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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에서의 신화와 현실* 

김희숙 

20세기 문학에서의 신화원칙， 신화투사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 민속학， 인류학， 

미학 등의 여러 분야와 결합되면서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를 낳았지만 그와 함 

께 신화개념을 인류의 정신적 삶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시키는 이른바 총체적 신화 

주의， m신화주의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19세기의 리얼리즘을 교체하면서 

들어선 문학에서 쉽게 발견되는 새로운 신화시대에의 열망， 고대신화에 대한 관심 

과 지향， 신화시학적 구성과 신화적 유형의 의식은 그같은 m신화주의적 문학해석 

에 상당한 타당성을 부여해준다. 그러나 그 결과 신화개념을， 현실을 일반화시키 

고 정신적으로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만들어내는 모든 언어예술의 동의어 

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신화시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 그 자체를 부차적이고 의 

심스러운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신화개념의 그 같은 끝없는 확장은 특히 러시 

아 문학의 경우， 왜 하펼 러시아 상징주의 제 2기(내지는 제 2모델)의 문학이 신화 

시학적 상징주의라고 불리우는지， 그 구조와 발전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줄 

수가없다. 

본 논문에서는 신화와 상정의 관계， 신화와 신화시학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러 

시아 상징주의의 신화시학이 생겨나게 된 일반미학적 전제를 먼저 밤히고， 그 다 

음 러시아 상징주의의 보편적 신화시학 지향 속에서 알렉산드르 블로크(A.l!eKcaH 

D.P 5JJOK: 1880-1921)의 문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모해갔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5JJOK과 상정주의의 보편적 세계신화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소비에트 비 

평가들은 5JJOK이 1903년 무렵부터 BJJ. COJJOBbëB의 전통으로부터 떠나 서서히 CO-

* 이 논문은 1993년도 대학 발전기금 선경학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씌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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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0BbëB 주의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 B. MaKC}{M。Bl)의 견해에 동의해왔었다. 나아가 

MaKCHMOB는 D1I0K의 후기문학은 신화시학보다는 리얼리즘적 전형(THn)의 문학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D1I0K 시의 신화시학적 원칙을 다루는 논문에서 1902년까지 

의 시를 자료로 택하고 있다 2)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뻐HU도 D1I0K이 C01l0BbëB 전 

통과 단절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유형의 예술적 세계관(리열리즘적 민주주의적 세 

계관)을 신화시학과 결합시킴으로써 신화시학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면서 그 기능 

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고 있다 ”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문제가 D1I0K의 예술적 발전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어 

떻게 전개되고 있나를 살펴봄으로써 5π。K의 예술적 길과 상징주의 보편신화， 그리 

고 신화의 원래 구조와의 관계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1. 상징과 신화 

모든 상징은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것，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기호적 성격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현실적 物的인 성격을 동시에 지난다. 자연어 내지는 리열 

리즘의 코드에서 보자변 상징성은 1차적 모델링 시스템 위에 겹쳐지는 2차 혹은 3 
차적 코드 내지는 가치질서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징적 사고의 가치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관습적인 話用論의 시스템이야말로 2차적 질서 파생된 질서로 이해된다. 

이같은 상정의 이중코드성， 이중세계성에서 출발하는 시학과 세계지각은 상징 

주의만의 것은 아니었다. Mepe:i<KOBCK쩌가 그의 논문 “o np써HHax ynanKa H 0 H。

BhlX Te~eHH~X COBpeMeHHO꺼 pyCCK얘 JlliTepaTypbI" (1 892)에서 “새로운 예술의 상징 

성”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오랜 미적 원칙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11고 말한 

데에서도 상징주의와 플라톤 시학 및 예술적 관념론 간의 연관성은 이미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의 현상들을 정신적 존재 이데아의 기호로 파악한 플라톤 

1) 1I. E. MaKC씨。B ， n033H~ H npo3a A.lI. EJlOKa, JJeHJ.lHrpan 1981. 
2) 1I. E. MaKC씨OB ， “o M빼On03THQeCKOM HaQaJle B J1H띠Ke EJlOKa", DJlOKOBCKHIf C60pHHK 

m, TapTy 1979, pp.3-33. 

3) 3. r. 써HU ， “C째B01l Y A. EJlOKa" , Russian literature V!I(979), Amsterdam, 
pp.l93-248, 싸HU ， JJHpHKa A.lIeKcaHnpa EJlOKa, BblnyCK 4, 191O-xx ro때， TapTy 1975. 

4) 1I. C Mepe:!<KOBCK써， nOJIHoe coõpaHHe COQHeH째， cnõ/MoCKBa 1911 , t. X V (912), 
p.214. (reprint; H3õpaHHble CTaTbH. CHMBOJlH3M, rOrOJlb, 끼epMOHTOB ， München 1972, 
p.2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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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술을 기호의 기호， 그림자의 그림자， 진짜 현실에서 가장 먼 현실로 격하시키 

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정주의자들에게 있어 예술은 현실의 상징성을 복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어 밝히는 유기체， 다시 말해 세계의 

모든 현상， 모든 산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자연현상보다 훨씬 발전된 

유기체로 이해되었다 

예술의 상징성을 현실의 상징성보다 높게 여기는 상징주의의 이같은 예술평가 

는 낭만주의적 예술관 및 세계관과 공통점을 갖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상징주의 

적 상징과 낭만주의적 상정의 중요한 차이점 i)에 유의해야 한다. 낭만주의나 상정 

주의 모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에서의 상응관계는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본칠 

과 현상 사이의 부동적이고 고정적인 가치의 위계질서 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세상의 것”과 연결된 상정의 의미는 “저 세상의 것”의 기호에 불과하며 그 

자신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다. 삶의 소음은 “저” 세계의 아름답 

고 장엄한 화음의 반향에 불과하며， 비록 예술적 기호로서의 상정이 현실 상정보 

다 이데아의 세계에 보다 가깝다 하더라도 그 역시 기표가 지닌 물질적 본성-왜 

곡성- 때문에 이데아의 깊은 본질을 표현해낼 수 없으며 단지 이데아의 참된 세 

계，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암시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게 낭만주의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엄격한 가치질서는 초기 상정주의의 “aeKageHCTB。”에 오면 회의 

와 주관주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된다. 물론 신화시학적 상징주의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대립을 가장 기본적인 대립쌍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있음은 사실이다: 

“ rOJIOca 뻐pOB 싸fbIX" , “ TeHH cyeTJIHBb~ lleJI 싸1pCKHX’까 

치체계는 낭만주의의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고의 가치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와 “저” 세계의 합일 다시 말해 “이” 세계의 육체를 통해 체현된 

“저” 세계， “이” 세계를 거쳐 “이” 세계 속에 나타난 “저” 세계이며， 이 최고의 합 

일적 가치 앞에서 존재의 여러 층위들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낭만주의적 

상징이 자신의 의미를 물질적 현상계와 이데아의 세계라는 상호대립적인 두 개의 

列로 나누려 함에 반해 상정주의의 상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이 두 列을 만 

5)) 낭만주의의 신신화주의와 상징주의의 선화시학간의 관계에 대해선 r. MHHQ, “CHM

BOJI Y A 5JIOKa" , r. 써HQ ， “o HeKOTOp~ < <HeO뻐!þOJIOrWleCKHX> > TeKCTaX B TBOp 

qeCTBe pyCCKHX CHMBOJIHCTOB B.πOKOBCK쩌 C60pHμK III, TapTY 1979, p78. 

6) AJIeKcaHllP 5JIOK, CoõpaHHe COqHeHHß B BOCbMH TOMax, MOCKBa' 끼eHHHrpalI 1960, 1 

/106, 이후 5J10K의 작품， 에세이에서의 인용은 이 전집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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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한 현상들로부터 다른 현상들로 상응관계를 끝 

없이 이어간다: “ Bcë no.JIHo COOTBeTCTBHH" (5J10 J<, V /429). 상정주의의 세계는 끝 

없는 상응의 사슬이며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일차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식별해내 

는 일은 매우 어렵다. 낭만주의적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기표와 기의는 끊임없이 

자리를 맞바꾸며，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근원의 소리이고 

무엇이 메아리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낭만주의적 관념론에서 고유가치를 부정 

당했던 nJI0Tb가 상징주의를 통해 복권되며 관념이 체현되는 공간이자 육화된 관 

념으로서 합일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창조적 의지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 HCTHHHOMY CHMBOJIH3MY CBOHCTBeHHee H306p~aTb 3eMHOe, He*eJIH He6eCHoe: eMY 

Ba뼈a He CHJla 3ByJ< a, a MODJ.b oT3ByJ< a .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주의 예술이 플라톤 미학 및 낭만주의 전통과 연결되는 

상응론을 보편적 상용， 보편적 전일성으로 확장시키면서 존재를 하나이며 동시에 

여러 모습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존재론의 전제 위에서 

만들어지는 상징주의 예술은 이데아의 반복적 체현이자 동시에 새로운 현실， 새로 

운 존재의 창조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상징주의자들에게 예술작품이란 높은 

다른 세계의 무가치한 그림자가 아니라 우주의 깊은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체현시 

키는 또 하나의 현실로서 “이” 세계의 거칠고 속된 악몽을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현실이 되어야 했다. “美만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lIocToeBCJ<HH의 명제8)는 

상징주의자들에 의해 극대화되어 그들의 세계관과 예술원칙을 결정짓고 있는 것 

이다. 예술작품의 세계가 현실 뿐 아니라 우주세계의 구조와도 상응하며 자연세계 

보다 세계의 본질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면 이는 역으로 세계우주 또한 예술적 구 

조를 가짐을 의미한다. 때문에 세계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실증적 학문 

이나 이성적 논리적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며 세계의 비밀에 가장 가까운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상징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상징은 그것이 지난 “다의성 

“뻐。rOJIHJ<OCTb" , 그 “마지막 깊이의 어둠” 때문에 세계우주의 구조에 무엇보다도 

7) BJI'l. 뼈aHOB ， “싸C.IIH 0 C때BO.IIH 3Me" ， in: Co6paHHe CO'lHeH째， t. II , BplOCCeJlb 1974, 
p.61 1. 

8) lIocToeBC J<HH에게 “KpaCOTa"란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체현된 흡과 善， 다시 
말해 肉化된 質善을 의미한다. 상징주의자들의 lIocToeBCK째 관에 대해선 B.II. COJlO

BbëB, “TPH pe'lH B naMJITb lIocToeBcoro", in: Co6paHHe CO'lHeHH꺼 B.IIal1HMHpa C. CO.llO

BbëBa, nOll. pell. H C npHMe'laHIDIMH C. M. CO.llOBbëBa H 3. 끼 Pa.u끼。Ba ， 2-e H3ll. , Cn6. 

1911-1914 (5plOCCe.llb 1966), t.m, 188-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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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우며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川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주의자들이 예술(시)을 신화활동의 연장으로 여기고 신화 

시학을 지향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들에게 신화는 인류문화의 근원과 본질적 윤곽의 표현이자 역사와 현재 

와 예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깊은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열쇠이며， 이성적 

형식과 인과율적 사고에 구속됨이 없이 세계의 비밀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게 하는 

초논리적이고 합일적이며 통각적인 인식이다. 物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고 말했 

던 Kant와 그 후의 실증주의자들은 인간의식의 한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지만， 

상정주의자들은 그러한 “제한적” 이성 내지는 이성적 제한에 의해 표피적인 것이 

돼버린 문화의 굳은 층을 깨뜨리고자 했었다 10) 이를 위해 그들에겐 이성에 의한 

분석과 세분화 대선에 내적 상응과 본질에의 접근을 보장해주고 인간과 세계를 하 

나되게 해주는 새로운 문화원칙의 예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고， 그들은 그러한 

예술의 실재를 신화 속에서 확인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 상정주의는 예술세계를 존재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자 독 

자적인 실재성을 갖는 제 3의 현실 세계의 “아름다운 본질”을 체현시키는 보다 

근원적인 현실로 본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존재， 적극적 경우에는 수용자와 사회 

현실을 변화시키는 현실적 존재이자 힘이다. 예술과 현실， 말과 행동， 존재와 의미 

사이에 어떤 구별도 짓지 않는 통각적 통합적인 존재론과 기능론 이것은 신화의 

기본적 특정이다. 상징주의가 자신의 예술적 전범으로서 신화를 지향한 것은 더 

이상 예술세계를 미적 기능이나 미적 가치로 축소시키고 고립시킬 게 아니라 삶과 

예숭을 원래의 全-性으로 되톨려 놓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였다. 

신화는 시에서는 단지 상상력의 유희로 나타나는 것을 현실로 파악하며， 신화적 

의식(意識)에서는 존재와 의미， 物과 속성 사이의 분리가 없다 속성은 物과 마찬 

가지로 똑같은 존재론적 성격을 가지며， 때문에 신화적 담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야기된 것을 참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화세계에서의 가치대립은 률이냐 碼냐의 대립이 아니라 창조되었는가 않았는 

가， 즉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대립이며 이 존재론적 가치의 대립이 신화에서의 사 

건을 추진시키는 요소이자 주된 테마이다. 그러나 신화는 그저 단순히 존재나 사 

9) 세계불가지론과 예술의 인식론적 과제에 대해서는 B5I'I. HBaHOB, nO 3 Be3.aa.M. CTaT넓 
H aφ。pH3MbI， (CaHKT-neTep6ypr 1909) Letchworth 1971 , p.39, B. 5POOCOB, KJlIO'쩌 Ta 
HH, in: Co6paHHe CO'lHeH때 B ce째 TOMax, t.6, MOCKBa 1975, p.93 참조. 

10) 이성적 문화의 표피성에 대한 진단은 Mepel!<KOBCK뼈의 상기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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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아니라 “이야기되어진 사건”이다. 신화는 말과 이야기로 가져간 존재이며 말 

해진 모든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고， 말해진 것은 곧 유효하다 상징주의자들이 예 

술창조， 신화창조를 통해 삶의 창조에 이르고자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1) 포스트 신화 시대의 문화는 말과 말해지는 사건을 서로 분리시켜 현실 

과 예술을 나누고 미학도 결국 말을 향하는 형식미학과 사건을 다루는 내용미학으 

로 분화되어 발전해가게 되었지만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일시켜 말에 원래의 힘과 효력을 복원시켜주고자 한 것이다 12) 

1.2. 순환， 반복의 신화적 하부구조와 러시아 

상징주의의 보편신화 

신화적인 것의 원래 구조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 먼저 상징주의 신화시학은 신 

화 박물관적인 역사주의가 아니다. 신화적인 것은 그것이 테마로서 전변에 나선 

곳에서 가장 발견하기 힘들다. 상징주의는 결코 고대신화의 인물들과 모티브를 벌 

어오는 고대신화의 재신화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화적인 것을 구조로서， 

상징적 작용력으로서 복원시키고자 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Hansen - Löve 

가 지적하듯 “근대성의 아스팔트 아래에서 비시간적인 태고의 지층，， 13)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제한적 이성과 공식적 문화전통에 의해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는 문화의 무의식(잠재의식)으로서 계속 잠재해온 신화적 하부구조를 발견해내어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모든 형식들을 이차적 내지는 부차적인 상부구조로 나 

타나게 하는 하부구조의 추진력을 가시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상징주의 신화시 

학이 의도하는 바였다. 

상응론에서 이미 알 수 있듯 신화적 하부구조는 근본적으로 반복이다. 개별적인 

11) BeJ뼈는 그들의 목적은 그저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속에 형 
성되는 이상적 모델에 따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A. BeJ뼈， Boc
nOMHHaHHJI 06 때eKcaHllpe BJ10Ke, n6 1922, p.113, 젊은 상징주의자들 aprOHaBThI의 
신화시학에 대해선 A. B. JJaBpoB, 빼pOTBOp'leCTBO < <AproHaBToB> >, in: B. r. Ba3ap 
。B (pell.) , M때， φJ1bKJ10p ， J1HTepaTypa, JJeHHHrpall 1978, pp.l37 -170. 

12) “infans"는 발음학적인 언어능력 부재가 아니라 유효한 말을 아직 말할 수 없는 미 
숙함， 미성년을 가리킨다， 

13) A. A. Hansen-Löve, “ 2ur Mythopoetik des russischen Symbolismus", in: 
Mythos in der slawischen Moderne , hrsg. v. Wolf Schmid, Wien 1987,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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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에서 전체 혹은 다른 부분적 현상들이 “내비치는” 끝없는 상응의 신화적 세 

계는 영원한 반복， 영원한 회생， 영원한 생성으로 파악되는 세계이다. 신화에 내재 

하는 반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 첫째 신화적 담론에서 반복은 필 

수적 전제이다. 둘째， 개개의 신화는 하나의 근원， 즉 우주적 原텍스트로서 이미 

모든 것의 DNA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보편신화의 반복이다 

@담론 구성에 있어 신화 속의 모든 모티브， 모든 상징은 서로 상응관계에 있고 

따라서 서로 맞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신화 속에 

서는 존재함 그 자체가 이미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 관점으로부터의 부차적인 의미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물과 사건의 의미는 개인에 의한 해석의 결과가 아 

니라 존재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이며 신화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원래 처음부 

터 그였고 그인 그가 된다. 다시 말해 신화 속의 세계코드는 언제나 현재이며 그 

속에 시간이라는 직선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1<) 해석이라든 

가 의미부여라든가 하는 것은 주체로부터 대상으로 분리된 현상과 사건들을 하나 

의 선형적 의미연관 속으로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시간을 굴복시키려 하는 진보적 

이고 역사화 가능한 의식을 요구하며 그런 의식의 담지자로 서술자를 등장시킨다. 

신화에는 개인적 시각이라는 게 존재치 않으며 신화 바깥의 세계는 곧 존재치 않 

는 세계인 까닭에 독자라는 존재 또한 물론 불가능하다. 신화는 자기 자신을 축으 

로 회전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반복재생시키는 세계이다. 일회적이고 특별한 사건 

이 갖는 긴장감과 흥미진진함， 시작을 고정시키고 세계를 끝마무리짓는 종결점을 

향해 나가는 선형적 구조는 철저하게 CHHTarManlI< a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서술적 

슈제뜨의 속성으로 신화에 속하지 않으며15) 。cTpaHeHKe 또한 신화에는 존재하지 

14) XJJe6HHKOB의 시 “Pa3HH"은 이같은 신화적 시간구조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na 

JlliHLIPOM으로 유명한 이 시는 모든 행 하나하나가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얽어도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가지는 소우주로서 영원한 반복의 한 사이클을 나타 
낸다. 어느 시대에 어디서부터 원어도 언제나 같은 것을 전달하는 영원한 현재의 
텍스트， 결코 지난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는 텍스트를 XJIe6HHKOB는 naJlliH.lI

POM을 통해 시도했다. 신화적 모티브에 비유한다면 “Pa3HH"의 구성은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과도 같다. 

15) 신화구조와 서술슈제뜨의 차이점에 대해 10. J1oTMaH, “Die Entstehung des Sujets 

typologisch gesehen", in: AL따ätze zur Theorie und M ethodologie der 
Literatur und Kultur, Kronberg 1974, pp.30-66 (=CTaT바1 nO THnOJIOrHH H KyJIb

Typbl, II , TapTy 1973) 참조. J10TMaH은 슈제뜨가 “전래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건을 포착， 묘사하는 데 반해 신화는 “질서”를 고정시킨다고 말한다. 맑스주의자 
E. M. MeJIeTHHCK때는 선화의 이러한 구조적 성질을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다: “M빼 。6bCH~eT H caHKUHoHHpyeT cymecTB)~뻐때 COUHaJIbH뻐 H KOCMI껴eCKHff nop~ 

.lIOK B TOM ero nOHHMaH뻐 KOTopoe cBoffcTBeHHO .lIaHHOH Ky이bT，)'Pe ， 째φ 。6b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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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신화는 의미부여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선형적 텍스트의 모습으로 해석된 신 

화는 이미 신화가 아니다. 상징이 오직 상징으로만 번역될 수 있듯이 신화는 오직 

신화로만 번역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모든 신화는 하나의 原神話의 상호번역이 

다. 세계와 현상， 현상과 현상이 동형동상이라변 신화적 의식 속에서 세계는 보편 

신화(YIUlBepcaπbH뼈 뻐때)， 세계신화(MHPOB。꺼 Ml빼)이고， 현실은 현실신화(MH빠 neA

CTBHTeJlbHOCTH)이며 예술작품은 문화선화(KYJlbTypHble MH빠，1)로서 현실신화와 문화 

신화는 보편신화에 대해 부분신화 내지는 개별신화(4aCTHbl낀 때빼， enHHH4H뼈 Wφ) 

의 관계를 갖는다 ltil 

그렇다면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에게 있어 “YHHBepca뻐H뼈 뼈φ”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앞서 말한 순환과 반복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서두에서 밝혔듯 

러시아 상정주의자들은 이성문화와 개념언어에 의해 역동성과 에너지를 상실하고 

문화의 묘지로 변해버린 문화를 비판하고 삶(자연)과 유리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 

의 창조를 위하여 신화를 지향하고 나섰다. 따라서 그들의 신화지향은 문화의 보 

다 높은 발전，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제로 생각된 것이었고 세계의 근원적인 합일 

상을 보여주는 고대신화는 상정주의가 추구하는 것의 원형이었지 결코 이상형은 

아니었다. 

신화의 순환반복적 세계관은 상정주의에서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것이였지만 

상징주의 신화시학의 경우 그것은 처음부터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는 것이었고， 그 

러한 추구 속에서 지식문화의 굳은 층을 용해시키는 것은 니체에게서처럼 부정이 

나 파괴 혹은 복귀가 아니라 변증법적 극복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은 상정주의 

자들이 도스토옐스키이의 문학에서 선화시학적 원칙을 발견해내고}Î1 도스토엠스키 

이와 그들간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도스토웹스키이 

문학의 특성은 rOH4apOB나 J\. TOJlCTOA와는 달리 완성 된 전개 의 형 태로 세 계를 제 

4eJloBeKy ero CaMOrO H OKpy:l<alOllUlii MHP, <IT06bl 1l0llt\ep:l<HBaTb 3TOT llOP5l1IOK". E. M. 

MeJleTHHCK깨， n03T씨<a M때a ， MOCKBa 1976, p.169f. OJlbra φpe때eH6epr는 “M빼 H JlH

TepaTypa lIpeBHocTH", MOCKBa 1978, p .1 78-487 에서 선화적 탐폰과 post-선회 적 탐 
론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16) 여기 사용된 용어와 신화의 HepapXH5I에 대해서는 3. r 빼HU， “C씨BOJl Y A. 5J10Ka", 
pp.233-234 참조. 

17) Mepe:l<KOBC재꺼， 상기 논문， 
B H. TOllOpOB, “ n03THKa DOCToeBCKoro H apxaH4Hμe cxe뻐.1 MHφOJlOrH4eCKoro MbUllJle

HJ.UI" , in:ψ06.π'eMbl n03THK.α H HCTOpHH AHTepaηpbl， CapaHCK 1973, pp.91-109 참조. 



알렉산드르 블로크(AReKcaHap DROK) 시학에서의 신화와 현실 9 

시하지 않고 발전과 생성 속에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들끓고 

있고 아무 것도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아직 생성 중”인 도스 

토옐스키이적 세계삐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 즉 “긍정적인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교회 19)"를 향하고 있다고 본다. 

순환과 목적론적 방향성의 결합은 러시아 상징주의 신화시학의 보편신화， 불변 

신화로 작용하는 BJL C01l0BbëB의 세계관 속에 이미 기초되어 있다. 

