝낸 프랑

스 혁명의 기운은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의 귀족과 인텔리겐치아에게 지속적

인 향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황제정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럽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반혁명의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의 바르샤바 점령에 

대한 튜체프의 이해는 푸슈킨의 애국주의적인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당대 유럽의 정치적, 세계사적 관점에 토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튜체프의 시가 발표된 1830년대에 러시아가 유럽의 부

르주아 혁명을 막아내려는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블록의  

｢스키타이인들｣이 발표된 1918년에는, 이제 유럽이 반대로 러시아에서 발생한 

공산혁명이 유럽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16) 튜체프는 ｢러시아와 혁명(La Russie et Révolution｣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는 혁명의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실질적인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
으며, 두 세력 간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는 협
상이나 화해는 있을 수 없으며, 한 쪽이 살면 다른 쪽은 죽음이다. 이 싸움, 언젠가 
세계 가운데 있을 거대한 이 싸움의 결말에 따라 수 백 년 동안의 인류의 정치적, 
종교적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한다(Иванов-Разумник 1918: 17에서 재인용). 



 Другая мысль, другая вѣра
У русскихъ билася въ груди:
Грозой спасительной примѣра
Державы цѣлость соблюсти,
Славянъ родныя поколѣнья
Подъ знамя русское собрать
И весть на подвигъ просвѣщенья
Единомысленную рать.17)

러시아인들에게는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오. 
본보기가 되는 구원의 위협으로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고,
혈연의 슬라브인들의 세대를
러시아의 깃발 아래 모으고, 
계몽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한마음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인은 니콜라이 1세 시대의 폴란드 탄압은 결국 ‘다른 생각’과 ‘다른 신

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깃발 아래 

슬라브 민족을 통일하여, 계몽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도 푸슈킨의 ｢러시아를 비방하는 이들에게｣에서 발견되는 러시아 중심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슬라브 제(諸)민족을 통일시키고자하는 열망이 나타난다. 
러시아의 정체성을 유럽과 구별되는 러시아만의 길, 특히 슬라브적인 길에서 

찾고자하는 슬라브주의자인 튜체프의 역사관과 세계관에는 실제 러시아 중심

주의, 러시아 민족주의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한 형태인 슬라브주의는 러시아제국주의와 연결되어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러시아의 자국 토 확장정책으로 이어진다. 튜체프의 다른 작품  

｢러시아의 지리(Русская география)｣18)는 이에 관한 한 예이다. 

Москва и Град Петров, и Константинов Град —
Вот царства Русского заветные Столицы...
Но где предел ему? и где его границы —

17) Ѳ. И. Тютчевъ(1913), 277.
18) Ф. И. Тютчев(2002)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шести томах. Т. 1. 

Стихотворения, 1813–1849, М.: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Классика», С. 200.



На север, на восток, на юг и на закат?..
Грядущим временам судьбы их обличат...

Семь внутренних морей и семь великих рек...
От Нила до Невы, от Эльбы до Китая,
От Волги по Евфрат, от Ганга до Дуная...
Вот царство Русское... и не прейдет вовек,
Как то провидел Дух, и Даниил предрек... 

모스크바, 베드로의 도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 
이것이 러시아 왕국의 귀중한 수도들이다...
그러나 그 경계가 어디이며, 국경선이 어디인가 —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운명이 그것들을 미래에 알게 하리라... 

일곱의 내해와 일곱의 큰 강... 
나일 강에서 네바 강까지, 엘베 강에서 중국까지, 
볼가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갠지스 강에서 다뉴브 강까지... 
이것이 러시아 왕국이고... 한 세기 안에 건너지 못하리라, 
마치 이 선견했고, 예언자 다니엘이... 

튜체프의 중년에 창작된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민족주

의와 토 팽창적 제국주의와의 친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인의 기독

교적 역사관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시인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한 위격

인 ‘ (Дух)’과 구약성서의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다니엘을 작품에 직접 언급

함으로써 작품을 현실에서 미래로, 국제정치적인 역에서 예언적인 종교적

인 역으로 옮기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자 시인으로 우리는 또한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를 소개해야만 한다. 튜체

프와 유사한 슬라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되, 슬라브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불

화하며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설파한 그는 블록의 시 세계에 직접적인 

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19세기 끝 무렵, 20세기 직전에 쓰인 

그의 말년의 시작품들과 저작은 동서의 충돌과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의 러일 전쟁, 1차 세계 대전, 러시

아혁명 등 러시아와 아시아, 유럽에 짙게 드리우던 세계사의 대격변을 예감한 



철학자의 예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주목

을 끄는 것은 그의 두 편의 시 ｢범(凡) 몽골주의(Панмонголизм)｣(1894)와 ｢용 

(Дракон)｣(1900),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중편소설｣을 포함한 작품 세 

편의 대화(Три разговора)(1900)를 들 수 있다. 