C01l0BbëB는 그의 “니TeH~ 0 6oroqe1loBeqecTBe’'(1877←81)2<))에서 우주 속에서 정 

신이 생성하는 과정을 @自然前 존재(./lOnpHpolIHoe 6bITHe), (z)물질 세계의 창조，@ 

정신과 物의 합일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대자 혹 

은 만유를 포괄하는 “全→”로서의 신은 두 개의 원칙， 즉 절대자의 직접적 표현인 

세계정신 로고스와 로고스 혹은 全-의 “실현된 이데아"(세계혼， 소피아)를 나타 

내는 두 원칙을 함께 지니며， 自然前 단계에서 이 두 원칙은 절대적인 全- 속에 

머무른다. 全- 속에서 세계혼， 소피아는 정신과 물질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와 

덧없는 현상을 연결시키고 합일시키는 존재 神의 육체로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 

류성， 6oroQeπ。BeQeCTB。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全-性은 물질세계의 창조와 함께 

분열되고 全우주적인 유기체는 개별원자들의 기계적 총합으로 변질된다 세계혼은 

피조물의 복수성 세계로 내려서면서 이 물질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차오스의 

포로가 된다. 이 같은 상태는 C01l0BbëB에 의하면 이미 신의 창조행위 그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神的 원칙은 자신 속에 내재하는 이상적 존재들의 관념만으로 

만족치 않고 그것들에게 각자의 고유하고 현실적인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 

인 주체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틀 개별명혼으로 이루어진 세계혼은 신적 원칙으 

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신 바깥에서의 자신"(142)을 주장하고， 자신의 절 

대적인 독자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세계의 통일성， 전 

일성은 산산조각나고 세계혼 자신도 神性의 중심에 차지하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분열된 원소들의 “새로운 긍정적 합일 “세계 속에 

서 신적인 것의 체현”을 향한 세계사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목표점을 

향해 이끌어가는 추진력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깃든 움직임의 원칙은 스스로 분 

열을 야기시켰고 이제 다시 신적 원칙과의 합일을 갈망하는 세계혼이다. C01l0BbëB 

에게 있어 세계사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인 “신적 육체”로 

18) B1I. COJIOB않B ， 상게서， p.192. 

19) 상게서 p .l97f. 

20) BJI. COJIOBbëB, 상게서， pp.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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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되어 하나가 되는 것， 신과 세계혼의 2차적이고 궁극적인 합일이며 그것은 곧 

아름다움의 완성을 의미한다. 

세계사를 아름다운 합일， 아름다운 종말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이 같은 COJIOBbëB의 세계관이 앞서 다루었던 순환 반복적 신화구조와 완전히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COJIOBb않의 세계관은 原神話的 세계상 

쿄스모스와 카오스의 영원한 투쟁， 갈등-을 外的 시점에서 해석하고 의미부여한 

방향성을 갖는 텍스트다 COJIOBbëB는 신화를 정태적 본체론적 존재원칙으로， 동시 

에 생성의 역동적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신화본유의 前論理的 순환의 사고와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리고 Schelling, Hegel의 발전변증법이 그의 신화론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러시아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자들은 COJIOBbëB의 영향21l 아래 세계를 서술적 텍스 

트로 이해했다. (포스트 신화 시대의 인류에게 신화는 이야기 텍스트， 의미부여와 

해석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COJIOBbëB 세계관에서의 움직임의 원칙은 Te3a, aH

n fTe3a, CHHTe3의 단계를 거치며 러시아 상징주의의 예술 텍스트로 다양하게 전개 

되어진다. 

II. 5J10K의 신화관-이론적 신화관의 부재 

20세기로 들어서는 러시아를 채웠던 희망과 예감， “황금시대”의 옛 신화가 실현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젊은 시인의 삶에 대한 갈증， 유기적 세계이해는 OJIOI<에게 

그의 기본신화一“.llYIIla 뻐pa" ， “ BellHa.ll :t<eHCTBeHHOCTb"의 신화가 형성되는 걸 가능 

하게 했지만 OJIOI<이 자신의 신화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적은 없다. 스스로 자 

신을 反이론적인 예술가로 내세웠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등( V, 325f.) OJIOI<은 B.lIq. 

μBaHOB나 A. oeJ빼처럼 개념어로 씌여진 시학 논문을 남기지 않았다 OJIOI<에게서 

논리를 해체하는 카테고리는 자신과 주위세계에서 발견하던 삶의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내용이었다. 그에게는 예술과 이론이 가역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과 

예술이 가역관계에 있었고 때문에 신화에 대한 이론적 견해표명을 발견하기는 매 

21) 상정주의자들에게 미친 COJIOBbëB의 영향에 대해서는 A. Knigge, Die Lyrik Vl. 
Solov'evs und ihre Nachwirkung bei A. Belyj und A. Blok, Amsterdam 1973, 
n. rpOMOB, A. BJlOK, ero npeαneCTBeHHHKH H COBpeMeHHHKH, MocKBa-fleHHHrpan 1966, 
A. CJlOHHMCK째， “ BJlOK H BJI. COJlOBbëB " , in: 06 AlI. BJlOK 1927, pp.265-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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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힘들다 하지만 일기장이나 메모수첩에서 드물게 보게 되는 몇 안되는 그런 귀 

절들은 벌써 신화원칙이 그의 원칙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1902년 6월 26일의 일기 

에서 5JIOK은 신화적 철학을 그의 정신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를 밝히면서 

그의 신비주의적 철학의 유일한 원칙으로 “여성적인 것"(“*eHCTBeHHoe" )를 내세운 

다 

“ C06Mpa.ll <<MMφ。π。rM'IeCKMe MaTepb.llJIbI>> , llaBHO y.l<e xO 'ly .lI 

nOJIO-*MTb OCHOBaHMe MMCTM'IeCK。η !þMJIOCO!þ짜 Moere Ilyxa. 

YCTaHOBMBillMMC .lI HaM60JIee Ha 'laJIOM CMeJIO Mory Ha3BaTb TOJIbKO OIlHO: 

*eHCTBeHHoe. ( ... ) 51, KaK MY*CKOH KOppeJIaT <<MOerO>> 

*eHCTBeHHoro. <<3rOMCTM 'Ie- CKOe>> MCCJIeIlOBaHMe. "(때， 48) 

이 몇 줄에서 우리는 “여성적인 것”이 이미 5JIOK의 유일한 신화로 자리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OJIOBbëB 신화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것” 

과 5JIOK의 관계는 훨씬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에로틱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이 

어지는 글에서 5JIOK은 신화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성의 극복을 

지향함을 밝힌다. 

“ MM!þ eCTb, B Cy~HOCTM CBOeH, Me 'lTa 0 CTpaHHOM -- Me 'lTa BCeJIeH

CKa.ll M Me'lTa JIM'IHa.ll, TaK CKa3aTb -- MeHee M 60JIee cy6beKTMBHa.ll 

(HO HMKorlla He 06beKTMBHa.ll, M60 HMKaKa.ll <<Me'lTa>> He Mo*eT 6피Tb 

。6beKTMBHOH. OHa TOJIbKO 60JIbille M MeHbille 06beK깨<BM>pyeTC.lI， -- ny 

TeM KpMCTaJIJIM3aQMM CBoero cOllep*aHM.lI BO BCeJIeHH。때， ero O'lMCTKM 

。T TyMaHHocTe때 。IlMHOKOro Ilyxa). "(VII, 48-49) 

역시 COJIOBbëB를 인용하면서 5JIOK은 신화란 “피안과 차안， 지상과 천상의 신비 

한 결합에 대한 이야기 "(49)이며 @미적 단계，(2)윤리적 단계，@종교적 합일의 단 

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 ‘ ) MMφ npoxOIlMT CTaIlMM: 3CTeTMKa (OIlMHoKoe CTpallaHMe, MHIlM-

BMllyaJIbHoe), 3TMKa (cocTpallaHMe BCeJIeHCKOe, <<He'lTo>>). llaJIee -

nOCJIellHI써 M BhlCillMH CMHTe3 MM!þOJIOrMM 3CTeTM'IeCKOH M MM!þOJIOrMM 3-

TM앤CKOH -- npeTBOp.ll eT M빼OJIorMlO B peJIMrMlO :( ... )" (VII , 49) 

5JIOK 신화관의 출발점인 주관성은 고대신화가 세계에 대한 고대인간의 앓，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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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의 의식에 완전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던 세계를 제시하던 것과는 달 

리， 신화시학적 문학은 주관성과 자의의 개업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JIOK은 고대신화가 현대로부터 얼마나 별리 떨어져 있으며 신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깨닫고 있다: 

“ Ho BOT MH~ npOmeJI CKB03b HCTOpH~ ， 3anhlJIHJIC~ B ee paBHHHaX H’ 
XOT~ eme npHHeC HaM MaJIy~ ~OJI~ OCJIenHTeJIbHOCTH CBOeH, HO C~eJIaJI

C~ KHH*HOH CKa3K。α ， npe~eTOM o6cy*~eHH꺼 Ha Kaφe~pax H n hlJlbHbIX 

CTpaHHl.\ax;( ... )" (1 906, V , 612) 

역사의 벌판을 지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 신화， 인쇄된 동화나 누렇게 바랜 강 

의재료가 돼버린 선화를 다시 삶의 텍스트로 살려내는 일은 고대신화의 모티브， 

주인공， 주제들을 인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대의식， 삶의 현상들과 

그것의 토대인 신화적·고대적 의식과의 살아있는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가능하 

다고 5JIOK은 보았다 민족적 신화학에 대한 관심(“n033깨 3arOBopoB H 3aKJIHHa 

HHH" , 1906, V, 36-65) , 신화적 기억깅)에 함께 참여하려는 노력(“na~Tb Bpy6e~" ， 

1910, V , 421-424) ,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절대적 힘을 통해 “본질에 대한 객 

관적 진실”로서의 살아있는 신화를 다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5JIOK 신화관의 내 

용이다. 

m. “ CnlXH 0 npeKpacHoH .llaMe"-E~1 마 속의 反테 마 

“CTHXH 0 npeKpaCH。꺼 ~aMe"는 많은 점에서 COJIOBbëB의 세계신화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학 전체의 출발신화 역할을 한다 상정주의 보편신화에 대한 부분 

선화적 상응으로서의 “CTHXH 0 npeKpaCH얘 naMe"와 5JIOK의 私的 신화로서의 “CTH 

XH 0 npeKpaCHOH ~aMe"의 관계， 5JIOK 문학의 발전과 함께 “npeKpaCHa~ llaMa"의 신 

화가 걷게 되는 길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부터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이다. 

앞 장에서 5JIOK에게 있어 살아있는 신화의 실현은 무엿보다도 사랑의 절대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내 찌060Bb MeH~eJIeeBa에 대한 사량 이전 

22) ll. MaKC써。B의 “o M때。n03TH'-!eCKOM Ha'-!aJle B JIHpHKe 5JlOKa"는 거의 전적으로 5JlOK 

초기시의 llpeBHHe Bocn。써HaHHe 패라디임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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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898년 그의 첫사랑 K. M. CaLIOBCKa$l에게 쓴 편지에서 5JIOK은 사랑이야말로 전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힘이라고 적고 있다: 

“ flw60Bb He HMeeT rpaH“U, OHa MO*eT pa3JIHTbC$I OqeHb illHpOKO H 0-

XBaTHTb BeCb MHp lIJI$I TeX, KTO AW6HT; H TOrLIa CqaCTbe HX 6YLIeT Be

qHO, *H3Hb JIHilleHa COMHeHHß H XO刀。lIHoro paCCY*LIeHH$I. A 3TO CaMOe 
’,23) rJIaBHOe, rroToMy qTO B *H3HH H 6e3 TOrO MHOrO rop껴 ‘ • ‘ ?’ 

삶의 모순을 해소시키고 회의를 없애고 고독한 명상과 사유의 회로로부터 인간 

을 끌어내어 세계의 전체와 결합시켜주는 힘인 사랑은 npeKpaCHa$l naMa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표현되며， 사랑이 삶을 차가운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해방시 

키듯 npeKpaCHa$l n aMa 역시 신화시의 바깥에서 이성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분위기 

와 마음으로 느껴지는 비이성적인 존재이다 241 몇 년 뒤(1907) 5JIOK은 그의 서정극 

서문에서 OHa를 “*H3Hb, rrpeKpaCHa$l, CB060lIHa$l H cBeTJIa$l "(VI, 434)라 부름으로써 

이 비이성적(초이성적) 존재에 대해 보다 개념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5JIOK 텍스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npeKpaCHa$l 

LIaMa에게 다가가는 것은 부차적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 텍스트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 

UHKJI “ CTHXH 0 npeKpacHoß LIaMe"는 5JIOK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그의 초기시의 이 

상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HerrOLIBH*HOCTb" , “nepeKpeCTKH" , 

“YlI\ep6"로 이뤄진 시집 “CTHXH 0 npeKpacHoß LIaMe" (1 904)논 말할 것도 없고 “CTH

XH 0 npeKpacH얘 LIaMe"라는 표제 아래 모인 1901→ 1902년의 시들( CTHXoTBopeHHe, 
rrepBa51 KHHra, 1922) 역시 npeKpaCHa5I naMa에 대한 테마와 함께 反테마까지도 전 

개시키고 있으며 숫적으로도 순수한 테마만을 다루고 있는 시보다 反테마를 품고 

있는 시 가 더 많다 이 점 에 서 “CTHXH 0 npeKpaCH。꺼 LIaMe"는 1903년 무렵 에 시 작 

된다고 얘기되는 5JIOK 시의 안티테제 시기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CTHXH 0 npeKpaCH얘 gaMe”에서 테마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띠KJI의 기본적 정조는 분열없는 삶에의 갈망， 세계혼의 체현인 “지극히 아름다 

운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동경， 기대， 예감이다. 많은 곳에서 COJIOBb강B의 시가 인 

용되거나 모토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치 않더라도 띠K끼 전체의 모토로 

23) 5J10 1<0BC I<Hμ C60PHHI< II , TapTy 1972, p.318. 

24) 1903, 6 , 18일자 5e파IH에 게 보낸 5J101< 편지 참조. AJIe l<CaHlIP 5J101<, AHlIPe어 5e.m.따， 

마laJlOr n03TOB 0 POCCHH H peBOJlIDU깨， MoCI<Ba 1990,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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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COJIOBbëB의 시 “TP” CBmaHMR”Z)의 프롤로그를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의 만남에서 시의 주인공은 세계의 정신적 본질을 깨닫게 되길 희망하며 

지상적인 것， 시간， 죽음의 굴레로부터 구원되고자 한다. 사랑은 처음부터 역사와 

시간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전개되는 신비하고 에로틱한 모습을 띤다. “높은 

이상”과 “낮은 인생현실”의 세계가 자연을 사이에 두고 수직배치되어 있는 전체적 

구도 속에서 시의 주인공인 “나”는 “검넘 그림자"(펴e'-l뻐e TeHß") , “황혼"(“c)'Mep

KI-I"), “바람"(펴eTep") ， “봄"(“BeCHa")의 모습 속에서 완성된 삶과 영원을 회상하고 

예감한다. 이미 첫 시에서 UßKJI의 테마는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며， “나”는 가장 훌 

륭한 삶의 날들， 지나간 젊은 날들이 영원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예견 

하고 꿈꾼다: 

51 BbllDeJI. Me,llJleHHO CXOLlliJIß 

Ha 3eMAro C)'MepKß 3ßMhl. 

싸ulyBmßX ,llHefl MJIa，ll히e ÕblJIß 

npßmJIß ,llOBep'-lßBO ß3 TbMhl' 

npßmJIß ß BCTaJIß 3a nne'-la찌’， 

H neJIß C BeTpoM 0 BeCHe 

H T없ßMIO‘ $1 meJI mara뻐， 

npoBßD$I Be'-lHOCTb B rnyÕßHe' 

0, Jl)"-lmßX ,llHefl 없Bble ÕblJIß! 

nO,ll Bamy neCHb ß3 rnyõß빠I 

Ha 3eMAro C)'MepKß CXOLlliJIß 

25) “ 3apaHee Hall CMepTblO TOp*eCTBY.s! 

H uenb BpeMeH JIIOÕOBbIO OllOJIeB, 
nO,llpyra Be'-lHa.s! Teõ.s! He Ha30By .s!, 

Ho Tμ nO'-lyemb TpeneTH버fI HaneB' .. 

Ho Bep)~ OÕMaH4ßBOMY 짜’py， 

nOll rpyõolO KOPlO BemeCTBa 

~ OC.s!3aJI HeTJIeHH)~ n。때ßpy 

H y3HaBaJI Cß.s!Hbe ÕO*eCTBa"'" 
( ... ) 
BJI. COJIOBbëB, CTßXOTBOpeHIl.s! Il WyTo'-lHble nbeCbI, 끼eHIlHrpan 1974, p .l25. 



알렉산드르 블로크(AJIekCal띠P !iJIOk) 시학에서의 신화와 현실 15 

H BeqHOCTH BCTaBanH CHhl! ( 1 , 75) 

시는 껴”가 바깥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B뻐e.n"은 한 의미영역， 한 공 

간으로부터 다른 의미영역， 다른 공간으로 나감을 뜻하지만 이 움직임은 하나의 

수평공간 내에서의 움직임이다. 한 수평공간에 속하는 존재와 삶의 형태로부터 자 

신을 분리시키는 “바깥으로 나섬”을 통해서 “g”는 자신을 고유화， 개별화， 탈사회 

화시키고 “소란한 백성들이 금과 빵을 달라 외치는"(“KpyroM 0 3naTe Hnb 0 xne6e 

/ Hap。뻐 myt<뻐e KpHqaT' , ,", 1 , 78)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나 그가 속하는 물리적 공간은 어디까지나 이 세계， 지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I"의 물리적 수평운동은 “다른” 세계의 기호를 예감케 하는 자연의 매개적 기능 

을 통해 정신적 수직운동과 연결된다. “땅으로 낸련올 어스름” 속에서 지난 날들 

이 바람과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 노랫소리에 맞춰 언슨률은 계속 땅으로 낸 

란오곰 영원의 잡은 계속 윌엄쇠단. 삶의 가장 훌륭한 날들은 태고의 기억처럼 먼 

것이지만 실재했던 과거， 신화의 세계로서 “나”에게 친숙하고 “내”가 “믿어 의심 

치 않는"(“1l0BepqHBO" ) “있었던 일”이다 이 확실성과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 

원과 연결되면서 2연에서는 예지， 예견으로(“npoBHJl.!I BeqHOCTb") , 나아가 3연에서 

는 잠(꿈)으로 바뀐다. 아직 회의와 분열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없지만 깨어나 

는 “영원의 잠”이 “영원한 꿈”으로 되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하는 것 또한 어 

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신화시대(“자rqmm< 1lHeß 빼빠e 6hlnH!")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 영원의 잠을 깨우는 것 - 이것이 바깥으로 나온 나의 정신적 지각 

적 활동의 전부이며 나의 시의 내용이다 시의 첫 단어와 끝 단어， “g”와 “cHbI”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체험의 차원을 더욱 강조한다. 사회적 일상적 공간의 바깥으로 

나옹 “나”는 “꿈”의 공간에 들어섰으며 이 꿈은 영원한 다른 세계에 대한 지상존 

재의 꿈이란 점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이” 세계의 어떤 다른 사람들도 등장시키 

고 있지 않은 오로지 나만의 꿈， 개인적인 꿈이며， 신비론적이고 유토피아주의적 

인 층위보다는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층위가 훨씬 비중이 큰 꿈이다 

첫 시에서 추상명사로만 등장했던 “영원"(“BeqHOCTb")은 두 번째 시부터는 “너” 

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며(“neCHH TBOH" 1 , 76, “ TBOß npax" 1 , 77) , 

곧이어 “나”의 “너”로 등장한다: “ CnHmb Thl 3a llanbHeß paBHHHoß, / CnHmb B CHe

rOB。때 neneHe'" "( 1 , 77) , 너의 잠은 “재"(“npax")처럼 잊혀지고 죽음처럼 깊어 

보이지만 과거는 그저 재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영생의 정신으로 나의 렛 가에서 노래한다: “ Pa3Be BOCKpeCHYTb B03MO*HO?/ Pa3Be 

6bVIoe , 一 He npax?/ HeT, (", )"(77) , 나의 적극적인 꿈， 나의 끈질긴 요구가 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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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가라앉은 너의 조용한 꿈을 어지럽게 하고 내 영혼의 먼 부름을 너는 알아채게 

된다: “HeycT iiIODUiM C까κ。M JI'。없T/ ~aneKHH 30B apyro찌 며매H" .. "(78). 옹전히 너의 

노예가 되어 告知의 칼을 찬 아름다운 천사를 기다리는 나에게(“뼈y npeKpaCHor。

aHre~/ C 6JIarOBeCT빼 Me"lOM" , 79) 너의 먼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와지고(‘꺼 

noc뼈nan OT3ByK MaJ뼈， / OTllaneHH비e illarH" , 81) , 너는 더이상 높은 곳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고 내게로 다가와 끝없는 원을 닫음으로써 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C 

6b1JIOCb npopo"leCTBO Moe"(82). 

여태까지 눈처럼 찬(“CHerOBOH" ， “XOJIOll뼈’) 이미지로 등장했던 여주인공은 불， 

불꽃과 함께 나타나고 (“C nJIaMeHeM TBOHM" 80, “ B CYMPaK aJ뼈 “ nJIaMeHe$l" 81), 

나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 “너”의 사원이 활활 불타오르며 처음으로 대문자로 나 

타난다: “ 3al1<rJIOCb CB$lTHJIHlIle TBoe"(82). 

告知의 칼을 찬 아름다운 천사， 불꽃처럼 타는 아름다운 천사， 불타오르는 사원， 

끝없는 원의 닫힘， 대문자로 시작되는 TBoe ‘ 이 모든 것은 여기 이루어지고 있 

는 사건이 단순히 사적인 사랑의 실현이나 시간 속에서 반복가능한 일이 아니라 

세계 전체， 시간 전체를 완성시키고 영원으로 들어서는 묵시록적 의미를 갖는 것 

임을 말해준다. 시간의 원은 드디어 닫혔고 불꽃 속에서 모든 존재는 그들 사이의 

경계를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로 새로 태어나고 융합된다. 그 속에서 나는 나의 개 

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전우주， 과거와 미래가 모두 내 속에 있게 되 

며 “너”에게 “너”의 불꽃에 나를 완전히 바침으로써 나는 JIH"IHOCTb의 완성을 실현 

하게 된다 

Bcë 6hlTHe H CVIIlee COrJIaCH。

B BeJIHKOH, HenpeCTaHH。다 THillHHe 

CMOTpH Tylla yYaCTH。’ 6e3yYaCTH。’ •} 

MHe Bcë paBHO -- BCeJIeHHa$l BO MHe. 

( ’ .. ) 

H caM B ce6e C l’36blTKOM 3aK피o"lalO 

Bce Te orHH, KaKHMH Tbl ropHillb. 

(- .. ) 

np。피ellillee ， rp$lllYlllee • BO MHe. 

Bcë 6blTHe H cYIIlee 3 aCTblll。

B BeJIHKOH, HeH3MeHHOH THillHHe. 

H 311eCb B KOHue , HCnOJIHeHHb따 npo3peH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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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nepe띠en rpaHH~HYW ~epTy. 

(88) 

서정적 주인공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UHKn의 테마는 여기서 일단 완결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는 계속되고 기다림과 꿈 또한 계속된다. 

인간과 짐승의 세계이며， 그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원하지 않는(“51 XpaHHnHII\e 

뻐ICnH MOeH/ YTaIO OT JDOL\eH H 3BepeH" , 84) 이쪽 세계의 경계를 그는 념어섰지만 

다른 세계로 날아오르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51 TonbK。 뼈y ycnoB

Horo BH.lleHb.s!, / 니To6bI OTneTeTb B HHYW nycToTy"(88) 

서정적 주인공이 말한 “C6blJlOCb npopo~eCTBO Moë" (82)는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실현의 보고가 아니라 “미래의 분열되지 않고 조화로운 삶”의 선취이며 그와 같은 

최고의 이상이 지상의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도달가능하 

다는 것， 그 희망만 가지고도 사는 일은 보람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그를 에워싼 일상의 공간은 낯설고 차갑고 어두운 안개다(85). 존재 

사이의 모든 경계를 없애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스스로를 인간과 짐승의 세계로 

부터 경계지우는 “바깥으로 나섬”을 전제했고 이 반항과 기도 속에서 서정적 주인 

공이 겪은 고통이 불꽃처럼 가장 강렬하게 타오를 때 구원은 신의 은총으로 주어 

지면서 현실의 환영을 쫓아주지만 이 구원은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때 때 로 찾아오는 시 간 속의 위 안에 불과하다 .“니eM 60nbHeH 마때e 뼈Tell<H얘， / TeM 

쩌cHeil MHPbI.! 50r na3ypHbIH, 째CT뼈， Hell<H뻐/ lliJIeT CBOH .llapbI" (83). “깨Illb nop얘， 3a 

CJ뻐뼈B 6ora, / llonb 6nélJKeHHOH CTOpOHbI/ 113 pO,llHMoro ~epTora/ rOHHT npH3pa~Hble 

CHbI, / 11 B non.slx MenbKaeT MHoro/ 4HCTbIX .lleBCTBeHHHU BeCHbI" (85). 