Панмонголизм! Хоть слово дико,
Но мне ласкает слух оно,
Как бы предвестием великой
Судьбины божией полно.19) 
범 몽골주의! 비록 이름은 야만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게 달콤하게 들리네, 
마치 신의 위대한 심판의
전조로 가득 찬 듯이. 

 
19세기 말, 유럽 세계를 위협하는 힘으로 솔로비요프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범 몽골주의’이다. ‘타타르의 멍에(Татарское иго)’의 역사를 상기하는 이 

작품은 비잔틴 로마의 멸망 후, ‘제 3의 로마’의 칭호를 얻은 러시아가 당면하게 

될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기독교 세계의 최후의 수호자로서[“그리고 세 

번째 로마는 먼지 속에 누워있고(И третий Рим лежит во прахе)/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네(А уж четвертому не быть)”] 러시아는 이제 

옛 화를 잊고, 다가오는 역사의 파국을 대비해야만 한다. 

О Русь! забудь былую славу:
Орел двухглавый сокрушен,
И желтым детям на забаву
Даны клочки твоих знамен.20)

오, 루시여! 지나간 화를 잊으시게. 
쌍두 독수리는 망가졌고, 
너의 깃발들의 찢긴 조각들은 
노랑둥이 아이들에게 재밋거리로 주어졌다네. 

19) В. Соловьев(1974) «Панмонголизм»,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 шу- 
точные пьесы, Л.: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С. 104. 앞으로 이 작품집에서 솔로비요프
의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 작품명과 쪽수만을 밝힌다. 

20) В. Соловьев(1974), «Панмонголизм», С. 104.



그런데 솔로비요프의 세계 역사에 관한 아포칼립스적인 이해는 기독교 세

계, 특히 유럽의 기독교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국가들과의 대립이라

는 특징을 띤다.21) 솔로비요프의 이런 태도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

인 시가 ｢용｣이다.22) 이 시는 1900년 중국에서 발생한 ‘의화단 사건’을 배경

으로 한다. 의화단원들이 산둥반도에 주둔하던 유럽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살

해하고, 또 베이징 주재 유럽 대사관들을 공격하려 하자, 독일의 빌헬름 2세

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 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연합군을 파견하

게 된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유럽의 강국들이 연합하여 동방

의 세력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환 한다. 
 

Наследник меченосной рати!
Ты верен знамени креста,
Христов огонь в твоем булате,
И речь грозящая свята.

Полно любовью Божье лоно,
Оно зовет нас всех равно...
Но перед пастию дракона
Ты понял: крест и меч ― одно.23)

검을 든 전사들의 후계자여!
그대는 십자가의 기치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불이 너의 검에 있고, 
위협하는 언변 또한 성스럽다. 

21) 솔로비요프의 철학에 등장하는 테오소피아(теософия), 소피아론(софиология), 전일
성(всеединство), 완전한 지식(целое знание) 등의 개념은 철학사에서도 그 독창성을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개념들이 갖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은 
새로운 문화의 생성과 발전을 위한 유용한 개념 틀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데 솔로비요프의 기독교 중심주의적 세계관과 역사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와 
역사를 저평가하고 배제하는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솔로비요프의 이러한 태
도는 자신의 철학의 내재적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22) 다른 작품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분석은 본인의 다음 졸고들을 참조할 수 있다. 
박종소(2001)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러시아연
구 11:2, 61-95쪽; 박종소(2006) ｢러시아문학의 종말론적 신화양상: 고대문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II)｣, 러시아연구 16:2, 33-63쪽. 

23) В. Соловьев(1974), «Дракон», С. 137.



하나님의 품속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마찬가지로 부르나니... 
그러나 용의 주둥아리 앞에서 
너는 이해했다. 십자가와 칼은 하나이다. 

 
유럽의 기독교 열강들의 단결을 이끄는 황제 빌헬름 2세를 시인은 기독교적 

정신과 기치에 충실한 인물이며, 자신의 검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한다.24) 따라서 유럽의 황제는 “칼”을 사용하여 “용”, 중

국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성경에서 ‘용’은 사탄의 상징으로 이

해된다. 특히 세계 역사의 종말을 다룬 책으로 이해되는 요한 계시록에서 ‘용’
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으로 이해된다. 결국 시인의 이해 속에서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은 비기독교적 세계의 상징이자, 세계역사의 종국에 기독

교인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무저갱으로 던져질 존재인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적인 역사관과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일정정도 고스란히 알렉산드르 블록에게 향을 끼치고 있다. 앞에서 살

핀 솔로비요프의 시구(“Панмонголизм! Хоть слово дико/ Но мне ласкает слух 
оно(범 몽골주의! 비록 이름은 야만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게 달콤하게 들

리네)”)가 블록의 시 ｢스키타인들(Скифы)｣의 제사(題詞)로 인용되는 것은 두 시

인의 사상적, 세계관적 친연성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 ｢스키타이인들｣: 자기정체성의 혼동와 정립 

4행으로 구성된 총 19연의 이 시의 서정적 자아, 시인의 발화는 첫 연부터 

매우 고양된 어조로 다수의 청자를 지향한다. 
 

Мильоны ― вас. Нас ― тьмы, и тьмы, и тьмы. 
Попробуйте, сразитесь с нами! 
Да, скифы ― мы! Да, азиаты ― мы, 
С раскосыми и жадными очами! 25)

24) 이 작품에는 황제 빌헬름 2세의 이름인 “지그프리드에게(Зигфриду)”라는 부제가 
있다. 

25) А. Блок(1960) «Скифы»,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осьми томах, М.; Л.: Государст- 
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Т. 3, С. 360. 앞으로 이 작품의 



수백만이다 – 당신들은. 우리들은 어둠, 어둠, 어둠이다. 
해보시오, 우리들과 싸워보시오! 
그렇소, 스키타이인들이다 – 우리는! 그렇소, 아시아인들이오 – 우리는, 
사팔뜨기 눈과 탐욕스런 눈을 갖고 있소! 

첫 두 행의 호전적인 목소리의 시인은 곧 이어 다음 두 행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서 러시아인들은 스키타이 인이며, 동시에 아

시아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 비평적인 문체의 시인의 태도는 이 

시의 창작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가 씌어진 1918년 1월은 볼셰비키 정

권이 권력을 장악한 초기이자, 독일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

던 시기이다. 독일인들의 러시아 토 양보에 대한 주장이 시인의 분노를 사

면서 이 시의 파토스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26) 
이제 시인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독교적 문명세계를 보호하

던 러시아의 역할을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우리는 림과 숲을 따라 넓게/ 멋

진 유럽 앞에서/ 길을 내주리라! 우리는 당신들에게로 돌아서리라/ 우리의 아시

아적인 낯짝으로!(Мы широко по дебрям и лесам/ Перед Европою пригожей/ 
Разступимся! Мы обернемся к вам/ Своею азиатской рожей!)”](362). 시인은 

푸슈킨과 튜체프에서 발견되던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예민한 자기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시아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는 어느 한 얼굴로 정의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26) 이 시가 쓰인 무렵의 시인의 일기(1918년 1월 11일)에서도 이 시의 슈제트와 유사한 

표현과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들이 비록 ‘민주적인 세계’라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전쟁 애국주의의 모욕을 씻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의 혁명을 말살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들은 이미 더 이상 아리아족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으로 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당신들이 얼굴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당신들을 아리아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의 상판대기를 우리의 사팔뜨기의, 교활하고, 민첩한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인들에 의해 전복되면, 당신들에게는 동방이 덮칠 것입니다. 당신들의 
살가죽은 중국인들의 북에나 어울릴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 그렇게 거짓말 한 
사람은 이미 아리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만인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에게 야만인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인한 대답, 
무시무시한 대답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가치가 있을만한 것일 겁니다.”(이탤릭체 
강조는 블록). А. А. Блок(1963)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осьми томах, Т. 7, М.; 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317.



의 스핑크스 나라이고, 모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이다. 유럽에 대한 

감정 또한 양면성을 띤다. 시인에게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감정은 한편으로

는 사랑으로 환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증오에 찬 파괴적인 것이다. 

Россия ― Сфинкс. Ликуя и скорбя, 
И обливаясь чёрной кровью, 
Она глядит, глядит, глядит в тебя 
И с ненавистью, и с любовью!...(361) 
러시아는 스핑크스. 환호하고 슬퍼하며, 
검은 피를 흘리면서,
그녀는 너를 바라본다, 바라본다, 바라본다, 
증오를 품고, 또 사랑을 갖고!... 

따라서 반전(反戰)의 정서로 고양된 시인은 “구세계(старый мир)”에 화해

와 연대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아
시아적’인 낯짝, 거칠고 날뛰는 얼굴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 경우 파국

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Мы любим плоть ― и вкус ее, и цвет, 
И душный, смертный полоти запах... 
Виновны-ль мы, коль хрустнет ваш скелет 
В тяжелых, нежных наших лапах?(361) 
우리는 살(肉)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의 맛, 색깔, 
그리고 케케묵은 시체의 냄새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가, 만약 당신들의 해골이 우리의 무겁고, 
부드러운 손바닥 안에서 부서져버린다면?