나아가 이 위안은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다.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의 

가능성이 암시될 때조차도 곧바로 이 사랑이 환상임을 깨우쳐주는 깨달음이 뒤따 

른다: “Me:l< Hac • c~aHHoe BOnHeHbe.! C껴띠a꺼HO Cna.llOCTHb따 。6MaH -"(179) , “B 

cë npH3paK - Bcë rope - Bcë nO:l<b!" (180). 

서정적 주인공과 여성적 이상간의 거리는 절대무한이며 설령 그 거리가 제로단 

계로 좁혀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의 “너”는 다른 얼굴을 한 너， 따라서 

내가 기다려온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反테마로서 꿈과 기다림， 

믿음에 강한 대조를 이루며 시를 합일에 이르지 못하는 iE과 反의 대립으로 끝나 

게 한다. 1904년에 출판된 시집 “CTHXH 0 npeKpaCHOH .llaMe"에서 서시 다음에 제 1 

시로 배치되어 UI'!Kn 전체에서 갖는 함축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던 시 “npeæ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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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YJO Te6.l1" (94)는 COJIOBbëB的 테마가 5JIOK에게선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H T.lI*HhlH COH *llTeHCKOro C03HaHb.ll 

T bI OTp.llXHeWb, TOCKy.ll H 찌o6.l1. 

npeaqyBcTBYJO Te6.l1. ropa npoXO~T 싸{M。 •• 

Bcë B 06JIHKe OllHOM npeaqyBcTBYJO Te6.l1. 

BeCb ropH30HT B orHe -- H .lICeH HeCTepnHM。’

H MO.IJl-!a *Irý, -- TOCKyJl H J1J06J1. 

BeCb ropH30HT B orHe, H 6JIH3KO nO.llBJIeHbe, 

Ho CTpamHO MHe: H3MeHHllib 06JIHK T찌， 

H Dep3Koe B036YDHllib nOD03peHbe, 
CMeHHB B KOHue npHB~HbIe qepT꾀. 

o KaK napy ••• H ropeCTHO, H HH3K。’

He ODOJIeB C‘e 

KaK .lICeH ropH3oHT! H ~e3apHOCTb 6JIH3KO. 

Ho CTpaWHO MHe: H3Mem’Wb 06JIHK T bI 

BJI. COJIOBbëB 

COJIOBbëB과의 차이는 우선 모토로 내세워져 있는 COJIOBb강B의 시 “ 3aqeM CJIOBa? 

，2til의 마지막 귀절이 이 시의 새로운 컨텍스트 속에서 갖는 서정적 주체와의 

관계에서부터 감지된다. 모토에서의 “ TOCKy.ll H JD06.l1"는 “너”의 성질， “너”의 감정 

으로 삶의 의식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잠을 흔들어 떨쳐버릴 “너”의 행동과 결합 

되어 있다. 그러나 5JIOK 시의 2연에서 이탤릭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TOCKy.ll H 

JD06.l1"는 “나”의 감정일 뿐이다. 동경과 사랑은 “나”에 대한 “너”의 관계가 아니라 

26) 811. C01l0BbëB, CTllxoTBOpeHll.ll Il WyTO'lH버e nbecbl,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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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 대한 나의 일방적 관계에 불과하다. 모토에서의 “너”의 동경과 사랑이 당 

연히 실제적 행동(“。TpSlXHeUlb COH")과 결합되는 것과 달리 본문 속의 “나”의 사랑 

과 동경은 수동적 행동이면서， 그러나 나에게 가능한 유일한 행동인 “말없는 기다 

림"(“MO)lt{a lI<DY")과 함께 할 뿐이다. 너를 향한 나의 감정과 예감의 강렬함은 1연 

에서 3연 1행까지 세 번에 걸쳐 되풀이되는 “BeCb"( “ Bce")에 의해 강조되고 불 

(“orOHb") , 가까움(“6JIH3KO")에 의해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곧이어 3연 2행에서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한 너의 출현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갑자기 토로되고(“H。 

CTpaUlH。 뻐e: H3MeHHUlb 06JIHK TbI"), 4연과 5연에선 추한 의심과 나의 추락이 얘기 

됨으로써 1연과 3연 1행의 테마에 대해 反테마가 완전한 대칭구조:m를 이루고 마 

지막 6연에서 이 대칭구조는 다시 한 번 재현된다. COJJOBbëB의 시들에서는 테마 

反테마의 발전이 대개 합일에 도달하고 있고 또 그의 시에서 울리는 아이러니의 

음조는 “너”나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와의 실현된 만남을 믿으려들지 않 

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DJJOK의 “npell'lYBCTBYJO Te6S1 ••• "는 더욱 

뚜렷한 대비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反테제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 

“ npeKpaCHaSl llaMa"의 존재 자체나 이상으로서의 위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51"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 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서정적 “T퍼”가 그 

모습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내 앞에 나타날 “Ta”는 여태껏 언제 

나 빛나고 하쌓고 푸르고 영원한 “Ta”로만 예감해왔던 그런 “Ta”가 아니라는 것， 

나는 그러한 이상과 소통할 수 없으며 하나가 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다. 이 

소통의 불가능성은 이상이 지난 긍정적 성질을 소통을 방해하는 부정적 성질로 바 

뀌게 한다. “THUlHHa"는 소통을 애당초 불가능하게 하는 성질로， “6eJJb따”는 차가움， 

냉담함， 죽음과 연관된 성질로 재해석된다. 다음의 시는 나와 이상의 관계-거리 

엄존과 소통불능 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현실로서 확인하고 있는 보기이다. 

TbI .1laJJeKa, KaK npe:!<.1le, TaK H HbIHe, 

MHe He Ha때TH po.1lHble 6epera. 

MoSl ne~aJJb ~a TBoeH CBSlT빠ie ， 

11 pa.1l0CTbIO lIYIIla He .1lopora. 

27) DJJ아〈에게서 예술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과 불협화에 대해서는 끼 TWMOφeeB ， 
“n03TWKa KOHTpaCTa B n033WH A. DJJOKa", PycCKa.JI JlHTepa. Typa., 1961, 2, pp.98-107, 
B. :l<wpM)띤CK때， “n033HSI A. DJJoKa", in: 06 M BJ10Ke, 1921, p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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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poBb때 xnan -- TBO~ CB~Ta~ CHna: 

5e360*HNß *ap HeßneT CB~THhlM MeCTaM. 

nycKa꺼 nm6BH -- 3a6BeHbe H MOrHna, 

TbI Han MarHn'。α - 꺼t，le3apH뼈 xpaM. (117) 

이상의 성스러움， 엄격한 차가움과 나의 지상적 성질(사랑， 열정)은 결코 합치될 

수 없는 대립으로 드러난다. 이상에 대한 나의 사랑에는 망각과 죽음만이 있을 뿐 

이며 이상은 그 무텀 위에 차갑게 빛나는 사원이다. 모든 현실적인 것， realia의 차 

원으로부터 동떨어져있는 이상에게 인간적인 정열 지상적인 사랑이란 원칙적으로 

이질적인 것이며 둘 사이에는 어떠한 결합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反테마의 

발전은 결코 “npeKpaCHa~ llaMa"에 대한 “나”의 배반이 아니라 “npeKpaCHa~ llaMa" 

가 지년 이상으로서의 성격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언제 

나 멀고 언제나 엄격한 이상 “npeKpaCH~ llaMa" 변할 수 없기에 변하지 않고 도달 

할 수도 없는 이상은 서정적 주인공의 “너”가 될 수 있는 능력， 서정적 “Tu”로서의 

기능을 박탈하고 입관식을 맞게 된다. 1904년의 “CTHX“ 。 npeKpaCHoß naMe"에서 

“HenonBH뼈。CTb"의 마지막 시로 발표되었고 나중에 UHKn “PaCnyTb~" (1902-1904) 
의 마지막 시로 편입된 시(1904. 6. 18)는 바로 이 “TbI"를 무덤 속에 잠재우는 자 

장가다 

BoT OH -- p~n rpo60BbIX cTyneHeß 

11 Me* Hac -- HHKoro. MbI BnBoeM. 

CnH TbI, He*Ha~ cnyTHHua DHeß, 

3anHTbIX He6b1BanbIM ~OM. 

TbI nOKOHmbC~ B 6enOM rpo6y 

TbI C ynbI6KOα 30Bemb: He 6y따. 

(- .. ) 

CnH • TBO꺼 。TDbIX HHKTO He npepBeT. 

(- .. ) 

(323)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여신의 왕좌로 가는 계단h은 무덤의 계단으로 변했고 그 

무럽 속에서 “npeKpaCHa~ llaMa"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자는 미녀”가 된다. 



알렉산드르 블로크(AAeKcaH~p BAOK) 시학에서의 신화와 현실 21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며 죽음의 잠에 빠지는 그녀는 다시는 서정적 “TbI"로 불리워 

지지 않을 것이다. “Tbl"의 상실은 띠Kπ의 마지막 시 “ lloMa pacTyT, lCa lC *eJlaHb.sl，"에 

서도 극화되어 나타난다(238). 그녀의 흰 사원이 서있던 곳엔 파괴와 폐허의 악취 

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오르페우스처럼 신부를 잃어버린 서정적 주인공에게 사물 

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된다. 전에는 경멸의 대상으로만 등장했던 현실사물들이 이 

젠 위협적인 존재로 의식되고 이 깨달음은 “나”에 대한 객관화의 거리， “분신”들 

로의 분열가능성과 연결된다. 시 속의 “Tbl"는 이미 “npe lCpaCHa.sl llaMa"가 아니라 

“객관화된 나”일 뿐이다. 소통은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사 

이에 이루어지는 유사대화적 분열적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완전한 절망은 

마지막 연에서 자살모티브로 이어지며 완전히 전변에 나선다. 내가 쌓아올렸던 하 

얀 사원은 검은 악취로만 남아있고 강 깊은 곳에서 떠올라와 나의 죽은 옴뚱아리 

위에 흔들릴 향기로운 꽃만이 나의 소망， 나의 절망， 나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한 

옛 이상의 모습을 다시 연상시킬 뿐이다. 

이 과정은 두 편의 시로 이루어진 “Religio"( 1 , 230-231)에서 압축적으로 묘사 

된다. 제 1시에서 다정한 말(“He細le cJlosa")과 뜻모를 노래(“HeBH.sIT뻐e HaneB히") 

를 영원한 친구에게 바치는 시인-“나”는 영원한 친구를 “Tbl, XpaHHTeJlbHHua -lleBa" 

로 숭배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로써 “Tbl"에게 노예가 되어 섬길 것을 맹세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 시제로 얘기되고 있다. 시제가 현재로 바뀐 제 2시에서 “T삐”는 

“OHa"가 되어 있다. 시제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 

니라 나와 “T삐” 관계의 변화를 담고 있다. 제 1시에서 나는 “너”의 노예와 같은 존 

재이지만 노예의 주인이 바로 나의 너이며 나의 영원한 친구인 까닭에 너에 대한 

나의 관계를 “다정한 말”과 “노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제 2시에 

오면 나는 말과 노래를 잃어버린 말없는 환영(“6e3MOJlBH뼈 npH3paICη으로 변해 있 

다. 제 1시에서 “다정한 말 “놀이하는 아이들 “아침 “노래 “lleBa"가 이루어 

내던 섬세함， 희망， 젊음， 밝음은 제 2시에선 사라지고 없다 나의 목소리는 둔탁하 

며 (“「껴rx。꺼") 나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버렸고(“ceLlOA") 자유에 대해선 한 마디 언 

급도 없다. 자유롭게 너의 노예가 되기로 했었던 제 1시의 맹세(“。6eT")는 제 2시 

에서 자발성에 대한 암시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3aBeT"로 대체된다. 나는 말과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고 “OHa"는 다다를 수 없는 존재(“HenOCT없ia.sl")임이 드러 

나지만 “OHa"를 섬기는 일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OHa"는 나의 

“Tbl"가 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존재 자체， 이상 자체를 부정하 

28) “Te6.s1 BeHqaJla KopoHa/ Eme paCCBeTHMX npHqyLl./ H no~ CT)~eHH TpoHa/ H nepB뼈 
TBO때 CTporH꺼 CYLl."( 1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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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내게 불가능하다. 나는 이상에 대해 그 같은 자유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 

문이다 이를 수 없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이상에 대한 나의 관계는 가질 수 

없는 여주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피를 가진 노예” 

의 그것이다. 

이렇듯 5JIOK의 시는 놀라울 정도의 내적 통일성을 지녔다고 얘기되는 “CTßXß 。

llpeKpaCH。때 aaMe”에서도 이미 COJIOBbëB 시의 대단원， 즉 사랑과 전일성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파국에의 예감으로 끝맺고 있다. COJIOB 

b강B의 신화적 세계지각과 세계관은 UßKJI의 바탕을 이루지만 UßKJI에서 이 신화는 

비실현의 신화로 실현되고 있을 따름이다. “나”와 “ llpeKpaCHa.sJ naMa" 관계의 복잡 

하고 극적인 반전이 그녀에게 바치는 찬가와 함께 이 UHKJI의 내용을 이룬다. “나” 

와 “ llpeKpaCHa.sJ naMa"는 본질상 서로 만나 하나될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의 차원에 

속하고 처음엔 거의 의식되지 않았던 현실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더욱 강하게 의식하게 되면서 이른바 aHTHTe3a 기(1903-1908 전후)의 예술은 동 

일차원의 분신들이 어울리는 “무서운 세계"(“CTpamHb따 MßP")의 무대공연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aHTHTe3a가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무관심을 공격하고 

들어온 현실의 작용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초기 시의 이상이 지난 

성질에 의해 이미 그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HTßTe3a의 CTpamHb따 뻐P 

는 Te3a의 이상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세계이다. aHTßTe3a는 

Te3a 기의 COJIOBbëB的 높은 신비주의와의 자기논쟁이며 aHTßTe3a 시기 시의 언어 

기호는 Te3a 기의 시어를 가리키는 기호， 말하자면 상정의 상정으로서 메타시학적 

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N. 분신 만들기와 삶의 예술화 

aHTHTe3a가 Te3a 속에 배태된 예감되는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Te3a를 뒷쪽으 

로 밀어내고 DJIOK 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1903년을 전후한 시기이다~Il 이 

때부터 DJIOK 시의 특성은 그 이전 시의 상대적인 내적 통일성과 대조를 이루는 복 

29) 1904년의 시집 “CTHXH 0 npeKpacHoll t1aMe"의 마지막 章이 “y띠ep6"란 표제를 달고 
있고 이 “ymep6"가 나중에 1902-1904의 시를 모은 UHKJI “PacnYTb.sJ"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도 5J10K 스스로 이 시기를 중요한 이행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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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이다. npeKpaCH~ ~aMa에 결여된 자질-지상적 사랑， 사회적 현실성， 예술 속 

에서의 실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상적 “너 제 2의 “너”의 기능을 수행할 새로 

운 존재의 필요성은 결국 분신 만들기로 나아가며 그때그때 Tbl-I1BOHHIfK의 모습에 

따라 서정적 주인공도 그에 어울리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DJIOK은 러시아 상징주의자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과제 앞에 

서있는 러시아 상징주의의 상황을 점검하는 에세이 “o COBpeMeHHOM COCTO~H뻐 py 

-CCKoro C뻐BOJIlf3Ma" (1910， V , 425-436)에서 aHTlfTe3a 기의 특성을 예술화로 요 

약될 수 있는 말들로써 설명하고 있다. “나”를 비밀스런 세계의 신으로 만들어주 

고 이 세계를 나에게 속하게 하던 황금칼의 광채-빛나는 빛살같은 그 “누군가”의 

푸른 시선 속에 머무르던 시인에게 이미 황금칼은 존재하지 않는다. 황금빛은 밀 

려드는 세계의 자주빚 어스름 앞에 어두워지고， 세계는 여전히 비밀로 가득하지만 

그 비밀은 황금칼에 의해 꿰뚫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조용한 미소 속에 그에 

게 와닿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장려하다. 세계는 마법이다. 너는 자유롭다”하고 

외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예술가 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발견하는 것이 아 

니다. 시인은 자신의 예술적 창조의 도가니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며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체험한다. 이 체험에서 그는 빛나는 그 누군가의 얼굴과 함께 

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또 혼자도 아니다. 그를 동행하는 것은 수많은 분신， 수많 

은 악마이며， 시인은 자신의 창조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공모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을 불러냄으로써 시인은 드디어 그가 원하던 것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이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영혼의 한 부분을 감출 수 있게 된다. 

IV.1 분신-만남의 예술적 연출을 위한 도구성과 악마성 

분신모티브가 DJIOK 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CTIfXIf 0 npeKpaCH。꺼 aaMe”%)에 

서였다. 만남에 대한 열망과 그 속에 잠재하던 절망은 npeKpaCHa~ ~aMa에 대한 서 

정적 주인공의 관계를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뻐e CTpamHO C T。

60H BCTpeTIfTbol.! CTpamHee Te6~ He BCTpe'laTb.!( ... )/ 71 3HWO: TbI 3l1eCb. Tbl 6JI1f-

3KO.! Te6~ 311eCb HeT. Tbl ... TaM" (1902, 11 , 5, 1 , 237)은 이 관계를 가장 단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예라 할 것이다. 시 뿐만이 아니라 일기를 통해서도 DJIOK은 분 

30) “CTHXH 0 npeKpaCH。꺼 .llaMe"에서의 의식분열모티브에 대해선 끼. K. lIoJIrOnOJlOB, n03-

MbI 5J10Ka H pyccKa~ n03Ma KOHl.(a X IX - Ha'laJla X X BeKOB, MOCKBa-}JeHIfHrpa.11 

1964, pp.5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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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분열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 속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71 

pa3llBOHJIC.5I, 11 BOT *lfY, C03H하O따Hß， Ha OnyIDKe, a - .llPyroß - cOBepmruo B .llaJIe

KHX no.lI.Slx 3aBeTHOe .lleJIO, 11 - y*acHbIß COH! - HenOCTli:I<HO Ha1.l.HHruo .51, 。짜찌ruo- Dl 

뼈， TOCKOBaTb 0 TOM, cOBepmruo따.eM .lleJIO, H 0 COBep띠eHHOM .lleJIe' , ,"(1901 , 12, 27, 

VII, 19), 

DJIOK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시 “ OHa CTp얘Ha H BblCOKa" (1902, 9, 27, 1, 221)에 

서 “나”의 분신을 등장시켜 그녀와의 밀회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서술과 

체험의 차원이 분리되어 “나”는 관찰 서술자로， “그녀”와 “그”는 사건 속의 인물 

로 등장한다. 고대하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그 주인공은 내가 아년 정체불명의 

“。H" 이며， 그와 어둠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 만나는 “。Ha"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 

는 균형잡힌 큰 키에 오만하고 엄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높고 밝은 

형이상학적 신비한 존재는 아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그녀의 세속적인 모습을 비 

춰주는 것은 노란 전기불빛이고， 예전에 그녀를 상정하던 천상의 색채 “흰색”과 

“황금빛” 대신 “은빛”나는 “검은” 모피외투가(“ee cpeõpHCTO- 1.I.ept뼈 Mex") 그녀의 

몸뚱아리를 감싸고 있다. 색채변화가 보여주는 그녀의 세속화는 악마적인 요소를 

지니며 이를 배경으로 마지막 행의 “무언가를 속삭이는 입술"(“1.I.TO-TO men'I.Y때le 

ryõbI")은 더욱 악마적 요부적 액센트를 띠게 된다. “거친 프로필의 사나이"(“Mytc-

1.I.HH빼 np。φHJIb rpyõ뼈")와 그녀， 그들의 밀회를 “악당처 럼"(“KaK 3JIO.lleη") 염탐하는 

나←一이 모두는 형이상학적 높은 차원으로부터 그로테스크한 낮은 차원으로 내려 

온 철저하게 탈선비화된 분신의 모습들이다. 

위의 시에서 분신의 모습은 만남에 앞선 불안과 희망의 역설적 결합으로 비교 

적 쉽게 설명가능하지만 일련의 시에 등장하는 제 3의 인물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I퍼TaJIC.5I Cep,llUeM OT.llOXHYTb .51 一"(1902 ， 8, 27, 

1 , 211) “꺼 BbuneJI B H01.l.b - y3HaTb, nOH.5ITb" (1902, 9, 6, 1, 215-216)이다. “T히” 

도 “OHa"도 등장하지 않는 두 시에서 수수께끼같은 “어떤 사람 “누군가”의 존재 

는 결코 서정적 자아의 공모자 그룹에 속하는 분신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분신 

이 아니라 분신의 출현을 야기시키는， Te3a의 파괴를 초래하는 그 어떤 원칙의 의 

인화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까‘꺼71 Bh뻐뻐bI뻐m야JI B H01.l.b - y3HaTb, nOH.5I Tb"는 텅 빈 안 

장 위에서 말없이 웃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11 CTaJIO .5ICHO, KTO MOJlt{HT/ “ Ha nycToM cellJle CMeeTC.5I,", 215) 그가 누구인 

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채 머무름으로써 서정적 자아의 고립을 더욱 완벽하게 해준 

다， (서술자와 체험자가 일치하는 이 시에서 서정적 자아는 완전히 혼자며 어떤 

공연자도 등장하지 않는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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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 자아와 동일한 차원이 아넌 형이상학적 세계에 속하는 “그 누구 때문 

에 서정적 자아와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 상징주의 시인과 “MHP HHOη” 사이의 황 

금실을 끊어놓은 존재 - 이 “KTO-TO"는 시 “I뻐Tanc~ CepaueM OTßOXHYTb ~에 

서는 죽음모티브와 결합하여 더욱 불가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를 나는 만나기 두려워 하지만 최후의 날 

이 오면 그는 모든 법칙을 파괴한 다음 일어설 것이다 그 때 그는 어떠한 법칙에 

도 구속되지 않는 환영으로 빈 현관에 들어설 것이며 거울 표면엔 얼굴과 닮은 것 

이 반사될 것이다. 고개를 든 그에게서도 얼굴은 분명치 않고 열굴이 아니라 얼굴 

과 닮은 것(“nOß06He ;nu.\a") , 환영의 영상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 바닥없는 

시 각(“B '-Iac 6e3ßOH뼈")， 법 칙 없는 환영 (“npH3paK 6e33aKOHH뼈") 등의 표현은 KT。

-TO, “np뻐Reu”3l)가 현실의 모든 조건， 인과율과 시공의 법칙 너머에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악마성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np때JIeu"가 끝없는 분신의 출 

현을 낳은 원칙의 의인화로서 둥장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리고 앞 시에 

서와는 대조적으로 죽음과 거울과 분신의 모티브가 서로 결합함으로써 분신 만들 

기， 현실의 모든 법칙을 비웃는 예술세계 만들기， 삶의 예술화는 아무런 구원도 가 

져올 수 없다는 것， 허구의 거울에서 반복재생산되는 허상의 가설무대를 보여주게 

될 뿐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 11 B 뻐C B nycTble CeHH/ BoiUleT nOß06He JIHUa, / 

11 6YßeT B 3epKane 6e3 TeHH/ 11306p~eHHe np때JIeua."( 1 , 211) 
5110K이 상기 에세이와 시에서 이 분신 만들기를 이상 “npeKpaCHa~ naMa"의 본질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누군가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풀어 얘기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npeKpaCHa~ naMa에 대해 변함없이 집착하고 있음을 증 

명해준다. 그가 바깥으로부터 침입해오는 형이상학적인 적대적 원칙의 의인화를 

동원하여 aHTHTe3a를 외재화시켜 Te3a에 대립시키고 있는 것은 aH깨Te3a를 극복 

하고 Te3a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다. 적어도 마。K의 의식적 

지향 속에서 aHTHTe3a는 Te3a를 위한 aHTHTe3a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5110K의 

Te3a 시기의 시세계는 합일을 이루지 못했었다. 5110K은 이루어지지 못한 합일을 

aHTHTe3a의 작용력을 통해 설병하고 aHTHTe3a를 Te3a의 파괴의 원인이자 결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aHTHTe3a의 시에서도 5110K은 다시 합일을 꿈꾼다. 5110K은 

이 를 두고 Te3a 기 의 상징 주의 자가 예 언자로서 합일을 꿈꾸었다면 aHTHTe3a 기 의 

상징주의자는 예술가로서 언제라도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신을 만들어내고 

31) A. 5110K, Co6paHHe CO'-lHeH쩌 B llleCTH TOMax, lIeHHHrpaß 1980, 제 1권 226변에는 
“np뻐J1eu"의 첫 자가 대문자로 표시되어 그가 형이상학적 차원에 속하는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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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기만적으로 타협함으로써 세계를 “6aJIaraH째1<"으로 만들고 푸른 환영들로 

써 영혼을 황폐시켰다고 회상하고 있다. (V , 429-430) 

분신모티브와 원칙은 그외의 시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몇 편의 

시들은 시 제목에서부터 분신테마를 분명히 하면서 이 테마가 5JlOl<의 시적 자아에 

대해 갖는 관계로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CT없H 0 npel<paCH。α llaMe"에 포함 

된 시 “ llBoHHH l<y" (1901 , 12, 27, 1 , 152), “PacnyTbj{"에 포함된 “ llBOHHHI<" (1903, 7, 

30, 1 , 287-289) , 그리고 “CTpaml뼈 뻐p"의 “llBOHH따"(1909， 12. III, 13→ 14)이 그 

시들이다 

1901년의 “llBOαHHI<y"에서 분신은 그녀에 대한 행동을 나 대신 행하는 나의 “우 

연한 하수인”이며 나의 궤도를 답습하는 “가련한 친구"(“6e.z:nn，lli llPyr")이다. 나처 

럼 존재의 비밀을 동경하여 한때 그녀가 쉬었던 들판을 헤매는 “TbJ"가 행하는 대 

단한 일(“rrOllBHr")의 전말을 꿰뚫어보고 있는 나는 분신에 대해 체험과 시각의 우 

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나의 각본， 나의 TOCl<a를 모르 

는 분신， 일을 끝내면 사라져주어야 하는 그가 이룬 승리와 사랑은 나의 몫이 되 

게끔 되어 있음을 모르는 분신에 대한 나의 조소와 연민과 우월감(“TbI 뻐e CMemOH, 

TbI )j(aJIOI< 뻐e， CTapHI<!") 속에는 벌써 질투와 절망과 광기가 들어있다: “TBOH rrOll

BHr - M'。때， -H 뻐e TBO j{ Harpana:/ 6e3빼없 CMex H cYMacmenmH때 I<PHI<!'’ 이 절망 

과 광기는 분신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계 

획의 헛됨을 알고 있으며 분신을 동원시켜 연출한 성공 또한 우스광스럽고 애처 

롭기만 한 것일 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분신에 대한 나의 감정적 평가였던 

“6Jlem뼈 “ CMemOH" , “)j(aJIOI<"은 결국 나 자신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분신에 대한 

나의 조소적 거리， 우월감은 절망적인 비명으로 끝난다. 이 시에서 분신은 나의 도 

구， 나의 마스크로서만 기능을 가지며 자신의 고유한 위치와 말을 갖지 못한다. 나 

의 추구와 갈망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서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성을 

이 시에서 분신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시보다 이툴 뒤에 씌여진 “뻐， 

llBa CTapua, 6pelleM 。따HOI<He，"( 1 , 153)에서도 마찬가지다. 앞 시에서 ‘γ와 “ TbI" 

의 관계였던 시적 자아와 분신의 동질성이 이 시에선 차별성이 완전히 부정된 “M 

μ”로 더욱 강조되며， “Tbl" 에 대한 아이러니의 표현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나와 분 

신은 하나의 같은 꿈(“MeqTa ellHHcTBeHHaj{"), “ CBeT ro.ny60H"의 근원을 향해 안개 

속을 헤매는 외로운 고행자， 동반자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1903년의 “llBOαHHI<"에서는 크게 변한다. 분신은 나의 제어권 바 

깥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오히려 나를 지배한다. 이러한 발전은 앞의 시들에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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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적 자아의 詩A性， 삶의 예술화와 불가분 결합되어 있다: 

BoT M031 rrecH.SI- Te6e, KOJIOM6HHa. 

3TO- yrptOM꾀X C03Be3nHR rreqaTb: 

TOJIbKO B Hap3l~e myTa-ApJIeKHHa 

OeCHH TaKHe YMelO CJIaraTb.( 1 , 287) 

시는 첫 행부터 나와 이상의 관계가 어릿광대 A때p띠JIe하K때〈αH뻐l 

의 관계로나 가능함을 말한다. 초기 시 신비주의 주인공이었던 나와 OpeKpaCHa3I 

l\aMa는 묘메디 인물로 내려앉았고 이 같은 연극화， 예술화가 세속화， 탈신비화를 

동반하는 것임은 KOJIOM6HHa의 어원적 차원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Coφb31의 상징인 

비둘기(“rony6b")로부터 새끼비둘기 (KOJIOM6HHa “rony6qHK")로 변한 너에게 어울 

리 게끔 나도 A때pJIe하K때〈α씨H뻐’ 

변덕스런 유희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각인이 새겨진 굴레이다. (“yrptOM

없 C03Be3따1M rreqaTb"). 앞 시 “l\BoRHHKY"에선 서술화자인 시적 자아가 자신의 분 

신에 대해， 자신과 분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던 데 반해 “l\B。αHRK”에선 서 

술화자 자신이 이미 분신이다. 온전한 그 자신 正體로서의 인격이 갖는 통일성은 

시적 자아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 않다. 분신을 내세우지 않고선 나와 너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바로 이 분신 만들기가 예술의 본질이 된다 예언자가 

아니라 가변을 쓴 분신들이 예술의 주인공들이다. 이미 시적 자아는 자신의 필요 

에 따라 분신에게 등장과 퇴장을 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예술원 

칙， 분신 만들기의 원칙이 그를 내몰고 그를 지배한다. 광대로 변장한 그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분신 역시 광대차림의 늙은이의 존재가 시적 자아와 

분신의 복잡한 단계를 말해준다: “l\Boe-ιIbI Ta뻐MC3I B~OJIb rro 6a3apy'/ 06a

B 3BeH3I~eM Hap3l~e mYToB."(287) 

“l\BOMHliKY" (1901)에선 내가 분신을 조종하고 분신에게 승리를 거두는 분신 위 

의 존재， 분신 뒤 의 존재로 출발했었다면， “뻐， ~Ba CTapl\a' .. "(1901)의 두 주인공 

은 같은 이상을 향해 함께 길을 가는 두 늙은 고행자로 쌍퉁이 같은 존재였다. 그 

러던 것이 “l\BOMHHK"에서의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광대로 변장한 나이고， 그런 나 

의 뒤에서는 교활한 늙은 거지 광대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 길을 재촉한다: “H따. 

He 띠~y."(287) 시 제목 “l\BOMHHK"은 늙은 광대 뿐 아니라 젊은 ApJIeKHH-시적 자 

아까지도 지칭한다. 겉보기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는 늙은 광대와의 분 

신관계에 몸을 떨지만 늙은 광대는 태연자약 미소를 지을 뿐이다. 주도권은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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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에게 완전히 념어가 있다. 분신은 이미 나의 우연한 도구， 마스크가 아니라 나 

를 지배하는 악마다. 그리고 이 악마는 내 뒤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와 있다. 울긋불긋한 광대의 옷차림 뒤에서 조소하는 교활한 시선은 바로 나의 시 

선이며， 교활함을 나타내는 형용사 “πyKaB뼈”가 악마성을 폭로시킨다. 나와 분신 

간의 유쾌 한 결합은 악마와의 계 약， 죽음에 대 한 서 약이 다: “B CMepTHOM BeCenbß 

-뻐 JlBa ApneKßHa-/ 빠뼈 ß cTapblli - CI1JIeRßCb, 06H$lRßCb! ‘ - ’'(288) 

나는 내 힘으로선 분신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없으며 나를 떼어놓아달라는 절 

규를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그의 관계를 알아채지조차 못한 

다: “KTO yraJlaeT, <JT。 뻐 C H뻐 - BJlBOeM?" (287). 나의 분열과 소외는 철저하다. 

나와 npeKpaCHa$l naMa만이 존재하던 신비하고 추상적인 세계로부터 인간들의 번 

잡한 세계 (6a3ap， YRßl\a , 3BOHKa$l JlaBKa, 뻐。rOnffiJlHa$l naBKa ... )로 옮겨왔지만 소 

통과 이해는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0, nffiJlß’ 0 , 3sep씨/ 5YJlbTe, KaK JleTß. 

n。히MßTe MeH$l ."(288). npeKpaCHa$l naMa에게 보내는 노래가 그녀에게 이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KonOM6ßHa에게 부치는 ApneKßH의 노래 역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노래하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끝난다. 세속적 예술세계 속에서 예술인 

간으로의 변신을 통해 다시 시도했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ApneKßH 

은 KonOM6ßHa의 창을 올려다보며 절규할 수 있을 뿐이고 그녀는 “여기”가 아니라 

여전히 “저기”에 있다: “TaM KonoM6ßHa!"(288) 

이 시들보다 훨씬 나중에 씌여진 시 “JlB。때HßK" (909)잉)은 aHTßTe3a를 대표하는 

l\ßKn “CTpaml뼈 싸IP"의 다섯번째 시로 l\ßKn 도입부 동시에 이 띠Kn이 들어있는 

“CTßXOTBopeHß$I, KHßra TpeTb$l" 0907 • 1916) 도입부에서부터 분신주제를 가지고 

옴으로서 나머지 시들 모두를 “JlBOHHßK"의 프리즘을 통해 읽게 한다. 

앞의 시들과 이 시의 두드러진 차이는 여성적 주인공 내지는 이상에 대한 관계 

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서정적 주인공의 자아인식에 춧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 대한 추구， 신비스런 만남에 대한 희망은 이미 언급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율격 도 크지 않은 규모의 悲歌的 서 술시 에 적 합한， a빼ß6paXßH(~ 

~)를 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회상， 객관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분신과의 만 

남， 이 분신이 아직도 자신의 지금 존재에 대한 기호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이 

시의 사건과 내용을 이루며 서정적 자아에게 영혼의 어두운 층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앞의 시들이 분신출현의 현재를 기본시제로 하고 있는 것과 틸리 이 시는 과거 

32) 30행 짜리 이 시가 DJlOK 시세계에서 갖는 의미 때문에 MaKCHMOB는 “n033H.lI H np03a 
AlI. DJlOKa"에서 이 시의 분석에 30여 페이지 (pp.l 52-183)를 혈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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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시제로 한다. 부동성， 경직성， 밤， 안개로 얘기되는 과거의 무서운 세계가 

갑자기 기억난 노래의 힘으로 밝은 회상 속의 먼 과거와 충돌하게 된다. 과거는 

젊음， 젊은 날의 사랑， 순결(“0 ， 싸Ir Henpo.ll짧표IX JI063aH쩌!/ 0 , JIaCKIf HeKyruIeHHbIX 

.lleB!" , “TaK paHIUUI MOJIO.llOCTb CHIfTC.5I," III, 13)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시간이 

며， 예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나에게 마치 심판관처럼 나 

타난다. 먼 과거에 대한 회상은 괄호 속에 표현됨으로써 두 시간의 이질성， 단절성 

을 더욱 뚜렷이 하는 동시에 자기성찰적이고 체험적인 서정적 자아의 깨어있는 의 

식을 강조한다. 서정적 자아의 생애에서 Te3a기에 해당할 먼 과거의 시간은 “CTIf

XIf 0 npeKpacHoH .llaMe"에서와 같은 신비한 비밀의 그림자， 秘敎주의를 띠고 있지 

않다 npeKpaCHa.51 llaMa의 유일성과는 대조적으로 “ JIaCKIf HeKyruIeHHbIX .lleB"은 복수 

성을 함포하고 있으며 이 복수성은 파괴적 분열의 복수성이 아니라 지상적인 행복 

의 복수성이다. 

이같은 시의 전개는 3연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는다， 1, 2연에서의 과거는 3연에 

서 현재로 옮겨지고 과거-대과거의 대립에 과거-현재의 연속성이 부가된다， 1, 2 
연의 무서운 세계의 현실은 3연에서 현재현실로 계속되고 대과거의 “paHH.5I.5I MO

JIO.llOCTb"는 “늙어가는 젊은이"(“CTapelOIII，IfH IOHoma")가 되어 걸어온다. 

“늙어가는 젊은이”의 출현과 고백은 MaKCIfMOB의 지적처럼 서정적 자아가 “빛나 

는 과거”를 절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실현되지 못했고 실현불가능함이 드러 

난 과거에 대해 아름답고 고상한 거짓말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CTapelOIII,IfH IOHoma"가 현재의 무서운 세계와 주인공의 마음 속에 다시 빛나기 시작 

한 젊음의 모습간의 갈등으로부터 주인공에게 의식되어지는 그의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은 물론 타당한 해석이다. 그러나 “CTapelO빠쩌 IOHoma"를 오로지 무서 

운 세계의 산물이자 희생자로 보는 것은 “paHH.5I.5I MOJIO.llOCTb"로부터 “CTapelO뻐H 10-

Howa"로의 변화를 순전히 외부환경 외부세계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사회학적 해석 

의 일방성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물론 “늙어가는 젊은이”는 음침한 안개를 마시 

며 헤매는 것에 지쳤다고 고백하고 있고 “npOM03rJ뼈 TYMaH" , ‘“‘H。어t.{b T까YI'뼈‘ 

은 모티브들이 무서운 세계의 배경을 이루고는 있지만 젊었을 때의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그 실현을 맛보기 위한 끊임없는 분신 만들기가 3TOT 뻐P를 CTpa 

mH뼈 뻐P로 만든 주원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정적 주인공의 분신인 CTape 

IOUU뼈 IOHoma는 무서운 세계의 일부인 동시에 그 창조자이기도 하다. 

지 친 속삭임 (“YCTaJI .51 maTaTbc.5I j npoM03rJlhIM TYMaHOM llblßlaTbj B '!Y%IfX 3epKa

JIax oTpa*aTbC.5I/ H *eHIII,IfH t.{싸여x l.\eJIOBaTb" " III, 13) 뒤에 갑작스레 짓는 뻔뻔 

스런 그의 미소(“Bapyr - OH y Jlhl6HYJIc.5I HaXaJIbHO,", III, 14)가 악마의 미소를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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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은 우연이 아니다. 분신과 분열의 극복가능성이 시사된 시행 바로 뒤에 미소 

시행이 자리하는 데서도 미소의 악마성은 더욱 강조된다. 분열의 극복에 대한 희 

망은 약해지고 처음엔 그저 꿈에서 본 듯도 한 모습으로 얘기되었던 CTapelO뻐ß IOH 

。ma가 시의 마지막 행에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으로 변하면서 시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비극적인 어조로 끝난다: “DblTb MO:l<eT, 

ce6~ c aMoro/ R BCTpeTKn Ha rn때i 3epKanbH。때?"(Ill. 14) 자신의 분신 만들기 삶 

을 얘기하며 CTape때따Hß IOH。미a가 사용했던 말 “거울"(“B qY:!<HX 3epKanax OTpa:!<aTbC 

~")이 시적 자아의 마지막 독백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도(“Ha rnaLIH 3epKanb

H。잉") 둘 사이 분신관계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거울”이야 

말로 이 시를 반복재생산적인 분신 만들기의 시가 아년 도덕적 인식적 행동과 사 

건의 시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CTapelOU뻐외 IOHoma"에게서 거울은 환 

상적이고 반복적이며 반사적이고 분열적인 기능을 통해 세계를 실재세계가 아니 

라 거울세계로 만들어버렸다면 “시적 자아”에게서 거울은 무엇보다도 인식적 기 

능을 갖는 매체다. “CTapelO뻐와 IOHoma"의 삶은 “남의 거울”에 자신을 갖가지로 비 

추는 것이었으나 “시적 자아”의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자신의 거울”이라는 데서 

양자에게서 거울이 갖는 기능과 의미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뻔뻔한 미소에 의해 

거의 부정될 뻔했던 분열극복의 가능성은 다시 예감되어져도 좋다. 마지막 행의 

“거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전을 통해서 시 “nB。kHRK” 전체가， 시적 자아의 삶 전 

체가 다시 조명되고 다시 읽혀지게 된다. AbAbAb식으로 단조롭게 계속돼왔던 

교차운이 마지막 두 행에 가서 AbAbbA로 뒤집히고 있는 것 또한 이 반전과 거 

울의 의미를 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예로 들어 옛 이상을 두고서 “너”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 

로운 존재와 이 새로운 존재에 어울리는 “나”의 분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Te3a 기의 “너”와는 이룰 수 없었던 소통과 합일을 예술적 인위적 가상존 

재를 통해 재시도하는 까닭에 “나”와 “너”의 분신들은 Te3a 기의 나와 너와는 달 

리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나라 수평적 동일평면 위에 자리한다. 파멸적 정열과 악 

의 인물들로서 시의 사건 또한 “나” 혹은 “너 혹은 둘 모두의 파멸로 끝나는 이 

야기이거나， 또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행복한 삶에의 승선이 허 

락되지 않는 사람들로 등장하거나， 시인과 뮤즈로 등장하거나 혹은 ApneKHH과 K。

nOM아Ha로 등장하거나 aHHITe3a의 분신주인공들은 땅으로 떨어진 인간들， 서로 대 

등하고 비슷비슷한 인간들이다. “항성" npeKpaCHa~ llaMa에 대한 나의 종속성， 나의 

일방적 지향이 강조되었던 Te3a 기의 나와 너 관계가 aHTHTe3a에의 시에서는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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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IV.2. 예술세계 텅 빈 얼굴 위의 마스크 “DaJlar aH'-IHI<" 

서정적 자아의 예술적 의지와 작은 악마들의 공모는 “OHa"와 구별되는 다른 여 

성적 모습， 지상적 존재를 만들어 합일을 시도하지만 DJlOI<의 aHTHTe3a 기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DJlO I< 스스로 이 합일의 인위적， 예술적 성격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드디어 원하던 것에 도달했으나 그 원하던 것은 결국 “아름답지만 

생명없는 인형”이었다는 것， 이 인위성과 허위성을 Eπ。K은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미 신비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 무리의 가면 

들， 악마들， 분신들이 수많은 길에서 취한 듯 움직이는 가설극장， 가면무도회를 만 

들어내는 자에 불과하다. 이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npel<paCHOe가 아니라 

오로지 미적인 가면 만들기， 지상적인 것·무의식적인 것의 정교한 예술화이다. 예 

술세계 속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시도는 미적 세속화와 예술적 

가상구원으로 나아갔을 뿐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이미 제목에서부터 극중 

사건의 인조성을 말해주고 있는 서정극 “DaJIaraH'-IHI<" (1906, IV, 7-21)이다 33) 

서정적 자아의 전신， 분신， 환영들이 등장하는 이 극은 끊임없는 환상파괴와 연 

극매체의 테마화를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 DJlOI< 이 추구해온 이상이 무엇이든 

투사시킬 수 있는 “텅 빈 기호 “백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연극세계， 예술세계， 

6aJIaraH'-IHI<의 바깥에선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영원히 여성 

적인 것 “아름답고 자유롭고 밝은 삶”은 어떤 높은 의미는 물론이고 어떤 현실 

가치도 갖지 않는 零價의 기호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됨 이것이 바로 DJlOI< 이 n 

bep。를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워 객관화시키고 있는 자신의 위기이자 러시아 상징 

주의의 상황이다. Te3a 마지막 단계에서 npel<paCHa.ll llaMa를 관 속에 누이고 잠들 

게 했던 서정적 자아는 aHTHTe3a 단계에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예술적 권능을 통해 눈앞에 불려낼 수 있었던 것은 npeKpac

Ha.ll llaMa가 아니라 얼굴도 윤곽도 목소리도 없는 “He3Hal<OMI<a의 여러 변종 아름 

다운 인형에 불과했다. 유일한 이상은 여러 분신들로 나타나변서 여러 얼굴， 여러 

형태를 갖게 되었고 “ Se'-lHa.ll lI<eHCTSeHHocTb", “아ia”， “npel<paCHa.ll llaMa"는 더이상 

천상의 原像이 아년 “땅의 여러 얼굴”을 가리키게 되었다. 결국 여성적 상징의 

33) 서정극 형식을 택한 의도에 대해서는 “npelU-lCJ\OBHe <K C60pHlIl<y < <J\Hpw.!eCI<He 

lIPaMbl>>>"(1907, IV , 433-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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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얼굴(“뻐。rOJlliKOCTb") "은 “얼굴없음"(“Õe3JlliKOCTb")으로， 텅 빈 백지로 해석 

되게 된다. “oa.naraHl.{HK"에서 “흰 옷 차림의 아름다운 소녀”를 신비주의자들은 

“고요한 구원의 여신 “환한 삶 즉 “죽음”으로， nbepo는 “약혼녀 KOJIOMÕHHa"로 

여기고 극중 이 극의 리얼리스트 작가는 “빼쩨르부르그 사교계의 아가씨”로 여기 

지만 이 해석 중 어느 것도 합당한 것일 수 없다. 작가는 무대 뒤에서 나타난 어떤 

손에 의해 다시 무대 뒤로 끌려들어가고 신비주의자들과 nbep。는 ApJIeKHH이 등장 

하여 소녀를 데리고 가버릴 때 생명없는 인형들처럼 맥없이 주저앉는다， ApJIe써H 

에 이끌려 밤썰매타기에 나섰던 소녀는 썰매에서 떨어지며 마분지 인형으로 변한 

다 인간적 열정과의 접촉에서 이상은 백지， 흰 종이인형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CT!Ð(j{ 0 npeKpaCHOH llaMe"에서 이상의 순수함을 상정하던 “흰 색”은 “oa.naraH 

qRK”에서 “텅 비어있음 “윤곽없음”으로 나타난다. 이상은 비어있는 형태에다 서 

정적 자아의 마스크들이 죽음 혹은 약혼자의 윤곽을 투사하고 있는 “말장난(; 동 

음이의어 유희 Koca 죽음의 낫과 닿은 머리)과 종이로 만들어진 형상체”에 불 

과하다. “oa.naraH째K"이 분신들의 가변극이라면 그 속의 가장무도회는 가변극 속 

의 가면극이다. 가면을 쓴 세 쌍의 남녀가 차례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영원히 여 

성적인 것”의 추구와 분신모티브를 통하여 nbepo, ApJIe써H ， K。π。MõHHa와 연결되어 

있다 첫째 쌍은 부드러움과 고상함， 교회 안과 같은 조용함， npeKpaCH~ llaMa의 

상정색인 여자의 분홍옷과 낭만주의적 동경을 상징하는 남자의 푸른 옷이 겉보기 

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하지만 이 조화는 곧 기만임이 드러난다. 신비한 

사랑은 인간의 정열에 의해 위협받는다. 첫 입맞춤 후 그녀는 누군가가 기둥 뒤에 

서 교활하게 눈짓을 보내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러나 첫 번째 쌍에게서 분신은 아직 잠복하고 있는 위험으로 머물렀다변 두 

번째 쌍은 새로운 애인 정열적인 “검은 분신"(“l.{epH뼈 llB얘HHK")에 의해 옛 이상 

이 밀려남을 보여준다 (“~ CTpCTHeH H rpycTHe꺼 HeBeCTbI TBOeH!" , N , 17) 신비한 
사랑의 분흥과 푸른 빚은 악마적 정열의 적과 흑에 완전히 굴복했고 서정적 자아 

는 악마적인 분신과 얼굴없는 자로 분열되어 있다(“~ MacKy CHHMY! H TbI y3HaeIlIb, 

l.{TO .ll Õe3JlliK!" , N , 17), 

세 번째 쌍은 아득한 시대 “중세”의 기사와 귀부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CTH 

XH 0 npeKpaCHOH llaMe"에서 친숙해진 기사와 귀부인의 포우즈， 다시 한번 옛 세계 

상， “아침 노을”에 대한 희망을 표하는 기사의 낙관론은 자기기만임이 드러난다 

기사가 숭배하는 귀부인은 진정한 “TbI"가 아니라 기사가 하는 말의 반향， 그의 음 

향분신에 불과하다 그녀의 말은 대답이 아니라 기사의 말의 끝부분을 되풀이하는 

가짜 말이다， npeKpaCHa.ll ßaMa에 대한 시들에서도 이어 보았듯 여기서도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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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다 귀부인의 말만 가짜인 게 아니라 기사 또한 가장에 불과하다. 