그러나 애국적인 정조 속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혼란스런 러시아

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인은 마지막까지도 유럽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거두

지 않는다. 시인은 혁명 후의 새로운 러시아가 모든 구세계,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듯하다. 시인은 모든 국가들을 평화로운 관

계 속으로 연대시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구호[“동무들! 우리는 서게 될 것

이오 ― 형제들이여!(Товарищи! Мы станем ― братья!)”]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 창작이 이루어진 당시는 아시아가 유럽으

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미일 조약(1917년 



11월)에 의해 중국, 극동, 시베리아에서 일본의 특혜가 인정되었고, 1918년  

1월에는 극동에서 일본의 간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인의 시적 인식 속에서 시인이 유럽을 푸슈킨, 튜체프와 마찬가지

로 타자적 관계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솔로비요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문명

을 공유하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형제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

을 발견한다. 다시 한 번 시인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형제의 주연에 초대한다.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 опомнись, старый мир! 
На братский пир труда и мира,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на светлый братский пир 
Сзывает варварская лира!(362) 
마지막으로 ― 정신 차리시오, 구세계여! 
노동과 평화의 형제의 잔치에, 
마지막으로 환한 형제의 잔치에 
야만인의 리라가 초대한다! 

III. 글을 맺으며: ‘스키타이인’ — 러시아의 숙명적 자기 정체성의 변주

스키타이 문명에 관한 러시아인의 관심은 20세기 초엽에 부상하게 되었으

나, 그 기원은 러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19세기 중엽의 슬라브주의와 서구주

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자연지리

적인 조건과 동양문화와 서양 기독교문화의 중간지대에서 유럽 기독교 문화

권과 같은 권역을 형성하는 러시아는 지리와 종교의 변항(變項)들의 결합으

로 복잡한 역사적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타자로서

의 유럽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슬라브 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복

잡한 양상을 보인다. 혈연적 관계를 맺는 슬라브 문화권 국가들과는 다시 내

적으로 정교와 가톨릭 국가로 분화되면서 또 다른 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변항들의 다중적인 결합은 러시아 시인들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는 동인들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푸슈킨, 튜체프, 솔로비요프, 블록의 작품들에서 공동

적으로 관찰되는 러시아인의 자기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애국적, 민족

적, 종교적(특히 종말론적) 성격의 러시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의 독자들로서는 다소 생소한 ‘러시아인의 자기정체성 속의 스키타이인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알렉산드르 블록의 작품에서 고찰되는 시인의 ‘스
키타이인’에 대한 자기인식은 다분히 애국주의적 색채를 띤 민족주의의 발현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곧 20세기 초 러시아 공산혁명과 독일과의 전쟁, 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염려하

는 시인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블록의 ｢스키타이인들｣에는 자기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고,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이 발견된다. 시인에게 러시아는 “스핑크스”
와 같은 신비스런 국가이고, 다면적이고 심지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시인은 러시아가 한 면에서는 “사팔뜨기의 욕심 가득한 눈(с раскосыми 
и жадными очами)”을 가진 몽골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면에

서는 여전히 유럽과 형제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시

인은 공산혁명 이후의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유

럽과 노동과 평화로의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반서구적인 성격을 띠고 이해되던 스키타이인에 대한 이해

는 1920년대에 이르면 ‘유라시아주의’적 색채가 가미된다. 특히, 트루베츠코

이(кн. Н. С. Трубецкой)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성격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러시아문명과 문화의 유라시아주의 연구와 더불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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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Скифство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стихотворения «Скифы» А. Блока 

(‘Scythia’ in Russian Literature: 
Based on the Poem Skify by A. Blok)

Пак, ДжонгСо*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амоидентичность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наблюдающаяся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А. Пушкина, Ф. Тютчева, В. Соловьёва и 
А. Блока.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суждае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народный и 
религиозны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схатоло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ус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а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новая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тема 
«сознания скифов в самоидентичности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осознание А. Блоком скифов в произведении является не чем иным, как 
проявление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Возможно, поэ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ражает свои переживания о будущем России, это его реакция н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революцию в начале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на войну с 
Германией, на уси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щи Японии. Однако в «Скифах» 
А. Блока также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образ лири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которая не 
уверена в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пытается заново обрести своё лиц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 говорит, что России присуща монголь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с 
раскосыми и жадными очами», с другой, он продолжает надеяться, что она 
постар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близ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Европой. Поэт предлагает 
читателям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й взгляд на новую послереволюционную Россию, 
на мир и трудовую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Европой.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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