종이투구를 쓴 기사가 휘두르는 칼은 신성한 비밀과 영감의 황금칼이 아니라 목제 

연극소품이다 

연극적 매체의 테마화는 드라마 곳곳에서 계속된다. 가시의 목제칼에 찔린 어릿 

광대는 피대신 월률즙을 쏟는다. 5a.JIaraHGHI<의 무대에서 “피”는 실제피도 실제피 

의 기호도 아년， 극장 바깥에선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기호의 기호일 따름이다.삐 

환상의 파괴 와 매체성 의 지 각은 “t\a.JIb"에서도 일어 난다. ApJleI<HH은 새로운 삶을 

기쁘게 맞으며 창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가지만 창 너머로 보았다고 생각했 

던 “먼 곳”은 그림칠한 종이임이 드러난다. 종이는 찢어지고， 종이인 줄 모르고 뒤 

쳐나갔다가 허공에 떨어져버리는 ApJleI<HH은 우스개감이 된다. 그러나 nbep。의 분 

신 A때p띠Jle하I<써〈α씨H뻐1 

한 nb않epo。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망설이지 않고 행하는 뻔뻔한 분신의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의 손길 그의 인간적 열정에 의 

해 현상들의 인조성격， 종이성격을 노출시키는 데 있다. ApJleI<HH과의 접촉에서 신 

비주의자들은 텅 빈 듯이 변하고 KOJlOM6HHa는 종이인형이고， 세계는 종이그림임이 

드러난다. 

순전한 예술세계로 밝혀진 시적 세계상의 완전한 붕괴는 극 끝 부분에서 완벽 

해진다. 창백한 모습의 “죽음”이 아침하늘을 배경으로 다시 나타나고 nbep。가 그 

모습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죽음”은 점차 되살아나며 KOJlOM없Ha로 변하는 듯 보 

인다 그러나 해피엔딩을 축하하는 리얼리스트 작가의 주례로 그들이 서로 손을 

잡으려 할 때 갑자기 모든 무대장식， 소도구， 가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서정적 

주인공 nbepo만이 자신의 운명과 마분지 신부를 슬퍼하면서 텅 빈 무대 위에 살아 

남는다. 초기시의 이상은 예술에서조차 실현될 수 없다는 깨달음， 그가 만들어낸 

분신과 악마의 도움을 가지고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분신들로 자신을 

에워싸고 삶을 예술로 만옮으로써 예술은 이상의 나라도 땅의 현실도 아니며 고대 

해온 두 영역의 합일은 더더욱 아난 중간나라， 그림자나라， 지옥이 되어버렸음을 

5J10K은 “o COBpeMeHHOM COCTO.s!HHH pyccKoro CIiMBOJIH3Ma"에서 고백하고 있다: “* 

I<yCCTBO eCTb M." ( V, 433) 
예언자로부터 시인으로 자리를 옮긴 상징주의자들은 분신들과 타협함으로써 뻔 

34) 가설극장이라는 주제 어릿광대， 햇불행진， 소도구의 성격 폭로， 무대 위의 현상 사 
불에 대한 시각대비는 같은 제목의 시 “5aJlaraH뼈K" (1 905， TI , 67-68)에서도 두 아 
이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 서정극 “5aJlar aH'U!K"는 당시 신비주의적 무정부주의를 
대표하던 나yJlKOB의 부탁에 따라 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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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고 주제념은 노예가 되었고 이 노예의 손 아래서 세계는 가설극장이 되고 말 

았으며 가설극장의 상징주의자들은 더 이상 npeKpaCHoe가 아니라 KpaC~fBoe에만 

신경을 썼으며， 그들 스스로도 npeKpaCHble가 아니라 단지 KpaCI1BbJe한 자들이 되고 

자 했었던 것으로 DJlOK은 진단하고 있다. 상징주의예술이 만들어낸 아름답지만 

npeKpaCHa.51하지 못한 형상 어렴풋이 “그 얼굴”을 연상시키지만 그 얼굴은 아년 

형상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B JII1J10BOM CYMPaKe Heo6b.5l THOr。

MI1pa KaQaeTC .5I orpoMHbl꺼 6eJINR KaTa~aJIK ， a Ha HeM J1e *HT MepTBa.51 KyKJla C JII1UOM, 

CMYTHO Han。뻐Ha.Kl뻐M TO, KOTOpoe CKB0311J10 Cpe,llß HeðeCHbIX po3."( V, 429) 
관 속의 잠자는 미녀 npeKpaCHU llaMa 대신 ‘너’로서 만들어낸 예술생산물-이상 

은 거대한 상여 위의 생명없는 인형에 불과하고， DJJOK은 예술이 돼버린 이 세계， 

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aH깨Te3a의 월계관이자 막 

다른 골목이다. 아름다운 인형， 푸른 환영， 지상의 기적→ 이것들이 승리감에 찬 

예술의 외침을 토했지만 그 외침은 거의 벚어버리고 자색의 어스름 빛도 흩어져버 

린 그 자리엔 텅 빈 평면， 잔치로 황폐해진 영혼이 드러나 있는 상태， 이것이 aH

THTe3a로부터의 탈출을 모색해야만 하는 러시아 상징주의의 상황이었다. 

그러변 DJlOK이 생각한 탈출구란 어떤 것이었는가? 러시아 상징주의의 앞으로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서 DJlOK은 그들 상징주의에 일어난 일을 바로잡을 수 없을까 

반문한다. 주목할 점은 다수 소비에트 비평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DJlOK은 상정주의 

의 이 위기로부터 리얼리즘이 아니라 “올바른 상징주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올바 

른 상징주의가 Te3a 기의 신화시학과 다시 연결되고 있음은 aHTI1Te3a 기에서 앓어 

버렸던 황금칼， 미쳐 날뛰는 보라빛 카오스의 세계를 정돈시키고 진정시킬 황금칼 

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표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예술의 저주， 삶으로 돌아감， 사회적 봉사， 교회， 민중， 인텔리겐치야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면서 DJlOK은 상징주의를 떠나 리열리즘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는 오 

히려 리얼리즘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를 내린다]，ìl 순진한 리얼리즘의 태양은 이미 

졌고， 무엇이든 상정주의의 바깥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술로써 조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상징주의자임을 그는 상기 논문에서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 

35) 서정극 “DaJJaraHQI1K"의 끝부분에서 리얼리스트 작가가 연극이 자기의 원래 의도대 
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홉족해하며 KOJJOM6HHa와 nbep。를 맺어주려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대장치와 소도구와 가면들이 다들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것에는 
리얼리즘의 순진한 낙관론과 상징주의예술에 대한 리얼리즘 쿄드의 개업을 비웃고 
거절하는 DJJOK의 아이러닉한 반응이 물론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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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술가란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여 半범죄적인 창조에 자신을 바치는 자를 가 

리키지 않는다. 5J10K에 따르면 바로 이 점 이 데까당 예술가와 aHTHTe3a 예술가로 

부터 상정주의자를 구별짓는 요소이다. 

aHTHTe3a를 경험한 상징주의자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시공과 인과율과 현실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의 구별이 없으며 수많은 악마의 머리로 가득한 

예술세계의 불어오는 바람， 가상구원인 그림자나라의 유혹이다. 유혹에 꿋꿋하게 

맞서면서 이 지옥의 원을 죽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동반자와 스승， 그리고 스승조 

차도 들어서기 주저하는 그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녀”에 대한 꿈(“pyKoBO，llHTeJ1b 

Ha.sI Me1.1T a 0 T。꺼"， V , 433)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하다. “Ta"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5J10K은 더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여성”이며 대 

문자로 씌여지는 “신비한 존재”이고 “npeKpaCHa.sI llaMa"나 “OHa"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와는 다른 “새로운 이상”이리라는 점이다. 5J10K 세계관과 문 

학에서 aHTHTe3a의 극복으로서 추구되는 새로운 이상 “Ta"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 장의 목표다. 

v. 새로운 이상 CTHXH5I 

이제 5J10K의 새로운 이상에 대해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언급이 펼요하다. aHTH

Te3a는 Te3a의 부정이다. 고로 새로운 이상의 설정이나 출현은 aHTHTe3a의 몫이 

아니다. aHTHTe3a의 끝에 가서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 그것은 Te3a의 이상이 도저 

히 불가능하다는 것， 그 이상 자체가 이미 실현불가능을 담보하고 었다는 것이다. 

“나의 무능 뿐”만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 역시 우스팡스러운 비극적 폭로의 대상 

이 된다. aHTHTe3a에서의 여러 시도는(“5aJIaraH'IHK"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듯) 

예술 속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시적 세계상의 완전한 붕괴 

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비한 체험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 

을 언어유희로 평가절하하는 극단성으로 나아갔다. 

“~ Boo6~e HHKorna (3aMeTb, HHKorna, na*e Korna nHCaJ1 Bce CTHXH 

o npeKpacH。때 llaMe) He YMeJ1 Bhlpa*aTb TO'lHO CBOHX nepe*HBaH째， na 

y MeH$I HHKor‘na H He 6hlBaJ10 nepe*HBaHHA, 3a 3THM CJ10BaM nJI$I MeH$I 

HH'IerO He CTOHT. A npOCTO 6ecnyTHy~ npeKpacHy~ BeJ1 *H3Hb, KOTO

p~ Tenepb BeCTH nepeCTaJ1 (H He XO'ly , H He Hy*HO cOBceM), a nepe-



36 러시아연구 제4권 

CTaB, 11 nOHI’MaTb MHOrOrO He Mory. OT''1erO Tbl (; A. oeJl뼈) nyMaemb, 
'no 51 M1ICT짜c? 71 He M1ICT1I1<, a BCer,lla 6따 xyJl1lraHOM, 51 마TMalO. (- .. ) 

HO 51 He 1IrpalO M1ICT1I1<0R, a 1IrpalO CJlOBaM1I, o~eHb Hy,llHO 11 CI< BepHo. 

OTHOC1ITeJlbHO M1ICT1I1<1I 51 3 HalO, ~TO OHa peaJlbHa 11 CTpa띠HO 11 ~TO Ha

l< a:l<eT MeH5I. Ho I< al< Hal<a3aTb MeH5I 60Jlbme, ~eM 51 Hal< a3aH, 11 ~TO OT-
,"",36) 

H5ITb Y MeH5I, 1<0r,lla 51 H1Im! 

창조자(，lle짜typr)로서 신의 자리에 앉았던 시인은 aH깨Te3a 속에서 태양 같은 예 

술가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천사로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고 Te3a 시기의 오만불 

손함과 사탄적인 성격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한다. “ npel<paCHa51 뼈3Hb"는 다름아닌 

방탕하고 경박한 삶(“6e3nyTHa5l'’)이며 자신의 텅 빈 이상이었을 뿐이라는 aHT1ITe-

3a의 체험에서 시인이 끌어낸 결론은 예술로서 세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예술적으로 창조된 삶은 인위적인 COH, JlO:l<b, 6aJ1ara뻐H'‘~11쩌111<‘ 

였다. Te3a 기에 이미 나타났던 反테마는 “npel<paCHa51 llaMa"의 이상을 부정하지 

않되 이상을 대신하여 나의 “너”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술적 시적 존재들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aHT1ITe3a의 체험에서는 그러한 가면적 “너”의 

비실체성， 순전한 예술성의 인식과 함께 “npel<paCHa.ll llaMa"를 이상으로 하는 세계 

그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이제 OJlOI<에게는 새로운 “너”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 

계원칙， 새로운 이상을 발견해내는 일이 불가피한 과제이며 aHT1ITe3a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세계원칙을 OJlOI<은 앞에서 “Ta"라 불렀다. aH깨Te3a의 주관주의， 불가지 

론， 낭만적 아이러니의 과포화， 은유， 순간적 인상의 복잡한 진흙탕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 OJlOI<은 다시금 삶의 보다 높은 가치에 대해 묻게 된다 OJlOI(은 그것을 

자연， Hapo，ll의 자연적 삶， 러시아에서， 또 그것들 위에 서있는 보다 보편적인 “빠i

poBa51 CT1IX1I5I"에서 찾고 있다. 

상정주의를 대표하는 이론가이자 예술가인 B5I~eCJlaB HBaHoB(1866-1949)는 문 

화를 유기적 유형과 비판적 유형으로 나누고37) 예술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두 개 

의 유형， 즉 “큰 예술"(“6oJlbmoe 1IC I<YCCTBO")과 “작은 예술"(“Maπ。e 1IC l(yCCTBO")로 

나눈 바 있다 '381 이때 “큰 예술”은 동질적 집단의식을 전제로 하는 신화창조와 동 

36) 1905, 10, 15일자 A. 5eJlbtll에 게 보낸 편지， VID, 138-139. 

37) 유기적 유형은 사회의 통일성， 합일적 신화적 집단적 사고의 시기， 어린 아이와 같 
은 낙원상태의 문화유형을 말하며， 비판적 유형은 사회와 문화와 의식의 분열， 개 
체화， 고립을 특성으로 하는 문화유형이다. B.sr"l. HBaHoB, “o pyCCK。더 ll11ee" (l909) , 
nO 3 Be311aM. Letchworth, p.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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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술가는 “직접적인 민중적 자아의식의 기관” 

(“opraH HenOCpenCTBeHHOrO HaponHOrO CaMOC03HaHHSI")"'" 임에 반해 “작은 예술”은 

예술가와 민중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실어증의 예술이다. 민중은 자신의 음성기관 

을 상실했고 예술가는 자신의 “바깥 말 즉 소통적 언어를 상실한 예술， 이 것을 
I1BaHoB는 “작은 예술”이라 부른다.찌 

I1BaHoB가 추구했던 문화와 예술유형은 유기적 문화 큰 예술이었지만 비판적 문 

화， 작은 예술 또한 그때그때 새로운 유기적 문화와 큰 예술로의 합일로 이끌어짐 

으로써 문화의 나선형적 상승발전 속에 자리하게 되는 하나의 고리기능을 가졌었 

다. μBaHOB에게 있어 상징은 예술가 개인의 창조가 아니라 유형적 카테고리의 재 

발견으로서 집단의식의 회복에 핵심적 기능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뼈a 

HOB의 상징이해 예술이해는 민중에 대한 예술가의 우월성， 능동성을 전제로 했다. 

결단의 주체， 행동의 주체， 움직 임 의 주체는 민중이 아닌 예술가다. “민중혼의 잃 

어버린 유산”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예술가는 민중에게로， 자연력의 지층으로 

내려서야 하며 그것은 상징 속에서 의식되게 만옮으로서 예술가 스스로 민중의 새 

로운 자기인식의 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바노프의 테제였으 

며 이는 본 논문 서두에서 다루었던 상징주의의 유미주의적 신화주의 바탕과도 일 

치한다. 예술과 삶의 완전한 조화-합일을 본질로 하는 유기적 문화발전은 질료계 

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세계혼”에게로， “민중”과 “땅”으로 예술가가 내려섬에 의해 

약속되어진다. 이 “땅으로 내려섬”에는 땅에 대한 예술가의 생색냉이 들어 있다. 

보호자， 후원자연한 우월하고 경멸을 담은 포우즈를 취하며 예술가 I1BaHoB는 땅으 

로 내려섰었다. 

OJIOK에게는 이러한 포우즈가 없다. 이것이 I1BaHoB와 OJIOI<의 중요한 차이다. 태 

제 시기의 OJIOK에겐 그같은 포우즈를 취할 수 있는 대상一“땅 “민중”이 그의 지 

평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뼈aHOB의 테제가 처음부터 땅으로의 하강을 포함 

했던 것과 달리 oJIOI<의 테제는 하늘을 향한 상승의 되풀이되는 시도였다. 상정주 

의자들 모두의 이상이었던 “*eHCTBeHH。cTb”는 μBaHOB의 경우 처음부터 “대지 

“역동적인 것 “무상한 것 “육체적 질료적 인 것 “순환반복적 자연력”과 결합 

되어 있었고， “땅”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로의 “聖物”을 훔쳐낸 예술가는 그 

것을 “땅”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섰었다. 상승과 하강으로 이루어진 

I1BaHoB 테제의 수직구도가 신에 대한 저항이라면， 그것은 상승이 하강을 위한 것 

38) BSlq. HBaHoB, “Konbe A빼H버 상게서 p .43ff. 

39) 상게서， p.44. 
40) BSlq, HsaHos, “n03T H qepHb"(1904) , 상게서，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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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점， 더 정확히는， “땅”을 위해 “성물”을 훔쳤다는 데 있다.이) realia의 차 

원은 HBaHOB에게 처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realia를 인식하고 그 

것의 내적 아름다움을 해방시켜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가 모델로서 그는 상정주의 

예술가를 상정했다. 

이와 달리 DJIOK의 테제에서 “ Be'lHa51 lI<eHCTBeHHOCTb"는 “땅”의 성질은 아무 것 

도 갖지 않으며42) 따라서 땅의 서정적 주인공과도 소통불가능한 그 자체 최고의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 Be'lHa51 lI<eHCTBeHHOCTb"는 COJlOBbëB에게서와 같은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의 결합(“Be'lHO-lI<eHCTBeHHoe" )이 아니라 여성적인 영원 “lI<eH

CTBeHHa51 Be'lHOCTb"였고 이 여성적인 세계원칙 OHa는 남성적 로고스를 인정치 않 

는 최고최종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 위에 존재했다.찌 그의 npeKpaCHa51 llaMa는 카 

오스의 포로가 되어 질료계 속에 갇혀있는 세계혼(마lIIa MHpa) 이 아니라 실현된 全

-의 이데아로서 “여성인 이상”이었다. Gudrun Langer가 지적하고 있듯얘) HBaHOB 

의 경우와 달리 神에 대한 DJIOK의 반항은 절대자 신(혹은 logos, 마X 뻐pa)을 몰아 

내고 그 자리에 여성적 이상을 앉혔다는 데 있다. 이상을 향한 상승의 추진력이었 

던 종말론적 구원희망， 합일희망은 시적 자아에게만 의미를 가질 뿐 지상， 세계， 

대지， 사회현실， 민중， realia의 세계는 그의 테제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HBaHOB와 DJIOK에게서 테제가 서로 그 성질을 달리하듯 안티테제의 체험과 인식 

또한 다른 것일 수밖에 없었다. DJIOK이 “o COBepeMeHHOM COCT05lHHH pyccKoro CHM 

BO.llH3Ma"에서 바로 HBaHOB의 개념 Te3a와 aHTHTe3a를 벌어 그의 논의를 진행시키 

고 있는 만큼 이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 펼요가 있다. HBaHOB에게 있어 안티테제의 

체험은 그가 구원하고자 했고 그 아름다움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여성원칙인 “땅” 

이 지식인-예술가-문화의 힘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열세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괴하는 위협적인 힘이라는 깨달음이다. 인간의 문화란 바다 속에 침몰해버린 아 

41) 뼈aHOB의 드라마 “TaHTaJl" (1905), “npoMeTe'j" (1912) 참조. 

42) 1903, 8, 1 일자 5eJ뼈에게 쓴 편지에서 5J10l<은 “He '-IyBCTB)'IO y'-lacT깨 HapOl1a H 06-

lI\eCTBa B Ee 5J1arOllaTH. B ;f(J{3HH HHorlla OTlleJlblBaOOCb npe3peHHeM. nHwy CTHXH no 

npeHM)'II\eCTBY"라 적 고 있다 A. 5eJlble잉， A. 5e빼， 뻐aJlor n03TOB 0 POCC써 H peBO

JIIOUHH, p.1 06. 
43) 1902, 6, 18, Belyj에 게 한 편지 참조 “XpHCTOC BcerBa 110ψ뼈， y Hee lI<e 3TO He 

CYlI\eCTBeHHO, H60 < <CBeT HeMepKHyllU쩨 HOB。꺼 60rllHH> > eCTb He 1l06p와’ H He 
3J1011, a 60Jlee. 꺼 CKa*y, 'ITO 51 JII06JI1O XpHCTa MeHbwe, 4eM Ee H ( .. ’ ). (- .. ) lloφ 

λ:pHCTOζ HO He OHa, nOTO.씨! 'fTO OHa一 Ol<OH4a TeJlbHa" 상게서， p .103, 105. 

44) Gudrun Langer, Kunst-Wissenschaft-Utopie. Die “Uberwindung der 

Kulturkrise" bei V. Ibanov, A. Blok, A. Belyj und V. Chlebnikov, F.a.M. 

1990, p.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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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란티스처럼 자연력의 바다에 의해 주기적으로 파괴되는 잠정적 한시적 상부구 

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은 땅으로 귀화함으로써 현대 

문화의 경직성을 용해시키는 게 아니라 땅 앞에서 인간문화 인간의식의 지속적이 

고 극단적인 위험을 모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땅으로 내려선 I1BaHOB가 얻게 된 

결론이었다. 경직된 남성적 문화， 개체적 의식을 용해시켜 유기적 문화， 큰 예술에 

이르리라 믿었던 확신은 창조적인 여성원칙 뒤에 숨어있는 파괴적 공격적 힘을 대 

변함으로서 무너진다. 믿었던 땅， 깔보기조차 했던 땅의 친숙한 얼굴이 무시무시 

한 메두사의 머리를 드러내었고45} 땅의 여성적 원칙은 이제 파괴적 자연력으로 이 

해된다. 이 자연력의 무시무시하고 무한한 역동성 앞에서 아폴로적 인류문화가 지 

난 견고함이란 지극히 작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안테테제의 딜렘마로부터 I1BaHOB 

가 선택한 탈출구는 절대적 여성원칙， 땅을 능히 상대해낼 수 있는 제 2의 절대적 

원칙， 즉 로고스， 절대종교지향이었다. 

두 개의 절대원칙-세계혼과 로고스의 결합을 통해서만 문화의 구원은 가능하 

며10) 이 “구원의 꿈”은 “시간의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I1BaHOB에게 상징 

주의예술의 COJlOBbëB的 합일지향을 계속 보장해준다. 땅으로의 하강에 의해 현상 

계의 절대폭력 앞에 무력해진 예술가는 다시 절대적 정신으로의 상승을 감행함으 

로써 구원을 선취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종교적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땅으로 내려섰다 땅의 고통을 혼자 젊어진 채 다시 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상승”의 희생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루살렘 

이 뾰aHOB의 낙관적 이고 기독교적 인 구원론의 중요한 상징 이 된다 47) 죽고 다시 살 

아남을 영원히 반복하는 디오니소스적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단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부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화와 자연력， 남성원칙과 여성원칙， 인텔리 

겐치야와 Hapon의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메테역사적인 구원을 상정주의는 신화시 

학적 세계상 속에서 선취하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5J10K에게서의 안티테제는 현상계， CTIDClUI의 무서운 파괴력과의 대면 

이 아니라 초기 시의 정태적인 “ Be'lHa.ll lI<eHCTBeHHOCTb"가 실현불가능한 이상이며 

45) B.lIq. I1BaHoB, “KpyqH - 0 KpH3Hce rYMaHH3Ma" , in: Co6paHHe COqHeH깨， t.3, BplOcce 

JIb 1979, p.369 참조. 
46) B.lIq. I1BaHoB, “llpeBHI깨 y*ac (Terror antiquus)"(1909), nO 3Be3,aaM, pp.425-426 참 

:;z.. 

47) 이로써 I1BaHoB의 선화론은 초기 BJIOK의 3단계신화발전론(3CTeTHKa-3T싸a-peJIHrH.lI) 
을 실현한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B.lIq. I1BaHoB, “o pyccKoll Hllee", 상게서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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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서 이 이상의 추구는 인위적이고 예술적인 가상구원， 미적 세속화로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의 인식이었다. 이 인식에서 그가 취한 탈출구는 뼈aHOB와는 대조적 

으로 CT없RlI， 땅，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섬이었다.1908년 시집 “3e뻐퍼 B cHery"의 

서문에서 “CT없 .. 0 npel<paCH。찌 llaMe"에 대해 회상하면서 그것을 “ 3al<pblTa51 I<HHra 

6b1TRlI"라 부르고 있는 데서도 DJIOI<은 자신이 이제 삶， 6b1THe 속으로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뼈aHOB에게선 여성적인 것 속에 처음부터 들어 있던 

realia, 삶， 땅， Hapoll, 자연력때}이 DJIOI<에게선 안티테제를 거치면서 비로소 시적 지 

평 속에 들어오고 있고I1BaHOB가 안티테제의 체험을 통해 그것들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DJIOI<은 그것을 새로운 이상으로 절대 

화함으로써 “BeqHag *eHCTBeffH。cTb”와 결합시킨다. 이 새로운 여성적 이상， 그리 

고 그것과 지식인 시인의 관계는 1908년부터 DJIOI<의 일관된 테마가 된다. “Hapoll 

” 뻐TeJIßreHl.\RlI" (1908, 11 ), ‘껴야HRlI’'(1908， 11), “CTHXH5I H I<YJIbTypa" (1908, 12), 

“뻐TeJIßreHl.\RlI H peBom빠iSI"(1918， 1), “ KpymeHHe r ]'MaHH3Ma" (1919, 3/4) , “ BJIallH 

뻐P COJIOBbëB H HamH 뻐 .. "(1920, . 8) , “o Ha3HaqeH써 n03Ta" (1912. 12) 등 많은 에 
세이와 강연은 모두 이 테마에 바쳐진 것들이다. 

위의 에세이， 강연은 다른 일차적으로 “비판적 문화 “작은 예술”로 전락한 비 

극적 분열상황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I1BaHOB와 마찬가지로 DJIOI< 역시 Ha

POll와 인텔리겐차， CT없RlI와 문화 사이의 괴리와 대립을 강하게 의식하며 Hapoll와 

인텔리겐치야를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연， 인간， 인류의 속 

박받지 않는 강력한 힘의 발현인 CTHXRlI에 관한 관계에서 서로 적대적인 개념으로 

대립시킨다 그에게서 Hapoll는 삶의 담지자， 분열되지 않은 의식의 담지자， 미래의 

운명이 달린 창조력의 담지자， CTHXRlI의 담지자이자 체현이며 인텔리겐치야는 反

CT없깨的인 아폴로적 문화인간을 지칭한다. DJIOI<은 인텔리겐치야와 문화가 CTHXRlI 

와 Hapoll를 그들 편으로 동화시켜 영원한 진보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같은 닥관이야말로 지진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화산 아래에서의 유쾌한 윤무 “아폴로적 꿈 “문화의 꿈과 도 

취”애)일 뿐이며 이미 사슬에서 벗어난 CTHXH5I가 곧 문화의 깃발을 끌어내려 내동 

맹이칠 것이라고 DJIOI<은 확신한다. 대지와 CTHXRlI를 저주하고 대지를 박차고 하늘 

로 날아오르는 날개를 발명해내는 문화의 CTHXRlI에 대한 복수욕과 그러한 문화에 

48) 출산(“E땐'lleHHe")이 갖는 대지적 차원과 땅의 인간종족 (면걷， Ha쁘깅) 그리고 자연 
(npH면픽a) 사이에는 직접적인 발생학적 연관성이 존재하며， 노어에서 이 연관성은 
공통된 어근 “얀깅”어l 의해 표현된다. 

149)A. DJIOI<, “CTHXH5I H l<YJIbTypa" , V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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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CTI1XWI의 복수전은 또다시 CTI1XI1.51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또한 C까iXl1.51 

에서 나온 사람들， Hapoll 역시 아직은 대지처럼 잠자고 있다. 이미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침묵은 따따르 군과의 KyJlliI<OB。 전투를 앞두고 러시아 군 진영 

을 지배하던 정적처럼 인텔리겐치야의 섬멸을 준비하는 전투 전야의 정적이다.떼) 

DJIOI<의 귀는 이 정적이 아직은 먼， 그러나 점점 더 커져가는 천둥소리로 변하고 

있음을 듣는다. fOrOJIb은 “죽은 영혼”에서 러시아를 공기를 찢으며 바람처럼 어디 

론가 달려나가는 뜨로이까에 비유했지만 DJIOI<은 이 뜨로이까-HapollHa.5I POCCI1.51가 

“우리" (DJIOI<을 포함한 인텔리겐치야)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511 

Hapoll에게 몸을 던지는 것은 확실한 죽음에 몽을 던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텔리겐치야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다S2J는 비극적 운명 앞에 

서 DJIOI<은 “Hapoll 11 I1HTeJllireHUWl"에서 아직은 모순된 두 감정， 황홀감과 절망적 

비애를 함께 토로하고 있다. 

이 길의 극단적 위혐， 문화파괴의 숙명적 순환에 대한 DJIOI<의 깨달음은 HBaHOB 

와 마찬가지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다.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위협적인 CTI1XWI, 문화의 꿈 위에 날뛰면서 이를 짓밟으려 하는 털복숭 

이 말과 같은(V ， 328) CTI1XWI의 절대적 힘 앞에서 DJIOI<의 예술가는 그것을 운명 

으로 감내하는 수동적 수용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에 대옹할 수 있 

는 또다른 절대적 힘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CTI1XI1.51에 대한 사랑，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CTI1XWI에 대한 공포를 긍정적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 

“CTpax MO)((HO rr06elll1Tb TOJIbl<O c aMo3a6BeHI1eM 11 r I16eJIbIO." (V , 328) CTI1XWI 속에서 

의 자기부정은 인텔리겐치야의 개인주의와 아이러니 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볍이기 때문이다 iill 

50) A. 5JIOK, “HapOll H HHTeRHreHUH.lI", V , 323-324. 이 에셰이에서 KyRHKOB。 전투 전야 
의 분위기는 UHKJI “Ha rrOJIe KyRHKOBoM" (l 908)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된다. 띠KJI에 
서의 따따르 진영 묘사를 러시아 인텔리겐치야에 대한 비유적 묘사로 보는 해석에 
대해 MaKCHMOB는 그의 상기 저서 (pp.365-367)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MaKCHMOB 

는 따따르 군을 제정 러시아 국가， 정교회， 관료로 봄으로써 인텔리겐치야에 대해 
옹호적인 소비에트 애국주의적 견해를 제시한다. 

51) A. 5JIOK, 상게서， p.328. 

152) “αl.lI pyccKoro Terrepb OTKpblBaeTC꺼 3TOT nyTb, H 3TOT nyTb - eCTb caMa POCCH.lI.", 

V , 325. 

53) 5ROK은 자기부정의 긍정성을 rOrOJIb, Ibsen, COJlOBbëB의 말을 벌어 강조한다(V ， 
349): “OTpeKHCb OT ce6.l1 .llJI.lI ce6.l1, HO He .llJI.lI pocom" (rorOJlb, < <BbI6paHHble MeCTa 

H3 nepenHC쩌 C llPy3bll싸1>> ， <<mICbMO>> X X) , “자기자신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 해 야 한다"(Ibsen ， <<Peer Gynt>>, 4막)， “써<.JHoe caMOOTpe<.JeHlie He eCTb 



42 러시아연구 제4권 

이렇게 5JIOK에게서 CTIDCIDI는 유일한 절대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영 

원히 여성적인 것”이 다시금 절대적 이상으로 높여졌음을 의미한다. 5J10K이 새로 

운 이상을 앞에서 “Ta"라 불렀던 것 역시 여성적 원칙이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초기 시의 이상 npeKpaCHa51 naMa가 정태적이었던 것과 

달리 CTIDCIi51는 모든 거짓문화를 주기적으로 파괴하는 세계의 모든 소리 그 양가적 

이고 역동적인 본질이라는 점이 다를 뿐 이들 Be4Ha51 ~eHCTBeHHOCTb에 대한 5JIOK 

의 태도가 수용적 수동적이라는 점에서는 변한 바 없다. 이 태도는 CTIDCIDI의 신비 

스런 체현으로 이상화되는 러시아， HapollHa5I POCCIi5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성 

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없고 위협적이며，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암시하고 

있는， 이 곳의 것이 아년 힘을 지닌 농부의 경멸과 불신을 담은 미소와도 같은 러 

시아(Y ， 322), 동시에 “미래의 푸른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 

(Y , 378-379), “ YMOM POCCIiIO He nOH51Tb, ( ‘ ) B Pocc뻐 때뼈。 T。IIbK。 BepRTb””라 

고 TIOT4eB이 표현했던 이 거대한 수수께끼-러시아 앞에서 5JIOK은 “ POCCIiIO MO~。

TOJIbKO JII06IiTb"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aHTliTe3a 기를 지배 

했던 시인의 자기논쟁과 자신에 대한 아이러니는 이미 존재할 수 없다. 역사현실 

의 모든 현상들은 자연， CTIDCIi5l, Hapo.o, POCCIi51에의 근접도에 따라 가치를 얻게 되 

며， 개별화되고 분열된 서정적 의식은 CTIDCIDI의 길을 함께 감으로써 전일성 회복 

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존재의 땅으로부터 유리된 CJIOBeCHOCTb, JlliTepa TYPHOCTb 

를 죽임으로써 짜i3HeHHOCTb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5:)) 

예술가는 이제 aHTliTe3a 기의 .oe뻐ypr 자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바람에 갈갈이 

찢겨진 공중 속에 미쳐 날뛰는 음악에 귀기울여야 한다". “neJIO Xy.oO~IiKa， 06513a 

HHOCTb xy.oO:t에따a - ( ... ), C.nymaTb Ty MY3b1Ky, KOTOpoH rpeMeeT < <pa30pB뻐뻐따 

BeTpoM B03며X>>I" (“뻐TeJllireH따쩌 Ii peBOJIlOUIi5l", VI , 12). 예술은 CT없%의 목소 

리이며 그 자체가 자연력이다. 그외 모든 것은 문명이 만들어놓은 허약한 상부구 

조에 불과하다"( ... ), 4TO TaKoe IiCKyCCTBO, 4eMY OHO cp。머Ii， Ha 4TO OHO cnoco-

6HO; OHO - rOJIOC CTIDCIiH Ii CTIiXIiHHa5I CIiJIa; B 3TOM - ero e.!lliHCTBeHHoe Ha3Ha-

4eHlie , ero CMblCJI Ii ueJIb, Bce OCTaJIbHOe •• Ha.oCTpoHKa Ha.o HIiM, .oeJIO 6ecnOKOH

HbIX pyK UliBliJlli3 aUIiIi." (“KpymeHlie rYMaHIi3Ma" , VI , 109). 

뒤에서 다루겠지만 5JIOK은 그가 죽던 그 해， 연설문 “o Ha3Ha4eHIili n03Ta" 

OTpe4eHlie OT ))ß4HOCTIi, a eCTb OTpe4eHlie Jlliua OT CBoero 3roli3Ma" (BJI. COJlOBbëB, 
< <HaUIiHaJlbH뼈 Bonpoc B POCCIiIi> >). 

54) A. K. lleMliIlOBa, H. A. PYllaKOBa, PyCCKa51 COBeTCKa51 n0331l5l, MOCKBa 1977, p.76. 

55) pO.!lliHa의 감각기관으로서의 시인에 대해서 V , 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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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에서 시인을 “조화의 아들”이라 정의함으로서 시인의 역할에 조직적 구성적 

능동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나，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에 머문다. 시인의 역 
할은 여전히 CTI'IXI'I5I의 길을 함께 가고 CTI'IXI'I5I의 음악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 데 있다. 개별자의식을 버리고 시인이 함께 가는 CTI'IXI'I5I←POCCI'I5I의 길은 어 

떤 초월적 목표로 나아가는 수단，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길의 끝 

에 있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 러시아 그 자체이다. 이는 CTI'IXI'I5I가 

비이성적이고 인식불가능하며 역동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이며 종결될 수 없는 성 

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월적 목표를 향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곧 CTI'IXI'I5I 

의 구원동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CTI'IXI'I5I는 자신의 어두운 物性으로부터 구원 

되길 열망하며 이 구원동경이야말로 CTI'IXI'I5I를 COJJOSbës 신화철학의 “마때a MJ.Ipa" 

에 접근시키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다G6l 그러나 “이” 세계의 “ CTI'IXI'I5I" 속에서의 수 

평운동(“snepe.ll-Ha3a.ll")은 內在의 경계선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 그 

것은 길이다(“(3e뻐lJI 06eTOSaHHa51 _nYTb).571 구원되지 못한 CTI'IXI'I5I는 시인과 함께 

길의 나그네가 된다. 

VI. 길의 드라마 “neCH5I CYJlb6bI" 

종점이 그 길인 길， “ nyTb eCTb CaMa POCCI'I5I"의 테마와 그러한 비극적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DJJOI<의 시적 인간적 발전과정은 제목 자체에서 이미 운명의 힘과 운명 

에의 자기바침이 암시되고 있는 드라마 “ neCH5I CY.llb6b1’'(1908)에서 가장 집중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패) 

“ neCH5I CY.llb6b1"의 주제와 사건은 작가/예술가의 극적 체현인 주인공 repMaH이 

지나는 단계에 따라 높은 이상(“영원히 여성적인 것”의 높은 반쪽)의 세계로부터 

땅으로 내려섬 문명세계의 인간이 됨 - 고통받는 인간이 됨 • (가짜) 신랑， 

56) B꺼'1. HBaHOB는 이 동경을 “세계혼의 진정한 의지”라 부른다. “llpesHI'Ill 앤ac" ， p .422. 
57) A. O]]OK , 3anHCHμe I<HIllI<KH 1901-1920, Moc l<sa 1965, p .l07. 
58)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19년에 최종본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테마에 대 

한 O]]OK의 집착이 드러나며 이 테마가 바로 OJlOI< 자신의 삶의 테마임은 1908, 12, 
9 CTaHHCJlaBC I<Hll에게 쓴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Be.llb TeMa M05l, 51 3Ha~ Tenepb 3TO 

TBep.llO, 6e3 BC5I KHX COMHeHHll - *HBa5l, pea]]bHa51 TeMa; OHa He TOJlbKO 60ßbme Me 

HJ1, OHa 6o]]bllle Bcex Hac; H OHa Bce06ma51 Hallla TeMa. ( ... ) B TaKOM SH.lle CTOHT ne

pe.ll。 뻐。II M051 TeMa, TeM8 0 POCCHH (Bonpoc 06 HHTeJlHreHUH’‘ H HapO.lle , B '1aCTHO

CTH). 3TOll TeMe 51 C03HaTeJlbHO H 6ecnoBopoTHO nOCBÆ띠.810 !l<H3Hb." VßI,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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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의 역할을 거쳐 - 나그네가 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허구적 사건의 테두 

리 속에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길은 드라마의 끝을 념어서서 계속 이어지는 

주인공의 불변특성-방랑， 추구， 그 길 자체에 바로 극적 사건의 의미가 있음을 말 

해준다. 

1장에서 repMaH과 아내 EJIeHa 장모가 살고 있는 “하얀 집”은 5JIOK 초기 시세계 

의 이상이 지니고 있던 특성들을 모두 지난다. 희고 빛나고(“CBeTJ빼")， 높고(“Ha 

XOJIMe - 6eJ뼈 llOM repMaHa". IV. 104) 순수하고 아름답고(EJleHa의 이 름이 이 미 

아름다움을 상정한다) 고요하고 정적이고， 폐쇄적이며 도달불능이다(“repMaH: Be 

llb 3lleCb H따TO He XOllHT, llopora ynJ.lpaeTC5I npj[MO B HamJ.l BopoTa "105) , 시공 

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은 추상적이며 삶이 없는 “故人들의 섬”이다(“llpyr: Bellb 51 

뼈By BO BpeMeHJ.I J.I npoCTpaHCTBe, a He Ha 6πðJl(eHHbIX oCTpoBax. KaK BbI", 106) , re

pMaH의 시각에선 초지상적 이상의 환시 또는 회상인 이 높은 세계의 삶을 지문에 

서 작가 5JI이〈은 아직 삶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꿈，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꿈， “그 

림책”의 꿈으로 해석한다: “( .. ‘) Hall paCKpblTO연 KHJ.lrOH C KapTJ.lHKa뻐， llPeMJIeT 

repMaH,"(104) 완전하게 폐쇄된 듯 보이는 이 은밀한 세계로 CTJ.IX때HOCTb가 침입 

하면서 그림책의 꿈은 극의 시작과 동시에 파괴된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그의 집 

에 들른 수도승이 해주는 φaJ.lHa 이야기， 세상으로 그를 부르는 바람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가 repMaH을 출구없는 행복의 섬으로부터 세상 속의 삶으로 나가 

게 한다· “ repMaH: ( ... ) 51 nOHj[JI, qT。 뻐 。llHJ.I， Ha 6πðJl(eHHOM oCTpoBe, OTllaJIeH뻐e 

。T Bcer。 뻐pa ， Pa3Be M。뼈。*HTb TaK OllHHOKO H CqaCTJIHBo?’'(110) 

repMaH에게 “세상”의 삶을 일깨워주고 CTJ.lXH5I의 역동성을 상정하는 바람소리는 

곧 운명의 노래다.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오로지 자기포기와 운명에 대한 사 

랑을 통해서만 쫓을 수 있다: 

“ repMaH: CJIblmHmb, KaK noeT BeTep? TOqHO - neCHj[ caMOH CYllb6b1 

BeCeJIaj[ neCHj[, CJIbIl마1mb? - rocnollJ.l, KaK *YTKO H pallOCTHO! A B 

llOMe HeT BeTpa J.I He CJIblmHO fleCHH CYllb6bI. TbI CJIblmaJIa, qTO CKa3aHO: 

<<COBepmeHHaj[ 刀~60Bb J.l 3rOHj[eT cTpax>>?n(113) 

그랴나 “세상으로 내려섬”이 전적으로 바깥으로부터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건 

아니다 EπeHa가 걱정하는， 그녀는 꾸지 않는 repMaH의 백조의 꿈은 이 이상세계에 

서 채워지지 않는 repMaH의 “저편 호숫가”에 대한 동경을 암시함으로써 잠재적 운 

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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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MaH: 51 OIDITb yCHYJI. Bo CHe - BCe 6eJIoe. 51 BH.ZleJI 60JI벼YIO 00-JI)'IO JI 

eOOLIb; OHa ro표VIa K TOMY 6epery 03epa, rpy，따JIO np.llMO Ha 3aKaT ... "(104) 

아폴로적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내려선 repMaH이 들어서는 첫 현 

실공간은 CTHXID!의 공간이 아니다. 제 1장의 공간은 제 3장에서 유사체를 갖는다. 

“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이룬 문명의 성취를 전시하는 “세계산업박 

람회장”은 1장의 “하얀 집”과 많은 점에서 연관성을 갖는다. “하얀 집”처럼 “전시 

회장건물”은 밝고 수직적이며 폐쇄적이다. 그러나 이 성질들은 “하얀 집”과는 달 

리 철저하게 세속적이다. “하얀 집”의 초지상적 비지상적 빛이 여기서는 전적으로 

인공적인 조명， 전깃불로 바뀌고 있으며， 천사날개처럼 보이는 “하얀 집”과는 대조 

적으로 여기서는 “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기술문명의 절정인 비행기로 

실현되고 있다. 세속적 수직상승지향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은 전시 

회장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재고 있는 시계이다. “하얀 집”의 초시간성， 비 

시간성이 아넌 시간성이 인간문화의 최고 업적으로 전시된다. 길이 통하지 않는 

“하얀 집”으로 수도사가 들어왔었다면 자신의 신성불가침성을 건물 입구에서부터 

공포하고 있는(“TeppHTOpID! BCeMHpHOR BblCTaBKH HerrpHKocHoBeHHa", 119) 전시 회 장 

은 전시회장 내 “llBopel.\ Ky刀bTYPbl"에서 벌어질 φaHHa 공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3HaMeHHTa.lI φaHHa HcrrOHHT < <necHIO CYLIb뻐>>! Bce뻐pHO H3BeCTHa.ll φaH-H 

a! φaHHa ， CaMa.lI KpaCHBa.ll JleBa MHpa!"(l20) φaHHa를 만나는데 실패한 수도사가 그 
녀의 기호(BeTep ， BHJleHHe)와 함께 “하얀 집”으로 왔던 것과 달리 이제 인간문명의 

자기과시장인 전시회장으로 φaHHa-CTHXID!가 열광적 환호 속에 직접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신성불가침을 선언하는 인간문화의 낙관론적인 요구는 그만큼 더 우스광 

스럽고 허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얀 집”의 정태성·순수함·순결함도， CTHXH.lI의 

역동성도 아닌 문화의 분주함·혼잡함·언어혼란·외설·아둔함은 이 공간을 “ 6JIa.lKeH 

Hb따 。CTPOB"이 아년 “문화지옥”으로 만든다: “ llpyr: lla, 빠1 B cTeHax llBopl.\a KyJIb 

Typbl. Ha,/lITHCb y30pHa꺼 KaK Ha,/lITHCb y BOpoT TaHHCTBeHHoro llaHToBcKoro A.Ila , 

rJIaCHT 06 3TOM." (l22) 
φaHHa는 CTHXH.lI -POCCH.lI의 체현으로서 상이한 여러 성질을 지니지만 “문화궁전” 

의 군중들 (“HapOJl"와 구별되는 “TOJIITa") 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 

에 상응하는 표면적인 것만을 그녀에게서 보기 때문이다. 그들과 그녀의 “운명의 

노래”를 탕녀의 속되고 정열적인 노래로만 이해하며 이같은 표피적인 이상은 4장 

φaHHa의 분장실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예술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그들에게 φaHHa는 peaJIbHa.ll TeMa가 아넌 공허한 예술적 이상화의 대상이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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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의 인공조명과 거울이 그들의 토론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넌 비현실성 비실 

재성을 뒷받침해준다. 

φaHHa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repMaH도 마찬가지이다. 군중들이 “운명 

의 노래”의 음탕함과 속됨에 열광했었다변 repMaH은 바로 그것때문에 φaHHa에게 

분노한다. 그에게 φaHHa의 노래는 (그가 아직도 속하고 있는) “하얀 집”이 대변하 

는 가치와 문화전통을 욕되게 하는 타락한 저급현대문화의 변종이며， 이같은 “이 

상모독”에 대 해 그는 “ 인간의 이 름으로” φaHHa를 비 난한다: “TbI OTpaBWIa CJIa.oK싸 

~.oOM cep.1lQe, / Thl paCTOnTaJIa ca빼 He細따 I..\BeT, / TbI COBep띠HJIa BhlCmee K。뻐

CTBO:j Thl JlYIIIY - qepHhlM WJIeαIþoM 3aMeJIa!/ npoK~Ta~! lloBOJIbHO TbI r껴lMWIaCb!/ 

npo% MaCKY! 니eJIOBeK nepe.o To6。다!’'(129) repMaH은 세상에 내려옴으로써 이미 인 

간이 되었다고 여기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문화세계 속에서의 φaHHa 

와의 만남이 필수적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인간이 된 것이 아 

니라 그의 뺨을 휘갈기는 φaHHa의 채찍이 그를 비로소 인간으로 만든다 이 채찍 

은 그에게서 삶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앗아가며 인간이 된다함은 고통과 열정인 

삶을 따르는 것임을 그에게 깨닫게 해준다. 인간이 됨으로써 repMaH은 수평공간에 

서 φaHHa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TOJIna, 예술가들， repMaH은 φaHHa가 지난 에로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3Me.sI", “cropeTb", “ BeCHa", “ orOHb", “ 6Hq" 등의 모티브와 결합된 에로틱은 대지， 

CTHX~가 갖는 창조성， 공격성， 파괴성， 순환성 그리고 그같은 자신의 CTHXI때HOCTb 

로부터 구원되고자 하는 열망을 함께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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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o6yη KTO, npH.1lH B MOH ca.o, 

B3r~HH B MOH qepHhlli, y3KH다 B3r~.o， 

CropHWb B MoeM ca.oy! 

R BC~ - BeCHa! R BC~ - B orHe! 

He nOJl)(o.1lH H Thl KO MHe 

Koro nw6nw H *.1lY! 
(- .. )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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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eg”는 선악의 피안에 존재하는 CTID<Iij!, 창조적 생산적 대지의 상징이다!'"f.n 자 

신만만한 공격 적 어조의 “ 51 BCj! - 3Mej!"는 φaliHa가 Co빠j!， 마리 아와 같은 “영 원 

히 여성적인 빛난늪” 존재， “햇빛으로 옷을 입은” 여인의 발 아래서 짓밟히고 정 

복당하는 부정적인 악의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CTIiXIij!의 불”임을 말해준다. 때문에 끝없이 반복되는 새로운 재 

생순환의 시작을 의미하는 “봄”이 그녀의 계절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51 BCj! - BeCHa!". “ 3Mej!"의 공격성， 파괴성， 도취성， 창조성은 다시 “。rOHb" 모티 

브와 결합된다 φaliHa는 온통 불 속에 있으며(“51 BCj! -- B OrHe!") 그녀의 눈을 들 

여다보는 자는 불의 정원 속에서 불탈 것이다. “。r。Hb”， “ cropeTb", 펴eCHa" ， “:I(,llaTb" , 

“necHg”의 모티브는 같은 모티브들이 나왔던 수도사의 φaliHa 이야기와 연결되면 

서 φaliHa의 노래를 성적인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해석하도록 도와준다: 자신을 불 

태우는 분리종파 신도들， 강 언덕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φaliHa의 모습은 노래 속 

에서의 φaliHa의 기다림을 지상의 구원에 대한 CTIiXIij!의 기다림， 열망으로 그 의미 

를 심화시킨다. 완전히 불탐에 의한 용해는 지상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의식의) 

해체， 소멸， 사멸을 뜻하지만 OJJOK에게 인간존재를 하나의 불꽃으로 변화시키는 

이 카타르시스적 변용은 가장 강렬한 삶의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원소 모든 대극 

성을 하나의 전체로 융합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삶의 창조력을 상정한다60) 

파괴적인 자아해체와 다시 태어남이 앞에서 다루었던 에세이들에서 인텔리겐치 

야 문화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희망이었던 것처럼 같은 구원열망을 CTID<Iij! 

φaliHa-llYDla 뻐pa도 지니고 있다. φaliHa의 이 열망은 그녀가 지어낸 자신의 동화에 

서도 표현된다. 앞서 나왔던 주요상징들(불， 바람， 강， 언덕， 기다림， 불탐 ... )이 다 

시 나오는 이 동화에서 φaliHa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랑에 의해 구원되길 동경한다: 

“( ... ): KaK BeCHa ÕbIJJa , BeTep TlJJaKaJJ, a MOJJI때nn，a Ha õepery :I(,llaJJa' .. 11 rrJJbIBeT K 

HeR Ha JIb짜fHe TaKOA CBeTJIh따 . .. TaK Ii rOpliT BeCb, TaK Ii CIij!eT' .. ÕY.lITO CaM 11Ii

cyc XpIiCTOC' . ‘"(139) 그녀가 기다리는 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녀처럼 빛 

59) “ 3Me.sr"의 地性은 “3eM.1lSl"의 어형적 유사성을 통해 더욱 강하게 암시한다. 
60) φaliHa와 EJIeHa가 흑백의 색채 뿐만 아니라 “불”과 “빛”의 대립을 통해 정의되고 있 

는 점에 유의할 펼요가 있다. EJIeHa의 세계를 나타내는 “cseT" , “CBeTJ뼈”는 모든 
것， 모든 대립의 해소 융합이 아니라 모든 원소들의 분리， 세계의 분석적 대상화， 
이성적 자아의 사유， 다시 말해 “생”이 아니라 “인식”을 상징한다. EJIeHa 스스로도 
φalfHa의 상징인 불과 바람을 평가절하， 그런 것을 따르는 repMaH 과 수도승을 비난 
하면서 자신의 정태성， 고요함， 차가움이 구원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B nHCaH뻐 
CKa3aHO: npopOK yB때때 rocnO.lIa He B OrHe H He B 6ype, HO B rJIaCe xna.lIa TOHK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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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어둠을 밝혀줄 예수처럼 빛나는 존재이다. “인간”이 

된 repMaH이 구원자-:I(eH없가 될 수 없음은 여기서 이미 암시된다.이) 

제 5장에서 뜨로이까와 러시아 전통의상 등의 부속품의 도움으로 더욱 분명하 

게 “러시아”의 체현으로 나타나는 φaJ.lHa과 repMaH의 만남은 극 구성의 절정을 이 

루면서 영원한 구원을 찬미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등장인물의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비극적 오류임은 둘의 서로 어긋나는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점점 더 격렬 

하게 CnaCIfTeJlb-:I(eHIfX를 부르는 φalfHa의 외 침 (“f1plflllf K。 뻐e! 51 yCTaJla 뼈Tb! 0-

CB060lllf MelUl! He xoqy YCHYTb! ((IUI3b! npyr! lKeHlfx!" , 149)에 답하듯 나타난 repMa 

H을 그녀는 “그리스도 A性”으로 여긴다. 그녀에게 repMaH의 얼굴은 구세주의 빛 

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가 휘둘렀던 채찍으로 생긴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 

다(“TbI CBeTeJl, y Te6.l! - pycble B。π。CbI， }]IfUO TBoe roplfT rocnOlllfH orHeM! ( ... ) 

3TO - COJlHue roplfT Ha TBoeM }]Ifue! TbI - TOT, Koro 51 :I<lIaJla. ( ... )", 150). 그러 

자 repMaH은 φalfHa의 얼굴에서 그가 구원해야 할 “사로잡힌 영혼”이 아니라 “그를 

부르는 운명”을 본다(“51 ymeJl He B。 싸51 cBoe! MelUl n03BaJl BeTep, ( ... )," 148, “ Ha 

}]Ifue TBoeM - BC.l! cY.!Ib6a!" , 150). 그는 운명의 부름에 따라 인간이 된 자이지 主

에 의해 보내어진 자가 아니다. 이 어긋남을 φalfHa의 외침과 repMaH의 등장 사이 

에 자리한 매우 긴 지문에서 더 분명해진다(149-150)): φalfHa의 정열， CTlfXlfnH。

CTb의 분출에 “ BeCb 뻐poBOn opKecTp"가 협주를 하고 뒤이어 태양이 빛나기 시작 

하여 이를 배경으로 repMaH이 동장한다. 이는 구원과 >l<eHIfX에 대한 φalfHa의 열망 

이 repMaH 모습의 투사배 경 이 되 며 φalfHa의 CTIfXlfnHOCTb가 분출시 키 는 빛 속에 서 

만 repMaH은 불타오르고 있을 뿐 그 자신이 태양은 아님을 의미한다 

제 7장은 태양의 역할을 맡은 repMaH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마때a 싸ipa를 해방시켜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주인공 

은 마매a 뻐pa와 함께 다시 골짜기로 떨어지고tì21 눈보라 속에“” 의식을 잃고 과거 

61) φaJ.IHa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은 유모가 얘기해주는 동화를 φalfHa가 거절하 

며 037-139) 그 동화의 구성 이 1장에서 repMaH이 꾼 “백조의 꿈”과 흡사하다는 데 
서도 이미 암시된다 . 

62) 같은 테마의 드라마를 5JlOK은 미완으로 끝난 드라마 “K <<뻐OHIICy rllnep60pe꺼C
KOMY>>"에서도 시도하려는 생각을 가졌었다， 3anllCH비e KHII>I<KII , Pp.87-91 참조. 

63) 5JlOK 시집 제 2, 제 3권에서처럼 “f1ecH5I CY.llb6bI"에서도 “눈보라”는 私的이고 민족 
적이고 우주적인 영원한 운명을 지배하는 CTIIX때의 음악정신의 상징이다. 5JlOK의 
시집 제 1권에서 “눈보라”는 아직 윤곽이 뚜렷한 상징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 5JlOK 
의 상징 “MeTeJlb"에 대해서는 B 빼P싸맨CKllìl ， “n0331151 A 5刀OKa" ， in: Bonpocbl TeopμH 
H .nHTepa T}pbl, JleHIIHrpa.ll 1928, p.241 , K MOl.JyJlbCK때， AJleKCaH.llP 5JlOK, Paris, 1948, 
p .134, PyccKa51 JJlITepaT)'Pa KOHua XIX Hal.JaJJa - X X B. , T.2, pp.238-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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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돌아갔던 힘없는 거짓태양은 오히려 .llYIIIa 뻐pa， 영원히 여성적인 것， φaHHa에 

의해 의식을 되찾는다. 낙원에서와 같은 구원된 삶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힘든 삶 

을 위해 되살아나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 약속되는 종교적 구원이라든가 지상적 

삶과의 대변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repMaH에게도 φaHHa에게도 없다. 삶을 그 

모든 비극성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DJJOK의 이상 아년 이상， 새로운 이상이 

다!-)ill φaHHa를 만나러 나섰다가 결국엔 EJJeHa조차 떠나버린 “하얀 집”을 지키게 된 

(; 제 6장) 수도승은 repMaH과 대조적으로 삶과의 대면， 인간이 되는 일에 실패한 

자이며65) 그의 묘사에서 엿볼 수 있는 COJJOBbëB뻐)에 대한 DJJOK의 관계는 DJJOK에게 

있어 COJJOBbëB的 합일이란 텅 빈 이상의 집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했음을 추측케 한 

다. 

“빛나는 신랑”의 역할이 실패로 끝난 후 시간은 밤을 지나 눈보라치는 흐린 아 

침으로 변해 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주인공을 파멸로 이끌지는 않는다. 엑스터시 

와 심장의 불은 repMaH을 카타르시스를 통한 “제 2의 세례”반 영적인 재생으로 이 

끌었으며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 새로 

운 단계가 삶에 대한 거리취하기로 나아갈 위험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은 아 

니다. 

φaHHa: 3'’, repMaH, 6eperHcb! repMaH, MeTeJJb H.lIeT! 

repMaH: Bce paBHo. He 6Y.llH. nycTb .lIpyrofi OT뻐eT .lIopory. (163) 

1장에서의 잠이 “세상과 아직 접촉해보지 않은 자의 現實以前 상태，，68)를 나타내 

는 것이었다변 7장 서두의 잠은 삶과 길에 대한 무관심의 새로운 위험을 나타낸 

64) 이 점에서 “neCH~ CYl1b뻐”의 제 7장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되는 
Ibsen의 “Brand" 결말과 대조률 이룬다. Ibsen 역시 나중엔 개인주의와 서구적 관 
념론과 결별하고 삶의 여러 얼굴에 대해 열려있는 “비극적” 정신태도로 나아갔다 
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BJJOK은 자신의 길이 옳은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BJJOK의 
에세이 “reHpm< 116ceH" (1908, V , 309-317)을 참조하라. 

65) 자신의 실패를 수도승은 이미 제 2장에서 자인하고 있다 “11 TaK ~ TOMIUIC~ ， TaK 

XOTeJJOCb MHe 6비Tb tJeJJOBeKOM ... "( 116) 

66) D. Wörn은 그의 저서 “Aleksandr Bloks Drama Pesnja Sud’by", München 

1974, p .149 에서 수도승이 세계혼의 이중적 본질을 BJJOK에게 알게 해준 COJJOBbëB 

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67) 제 7장 repMaH의 독백은 UHKJJ “CHe:l<Ha~ MacKa" 중의 시 “BTopoe KpemeHHe" ( II , 216) 

의 변주로 볼 수 있다 

68) G. Langer, 상게서，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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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위험성은 공간구조의 상징적 변화에서도 시사된다. “땅”으로 내려선 후 우 

세하던 수평공간이 다시 수직적 요소에 의해 일시 대체되는 것이 그렇다. fepMaH 

은 눈덮힌 언덕 위에서 φaHHa는 언덕 아래서 서로를 부른다 “언덕"(“XOJlM")은 삶 

의 직접성(“peaJIbHa.ll TeMa") 이 아년 “거리를 두고 봄 미학화의 위험을 시사하며 

이 경향은 φaHHa의 비난에서도 지적된다: “Bce -- CAOBa' KpaCHBμe CAOBa.( ... )" 

(160) , “On.llTb-- CAOBa?’'(161)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fepMaH은 자신이 φaH 

Ha에 종속된 존재이지 결코 그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아래로 내려선다. φaHHa는 러시아 국가권력을 상정하는 그녀의 동반자와 함께 그 

녀가 온 곳，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되돌아가고 fepMaH은 “6PO.ll.lllJH찌’'(167)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길을 더듬어야 한다. 이렇게 “necH.lI CY.llb6b1"의 마지막 장면은 새로 

운 비극적 길의 첫 장이 되면서 길은 여전히 계속된다 여기서 길이 지년 비극성 

은 fepMaH이 φaHHa와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아닌 길 그 자 

체가 fepMaH이 가는 길의 목표라는 데 있다. fepMaH과 φaHHa의 마지막 대사는 단 

순히 재회의 희망이라는 측면에서는 DAOK의 서정극에서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이기 

조차하다· 

fepMaH: ( ... ) φaHHa ’ TbI 3Haemb .llOpory? 

φaHHa: TbI JII06Hmb MeH.lI? 

fepMaH: 재o6J11O TeÕ.ll. 
φal’Ha: TbI 3Haemb MeH.lI? 

fepMaH: He 3HalO. 

φaHHa: TbI HaR.llemb MeH.lI? 

fepMaH: Ha찌며r. (165)'9) 

φaHHa-CT없\i.lI -cY.llb6a를 끝없는 역동성， CTHXHRHOCTb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 

을 지난 원칙은 DAOK의 세계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CTHXH.lI -Hapo.ll와 fepMaH一인 

텔리겐치야는 인식가능한 어떤 목적지도 갖지 않는 길을 오로지 함께 갈 뿐이며， 

그 길의 끝에 펼쳐지는 것은 운명의 승리가 아니라 길 자체인 러시아이다: “KT。

3aXOlJeT õoAbme -- nOBepHTb, -- nycTb BepHT, lJTO He nOÕe.llHT H CY.llbõa. Hõo B 

KOHl.\e nyTH, HCnOAHeHHOrO nO.lleHHR, npoTHBOpelJHR, ropecTHbIX BocToproB H HeHy.!<H 

。R TOCKH, paCCTHAaeTC.lI o.llHa BelJHa.ll õecKpaRHa.ll paBHHHa •• H3HalJaJlbHa.ll po.llHHa, 

69) φaHHa에 대한 사랑， φaHHa의 수수께끼성， φaHHa와의 만남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는 “ BelJHa.ll :l<eHCTBeHHocTb"에 대한 5JIOI<의 관계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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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T 6퍼Tb， CaMa POCCH.SI." (“BMeCTO npe뻐CJlOBIi.51 <K c60pHHKY < <3eM.IUI B CHe 

ry>> >", II , 373-374). 

vn. CTliXH5I와 시인-조화적 구성원칙의 문제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f1ecH.SI CYLlb6b1"는 DJlOK이 옛 이상， 정태적이고 아폴로적 

인 고전적 이상으로부터 역동적이고 민중적이고 러시아적인 새로운 이상， φaHHa에 

게로 전핫하는 일종의 개종의 길을 보여준 드라마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종에도 

불구하고 “여신”에 대한 DJlOK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초기 시세계와 다름 

없이 “ Be'lHa .Sl :l<eHCTBeHHocTb"는 절대 이상화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주인 내지 5 

J10K의 자세는 수동적 수용적이다. 단지 이상적이고 정태적인 “너”가 어둡고 모순 

에 찬 CTHX깨에 의해 대체되었을 따름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나 동시에 구원을 동경하는 여주인공과 그녀에게 빠진， 그러나 

그녀를 구원할 수 없는 약한 남자주인공의 관계로 “f1ecH.SI CYLlb6b1"에서 객관화되어 

나타난 CTHXH.SI와 시적 자아， 예술가의 관계는 전자에 대한 후자의 무조건적 수용， 

감내， 사랑이었다. “인간이 됨"(“BOqeJlOBeqeHHe" )은 DJlOK에게 언제나 고통받는 인 

간이 되는 것， 고통받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했지 고통을 벗어난 영생으 

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CTHXH.SI를 CTHXHÌlHOCTb로부터 구원하는 구원 

자， 구세주가 아니라 CTHXH.SI의 길을 따라가며 그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얼굴을 똑 

바로 쳐다보는 사회적 인간， 예술가가 되는 것 그것이 BOqeJlOBeqeHHe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COJlOBbëB적인 합일의 완성자가 그 목표가 아니었다. 이같은 세계상은 

3부작 시집의 제목 “TpHJlOrH.SI BOqeJlOBeqeHH.SI"에 대한 DJlOK의 설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TpHJlOrH.SI BOqeJlOBeqeHH.SI>> (OT MrHOBeHH .SI CJlHmKOM .SIpKOrO CBe

Ta -- qepe3 Heo6x。띠빠，1M 60JlOTHCT뼈 J1ec -- K OTqa.SlH낭0， 매。KJI.SI TH.SIM， 

<<B03Me3 LlHffi>> H ... -- K pO:l<LleHHffi qeJlOBeKa <<o6~ecTBeHHoro>>， 

XyLlO:l<HHKa , MY:I<eCTBeHHO , r J1.S1Ll.S1~ero B J1HUO MHpy, ( “ ))" (1911 , 6, 6 
DeJlbIM에게 쓴 펀지， vm, 344) 

세계구원이라든가 유토피아 실현을 포기한 예술의 과제는 CTHXH.SI의 길을 따르 

고 그 음악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CTHXH.SI와 삶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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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예술가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CTIDCIDI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개념 “MY3b1l<a"는 

문명화된 귀에 익숙한 진선미의 멜로디가 아니라 순수한 역동성 그 자체이다. 모 

든 운동， 모든 움직임은 음악정신으로부터 생겨나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음악적 

수분을 잃어버린 운동은 스스로 몰락을 준비하며 소멸한다. 

물론 CT없%를 l<y.nbTypa에 대립시켰던 에세이들 (“5e3BpeMeHbe" 1906, “I1POHIDI" 

1908, “o TeaTpe" 1908 “CT없IDI H I<y.nbηφa" 1908)에서와 달리 “KpymeHHe ηMaHH3Ma" 

1919에서는 문화와 문명을 음악적 자연력과 결부시켜 대비시키고 있다. 또 “o Ha3Ha 

"IeHHH n03Ta" 1921에선 음악을 잘 구성된 조화의 정신으로， 다시 말해 CTI’XIDI로부터 

나오고 CTIDCIDI처럼 역동적이나 이미 순수히 CTHX써뻐때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하는 

영활화 정신화된 창조적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70l 

그러나 5.nol<의 음악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다 71) 에세이 “a 
yma nHCaTeJUI ’'(1909)에서 작가존재의 필수조건을 “음악에 귀기울임”으로， 그의 창 

작을 그 음악의 “반향”으로 정의했듯이 “휴머니즘의 붕괴”에서도 5.no l<은 음악이 

CTHXH.!I의 산물이며 음악이 되돌아가는 곳 또한 그것의 수호자인 CTIDCH.!I, 민중， 야 

만적 민중임을 재차 강조하는 데 그친다. 

“ HeycTaHHoe Hanp.!l:l<eHHe BHyTpeHHoro c.nyxa, npHc.nymHBaHbe I<a l< 

6b1 1< OT Lla.neHH。η MY3 b1l<e eCTb HenpeMeHHoe yc.nOBHe nHcaTe.nbC I<Or。

6히TH.!I. TO.nb I< O c .nbIma MY3 b1l<y OTLla.neHHoro <<opl<eCTpa>> (I<OTOPblH H 

eCTb <<MHpOBOH Opl<eCTp>> 며rmH HapOLlH얘)， MO:l<HO n03Bo.nHTb ce6e 

.ner l<y lO <<Hrpy>>. ( ... ) Pa3 pHTM Ha.nHllO, 3Ha"lHT TBOp"leCTBO XyLlO:l<

HHl<a eCTb OT3Byl< lle.noro Opl<eCTpa -- OT3Byl< LlymH HapOLlH얘."(V ， 

370-371) 

음악은 조화적 구성원칙이라기보다는 역동적 세계원칙으로서(“HaCTO.!lIllee B MY• 

3bII<e HeT" , 3anHCHble I<HH:I<재， 150) 역사를 진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작도 없는 

순환운동으로 만드는 존재의 토대다. 이렇게 음악을 존재의 토대이자 세계의지의 

가장 완벽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5.nol<에게 “태초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음악”이다: 

70) MHHll는 “음악정신”을 예술적 CHHTe3의 기호로 해석한다. “C째BO.n y A 5.noKa" , 
p.222. 

71) MaKCHMOB는 CTHXHHHOCTb에서 벗어나지 못한 음악정신을 5.nOK의 관념적 사고의 또 
하나의 증거이자 약점으로 보고 있다. n033HJI H np03a A.n. 5.noKa, 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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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HaqaJIe 6bIJIa My3 b1Ka. My3 b1Ka eCTb CyIl(HOCTb Mllpa. Mllp paCTeT B 

ynpyrllx pllTMaX. POCT 3anep*llBaeTCκ qTo6bI nOTOM <<XJIblHyTb>>. Ta

KOB 3aKOH BC~KOH OpraHllqeCKOH *1l3Hll Ha 3eMJIe -- II *1l3Hll qeJIOBeKa 

II qeJIOBeqeCTBa. BOJIeBble HanOpbl. POCT Mllpa eCTb KyJIbTypa. KyJIbTy

pa eCTb My3bIKaJIbHbI꺼 pllTM." (1919, 3 , 31 일 기， VII , 360) 

“말”은 태초의 말이 가졌던 창조력， 우위를 상실했고， 음악에 대해 덜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말의 예술은 음악원칙의 불완전한 실현에 불과하다 721 

음악의 격류 속에 새로 태어나는 인간은 윤리적 정치적 이념적 인간이 아니라 

이제 막 열린 폭풍과 회오리의 시대에 “*a뻐。 *llTb II neHcTBoBaTb"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년 예술가 인간(“qeJIOBeK-apTllCT" )이라는 (VI. 115) DJIOK의 말에서 시인의 

과제와 활동은 음악에 귀기울이고 CTllXll~의 길을 가는 데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분 

명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DJIOK이 조화를 창조하는 구성적 질서부여 기능을 시인 

에게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o Ha3HaqeHllll n03Ta"에서 DJIOK은 xaoc를 

원시의 자연력적 무질서(“CTllXllHHoe 6e3HaqaJIlle끼로， KOCMOC를 잘 구성된 조화， 문 

화(“yCTpoeHHa~ rapMOH~ ， KYJIbTypa") , 질서 (“nOp.5lnOK")로 정의함으로써 (VI ， 161) 

얼핏 보기에 KOCMOC와 xaoc 질서와 무질서를 반대개념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 

러나 곧 DJIOK은 KOCMOC는 xaoc로부터 생겨나고 CTllXll.51는 조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고 말함으로써 이 두 개념의 근본적 동류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 ( ... ) 113 xaoca p。뻐aeTC.5I KOCMOC; CTllXll.51 TallT B ce6e ceMeHa KyJIbTypbl; 113 

6eCHaqaJIll.51 C03naeTC .5I rapMoH~." (VI, 161) 결국 세계의 질서， 조화란 무질서， CTllX 

1l.51의 자식이며， CTllXll~가 그렇듯 조화 역시 불안으로 가득하다. 이 두 개념그룹 

(내지는 원칙그룹)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는 조화의 아들인 시인(“noeT-- C뻐 rap 

MOHllll, IV, 162")의 사명 규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DJIOK이 말하는 시인의 역할이란 @소리를 그것의 육친인 무질서의 자연력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고，(2)이 소리를 조화로 가져가서 형태를 부여하고 @이 조화를 

바깥세계로 가져가는 것 (IV ， 162) 이다. 이 중 시， 시인과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 검 

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세 번째의 역할을 제외한 첫째， 둘째의 역할은 서로 분 

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요구이다. 첫 번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즉 인간이 인간 

이기를 멈추는 정신의 깊은 바닥을 열어젖히고 그 갚은 곳에서 우주전체를 에워싸 

72) “neCH.5I Cynb6μ” 끝장변에서 행상이 repMaH에 게 하는 말 “바， llnH, llnH, TOJIbKO Ha 

MeCTe He CT얘기(IV ， 167)는 음악원칙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HapOn-CTllXll.51 
가 repMaH-n03T에게 주는 충고 즉 음악원칙을 따르는 인간-6pon.5lra가 되라는 충 
고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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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음파를 xaoc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는 우선 음파를 쏟아내는 무 

질서한 CTHXH.!I, xaoc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요구는 깊은 곳에서 

건져올린 소리를 말의 단단하고 병료한 형태 속에서 조화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 

데 이때의 조화란 구체적으로 소리 (3BYKH)와 말( CJJOBa) 사이의 통일적 조화， 다시 

말해 세계의 삶， CTHXH.!I의 목소리가 시인의 말 속에 반영된 정도의 최대치를 의미 

할뿐이다. 

질서나 조화는 CTHXHRHOCTb에 대한 상위개념은 되지 못하며 시인은 자신의 구 

성력을 통해 CT없H.!I 위에 군립할 수도， 조화의 원형을 제시할 수도 없다시 시인은 

“조화의 아버지”아 아닌 “조화의 아들”일 뿐이며 누가 이 아버지인지， 어떤 모텔 

에 따라 조화를 만들어내어야 하는지 5JJOK은 말해주고 있지 않다. 조화는 혼돈으 

로부터 태어나고(“po:l<llaeTC.!I") 무질서로부터 만들어지지만(“CO 311aeTC.!I"), 그 씨앗 

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CTHXH.!I 속에 뿌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 5JJOK의 세계상 

속에서 CTHXH.!I에 조화의 씨를 미리 뿌려둔 절대적 남성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조 

화의 탄생과 창조는 남성원칙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여성원칙 CTHXH.!I 속에서 재 

귀동사의 형태로 말해지고 있을 뿐이다. 

분명치 않은 것은 外在的 초월적인 구성원칙 조화원칙의 존재만이 아니다 삶의 

모태인 CT없%가 -비록 조화의 씨앗을 품고 있긴 하나- 그 자체 무질서， 혼돈， 

무형상을 본질로 하는 이상 內在的 구성원칙 질서원칙 또한 부재한다고 보아 무방 

하며 5JJOK이 그토록 애용하던 “MY3b1Ka"를 전혀 사용치 않고 “ 3BYKH", “33g빼yKOB없뻐b1e e 

BOJll쩌f뻐삐b 

리 조화를 이루어내는 시인의 역할을 예외적으로 강조한 “o Ha3HaqeHHH n03Ta"에 

서 5JJOK은 역설적으로 여신 CTHXH.!I에 대한 시인의 완전한 자기바침， 귀기울이기， 

POIDlMb따 xaoc와의 완전히 하나됨을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끼) 

73) 문화와 조화가 CTHXH.!I와 xaoc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이며 세계의 삶은 결코 진 

보와 진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다음 귀절은 말해준다· 
“MHpOBa.!l *H3Hb COCTOHT B HenpeCTaHHOM C03HllaHHH HOBbIX BHllOB, HOBb~ nOpOll. Hx 

6a~KaeT 6e3HaqaJJbH뼈 xaoc; HX B3pa뻐BaeT ， Me*.uy HHMH npoH3BollHT OT6op KyJJbTy

pa; rapMOHH.!I llaeT HM o6pa3 b1 H iþoPMbl, KOTOp비e BHOBb paCnJJblBa~TC.!I B 6e3HaqaJJb

Hblií T)'MaH. C뻐CJJ 3TOrO HaM HenOH.!ITeH , cy띠HOCTb TeMHa; MbI yTemaeMC.!I MbICJJb~ ， qTO 

HOBa.!l nopolla JJ)'qme CTap。κ HO BeTep raCHT 3Ty MaJJeHbK)'IO CBeqKY, KOTOpoií 뻐l 

CTapaeMC꺼 OCBeTI’Tb 애1pOB)'IO HO%."(VI , 161) 
74) “neCH.!I CYllb뻐”의 제목 또한 이 드라마의 윈작자는 CYllb6a-CTHXH.!I이며 5JJOK 자신 

은 그녀의 음악을 언어로， neCH.!I로 옮겨놓았을 뿐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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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 결론 

러시아 상정주의 역사는 합일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과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채워지지만 상징주의자들은 그들의 회의적 체험을 객관화하려 할 때 

조차도 언제나 COJlOBbëB的 신화철학의 주인공(“마lIla MHpa" , “ KOCMOC" , “xaoc") 이 

되는 인물들 내지는 그 신화와 논쟁적 관계에 서는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OJlOK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예술 텍스트들은 COJl06bëB의 신화론에 

기초하는 상징주의적 보편불변신화의 전개와 변형이라는 성격을 끝까지 견지한다. 

COJl06b강B는 상징주의의 보편신화를 기초했지만 자신의 서정시로부터 하나의 통 

일된 신화-텍스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또 그가 원하던 바도 아니었다. 

그의 시 텍스트들은 각기 개 별적 성 격 이 강하여 하나의 QHKJl로 모아지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그의 철학적 신화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해가능하다. 

반면 OJlOK의 경우， 보편신화의 부분신화로서의 예술 텍스트들은 그 자체가 하나 

의 전체로서 그 속에 또 여러 부분신화들을 담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하나로 모아 

져서 복잡한 다성악을 이루어냄으로써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 역시 부분신화인) 

신화를 만들어 낸다. OJlOK이 자신의 시들을 3부작 “poMaH B CTHXax"로 재펀함으로 

써 자신의 시 전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했던 점 또 TpHJlOrIDI가 그것의 부분신 

화인 UHKJl로， QHKJl은 다시 CTHXOTBopeHHe 속에서 자신의 부분신화를 펼치고 있는 

전체적 과정은 “상응”과 “반복”이라는 신화구조를 EiJlOK이 자신의 예술적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OJlOK은 COJlOBbëB의 보편신화를 토대로 정태적이고 초월 

적이며 소통불가능한 npeKpaCHa51 l\aMa로부터 예술생산물인 분신들을 거쳐 역동적 

이고 음악적인 새로운 이상 CT없%에 이르기까지 “ BetIHa51 lI<eHCTBeHHOCTb"에 대한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EiJlOK의 서 정 시 와 서 정 극， 그리 고 “neCH5I cY.llb6bI"는 모두 “ BetIHa5I lI<eHCTBeHH。

CTb"의 신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서정시와 서정극에서는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이 신화를 “ neCH5I cY.llb6bI"는 그저 마스크의 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본질의 체현을 연관성있는 순서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영원히 여성적인 것”의 모 

든 측면을 다 담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정시나 서정극의 주관성에서 벗 

어나 자신의 신화를 현실 속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EiJlOK의 시도는 가설주장의 폐쇄 

성， 술집， 거리， 레스토랑의 협소함， 닫힌 도시의 제한성， 무공간적 환상으로부터 

러시아의 광활함， 러시아의 여러 시공 속으로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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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유로 소비에트 문예비평가들은 “neCH.5I CYilb6b1"를 bJIOK이 민족의 운명문 

제에 대한 리얼리즘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η)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CTHXH.5I, 

Hapoil, po.lIHHa에 관심을 쏟음과 함께 리얼리즘적 전형화에 접근해갔다고76) 보았다. 

그러나 세계와 역사를 오로지 그의 신비적 비이성적 사고와 감정카테고리를 통해 

서 체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회상과 상상의 굴레로부터 그것들을 해방시 

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bJIOK의 세계관과 문학이 정말로 리열리즘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BeqHg *eHCTBeHHOCTb”에 대한 bJIOK의 신화는 결국 보편신화의 변종인 

부분신화， 私的신화이기 때문에 보편신화， 原神話와의 상이함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것은 bJIOK에게만， 그리고 보편신화와 부분신화 사이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년 

것으로， 고대신화와 포스트 신화 시대의 신화시학적 문학 텍스트의 관계는 동일성 

이 아니라 피이드백이다.) 

bJIOK의 신화와 COJIOBbëB的 보펀신화와의 가장 두드러 진 차이 는 COJI06bëB 신화 

의 “대단원”을 이루는 세계생성의 종결적 합일 단계， 신(logos ， lJ.YX 뻐pa)과 마때a 

Mßpa의 2차적이고 동시에 궁극적인 합일이 bJIOK에게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 Te3a 기를 대표한다고 얘기되는 “CTHXH 0 npeKpacHofl ilaMe"에서는 “이” 세계， 

“땅”의 요소를 전혀 갖지 않는 부동의 이상 “npeKpaCHa.5I llaMa"와 “땅의 아들”인 

서정적 자아 사이에 어떠한 소통도 써당초 불가능했던 까닭에， aHTHTe3a 기의 시 

와 서정극에선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분선틀이 텅 빈 얼굴을 덮고 있는 

마스크였던 까닭에， 그리고 새로운 이상 CT없뼈를 CTHXHflHHOCTb로부터 구원하여 

파X 짜ipa와 다시금 하나되게 하기 위해선 예술가 시인은 너무 나약한 남성원칙이 

고，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적 남성원칙이 존재치 않는 까닭에 c。

JI06bëB的 합일은 bJIOK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CTHXH.5I에 대한 예술가의 관계는 진정한 합일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바침， 함몰을 

통한 사랑이며， 이 관계에는 신화가 보편적 “대 립중화기”η가 될 수 있는 전제인 

75) H. BoJIKOB, AJIeKcaHIlP 5JIOK H TeaTp, MOCKBa 1926, pp.93-94, n. MellBelleB, llpaM퍼 ” 
n03뻐 AJI. 5.noKa, 끼eHHHrpall 1928, p.60, A. 5. Py6l.10B, llpaMaTyprH.5I AJIeKcaHllpa 5JIo

Ka , MHHCK 1968, p .160, n. rpOMOB, “< <neCH.5I CYllb뻐> > B TBOp<leCKO때 3 BOJDOl.1HH 

5.nOKa" , in: repoη H BpeMJI, J1eHHHrpall 1961 , pp.494-495, 497-498. 

76) MHHl.1, “CHMBOJI Y A. 5.nOKa" , pp.220-221 

MaKCHMOB, “O Mß벙On03TH<leCKOM Ha<laJIe B JIHpHKe 5.noKa", pp.32-33. 

77) E. M. Me.neTHHCK째， n03THKa 뻐Iþa ， MocKBa, 1976, p.87. 

A. A. Hansen-Löve, “2ur Mythopoetik des russischen Symbolismus" , 상게서，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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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두 극의 이원론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적 조직적 아폴로적 원칙 

에 대한 여성적 유기적 자연적 디오니소스적 원칙의 우세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세 

계사는 문명의 작은 섬 아툴란티스가 CTHXIUI의 거대한 바다에 잠겨버리는 위협적 

인 과정을 되풀이한다. 단 한 번의 창조에 의한 완성도， 종말론적 구원도， 단 한 번 

의 부활에 의한 영원한 삶도， 인간 두뇌의 발달과 지식，정보의 축적에 따른 진보 

도 ÓJJOK의 새로운 세계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해줄 외재 

적 절대원칙도 갖지 못하는 CTHXH5I는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을 열망하 

며 끊임없이 낳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예술가의 과제는 그 

길을 따르며 그 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고 따라서 그의 예술은 그 소리의 반향， 

“。T3BYK"가 된다. 초월적 realiora를 대상으로 삼기를 그만두고 대지， CTHXH5I에 예 

술을 종속시킴으로써 혹자는 ÓJJOK이 COJJOBbëB的 상징주의의 틀을 벗어났다고 말 

할지도 모르나 다른 한편 ÓJJOK은 자신의 예술이 하늘이 아닌 대지의 묘사이자 반 

향이게 함으로써 현실의 상징화에 대한 상징주의자들의 꿈을 가장 철저하게 실현 

시킨 시인이라 할 것이다. 

npeKpaCHa51 llaMa와 CT없%는 각기 절대적 원칙으로서 일원론적 이상인 듯 보이 

지만 실상은 유일이상인 “ BeqHag *eHCTBeHH。cTb” 속에서 각기 위아래 절반 부분에 

서 전개되는 이원론적 성격을 지난다.갱) npeKpaCHa51 llaMa에게 그랬듯 CTHXH5I에 대 

A. M. fùJTHropCK째， “HeKOTOp버e 06뻐e 3 8.MetJaHμ51 0 뻐~OJJOrHH C TOtJKH 3peHH5I nCH 

XOJlora" , in: TpylU>l no 3HaKOBhIM CHCTeWlM 2, TapTy, pp.43-44. 

78)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llBeHalmaTb"의 마지막 장면에서 열 두 명의 적위병 앞 
에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매우 시사적이다. 11. lloJlronoJloB(; n03Ma 

AJJe l<CaHllpa 5J10Ka < <llBeHalma Tb> >, 1IeHHHrpall, 1979)나 1. Masing-Delic( “The 

Symbolist Crisis Revisited: Blok’ s View", in: Issues in Russian Literature 
bξfore 1917, ed. by ].D. Clayton, Slavica, Columbus, 1989, pp.216-227)은 이 
n03Ma의 그리스도를 CT없%의 아이들인 열 둘을 CTHXH5I 너머로 I<OCMOC와 조화로 
이끌어가는 길에서의 최종최고의 단계 또는 여성원칙과 남성원칙의 합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5J10 1<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느꼈던 섬한 당혹감은 “새 
로운 러시아의 체현”인 이들 열 둘이 “다시금"(“。n.sl Tb") 옛 이상- 5J101< 자신이 때 
때로 증오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 “;j(eHCTBeHH뼈 npl13pal<"(Vll, 326, 330, 3anHCHbl 

e I<HH;j(I<H, 388-389)-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 옛 “열 두 사도” 이야기가 다 
시끔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낭패감과 실망을 감추고 있지 않다. 5J1'。
K은 혁명에서 궁극적인 합일이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보고 있지 않으며 혁명 
가들을 이끄는 장미화관을 쓴 하얀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의 세 
계상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5J101<의 예술적 세계관적 딜 
렘마가 혁명에 투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J101<은 “ BJlallHMHp COJlOBbëB H HallIH 1lH1l" 0920, VI , 154-159)에서도 그(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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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가-인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수동적 수용적 감내적이다. 초월적 공간의 높 

은 곳으로부터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섰지만 “BetIHa~ :l<eHCTBeHHOCTb"의 두 

이상에 대한 DJIOK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진정한 대극적 상대를 갖지 않는 CTßXIDI 

는 절대화 신비화된다. realia가 realiora로 신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DJIOK의 시적 세계상은 “ BetIHasI :l<eHCTBeHHOCTb"를 축으로 하고 있고 

CT없때는 자기 자신을 축으로 회전하는 끝없는 길을 간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예 

술가 6po.ll5l ra는 길과 자신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스스로 그 신화적 공간-길에 

서 움직인다는 것， CTßXIDI 바깥의 분리된 개별의식을 포기했으며 세계를 자신의 

구성 아래 텍스트化함으로써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끝손질된 의식을 갖지 않는다 

는 것은 리얼리즘의 뚜렷한 징후를 확인하려는 여러 비평가들의 시도에도 불구하 

고 DJIOK의 변함없는 신화시학적 사고를 보여준다. 비실현의 실현， 진보론적 구원 

론적 방향성의 결여가 DJIOK의 신화시학을 초기에 생각했던 3단계 신화발전론(미 

학-윤리학 종교)과 COJIOBbëB의 보편신화로부터 차츰 멀어지게 한 것이 사실이지 

만， 역설적으로 DJIOK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원래의 신화가 갖는 하부구조에 

보다 접근하고 있다. 생성과 죽음과 회생， 아름다움과 파괴-종점이 그 길인 길 위 

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현상들은 “BeqHaR *eHCTBeHH。cTb”의 여러 얼굴， “장미의 

이름들 혹은 “메두사의 머리”이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여성적인 것” 

을 보여주는 DJIOK의 신화시학적 텍스트들은 모두 다 그의 기본신화의 부분신화들 

이며 그의 기본신화는 상징주의의 보편신화의 부분신화， 私的 신화이며 동시에 K。

CMoc-xaoc의 세계생성신화의 피이드백이다. 

“신화는 수천 개의 머리를 가졌으나 몸통은 하나이다，，79) 

가 서기 1세기의 상황과 유사하며 새로운 세계의 음악은 아직 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 3의 힘은 아직 합성력이 되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영원한 반복으로서 
의 역사해석과 새로운 합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엿보게 한다. 

79) A.A. Hansen Löve, “Mythos als Wiederkehr" , 상게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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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H~ H peanHOCTb B n03THKe AneKCaHnpa OnOKa 

KHM XH CyK 

pyCCKHM CHMBOnHCTaM yBne t.JeHHOCTb YTonHeR CHHTe3a CTOnb *e cBoAcTBeHHa, KaK 

H COI빼eHIUI B CnOC06HOCTH peanH3amm 3TOR Met.JTbI. Ho KOr.lla CHMBOnHCTbI r마nalOTC.lI 

。6beKTHBHpoBaTb cBoR CKenCHC, OHH nO t.JTH BCer.lla C03 .llalOT nepCOHa%H, nH6。

BOCXO.ll.ll뻐e K HHBapHaHThlM YHHBepCanbHhlM .lleRCTBOBaTen.llM COnOBbeBCKOr。 뻐lþa 。

뻐pe (T. e. KOCMOC , Xaoc, llyma 뻐pa) ， nH60 none빠it.JeCKHe no OTHOmeHHH K HeMY. 

nO.llo6HhlM 06pa30M MOrYT 6LITb HHTepnpeTHpoBa뻐 6on bWHHcTBo npoH3Be.lleHHR A. 

5nOKa. OHH .llO KaHUa COXpaH.llIOT XapaKTep KaK pa3BepTμBaHHe H TpaHCIφpMaLU{.5i 

conOBbeBCKoro YHHBepCanbHOr。 뻐빼. Ha OCHOBe COnOBbeBCKOr。 뻐때a 5nOK C03 .llaeT 

CBoR MHI띠 。 “Bet.JHoR J1(eHcTBeHHOCTH" -- OT CTaTHt.JeCKOA H TpaHC l.\e H.lleHTHOR 

“npeKpaCHoR llaMe" t.Jepe3 rpynny .llBORHHKOB (nponyKTbI HCKYCCTBa) .llO HOBOrO 

‘i.lleana, ，llHHa싸찌eCK。α H MY3b1KanbHOR CTHXHH. 

KOHe t.JHO, 대mecTByeT pa3nHt.JeHIUI Me뼈y COnOBbeBCKHM MH따。M H 6nOKOBCK뻐 뻐IþoM 

。 “Bet.JHoR J1(eHcTBeHHOCTH". rnaBHðJI pa3HHl.\a COCTOHT B TOM, t.JTO B MHIþono3THKe 

5nOKa He peanH3yeTc.lI BTOp~Oe H O.llHOBpeMMeHO OKOH t.JaTenbHOe COe,llHHeHHe 50ra 

(뻐poBoro llyxa, LOGOS) H llymH 빠ipa. Y 5nOKa peanH3yeTc.lI COnOBbeBCKHR M빼 

t.Jepe3 ero HepeanH3amoo. B “ CTHXax 0 npeKpaCHOR llaMe" KOM“YHHKamu 

npHHl.\HnHanbHO HeB03MO%Ha Me*.llY HenO.llBH%HhlM H.lleanOM, He HMelOmHM HHKaKOr。

3neMeHTa “3Tor。” 싸ipa， “ 3 eMnH" , H nHpHt.JeCKHM repoeM B Kat.JeCTBe “ c blHa 3eMnH". B 

CTHXOTBopeHIUIX H Jll‘pHt.JeKHX ,llpaMax nepHO.lla aHTHTe3b1 OKa3b1BaIOTC .lI .llBOAHHKH, 
HCKyccTBeHHO C03 .llaHHble .lln.lI HHCl.\eHHPQBKH CBH,llaHIUI, MaCKaMH, KOTOpble CKpblBaIOT 

Õe3nHKOCTb nycToro nHl.\a. n03T, nHp Ht.JeKHR repoA -- CJlliWKOM cna60R MY*CKoR 

KOppen.llT, t.JTo6bI cnaCTH HOBb따 H,llean - CTHXHIO - OT CTHXHAHOCTH H COe.llHHHTb ee 

C llyxoM MHpa. H a6c。πOTHoro npHHmrna, CnOCOÕHOrO Ha 3Ty 3a.llaqy, He 대mecTByeT 

B MHpe 5nOKa. 

OTHomeHHe Xy.llO%HHKa -n03Ta K “Be반iOR J1(eHcTBeHHOCTH" He XapaKTepH3yeTc.lI 

HCTHH많>1M COe3HeHHeM, a CaMOOTBep*eHHOA, CaM03aÕBeHH。α nI060B바0， 

CaMOOTpe t.JeHHeM. 3.lleCb He HMeeTC .lI nyanHCTHt.JeCKOA npoTHBOnOnO%HO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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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HonpaBt뻐X nOJDOCOB, ~Bmllow.eαC~ npe1D1ocblJll<oií llJI5I TOrO, qT06hl ClleJIaTb MHiþ 

‘MellliaTopoM iþytillaMeHTaJIb HhlX nponIBopeqßií". Kal< “f1pe l<paCHa~ llaMa", Tal< ß 

‘ CTßX~"， He ßMelO띠~ npoTßBOnOJIO:암iOro eií nOJDOca ß ßCTßHHOrO I<OppemTa, 

CTaHOBßTC~ y OJIOl<a e aHHCTBeHHO a6COJDOTHhlM, *eHCTBeHHhlM npßHUßnOM. “REALIA" 
CTaHOBßTC~ “ REAIORA". 

lleπ。 XyllO*Hßl<a -nO:3Ta llJI5I OJIO l< a B TOM, qT06bI npßo6w.찌TbC~ 1< POllllMOMY xaocy, 
1< 6e3HaqaJIbH。꺼 CTßXßß, ß CTaTb CaM rOJIOCOM CTßXßß, CπIXßiíH。α CßJIhl. f10 ll'clßHeHße 

ßC l<yccTBa MY3히I<e CTßXßß-3eMJIß lleJIaeT oJIO l< a n03TOM, no BßllßMOMY, BhlXO~1II.ßM ß3 

paMOI< COJIOBbeBC I<OrO CßMBOJIß3Ma. Ho OllßOBpeMMeHO Tal<ßM *e cnoco60M OJIOI< 

napallOI<CaJIbHO BOTIJIow.aeT MeqTY CßMBOJIßCTOB 0 CßMBOJIß3aUßß lleiícTBßTeJIbHOCTß, 。
301때。꺼 “。T3BYl<e".

npaBßJIbH。’ 。TCYTCTBße CßHTe3ßpoBaHß~ ß nporpeCCßBHOií HanpaBπeHHOCTß B 

띠rTß “ BeqHOií )((eHCTBeHHOCTß" lleJIaeT MHIφn03TßI<y OJIOl<a YllaJIeHHOií OT 

TpeXCTa따iíH。η cxe뻐 ero pa뻐eií 싸f따。JIorßß ß COJIOBbeBC I<Or。 앤ßBepCßaJIbHOr。 

뻐iþa. Ho Tal<ßM nyTeM OJIOI< np뼈lIß*aeTC~ 1< OCHOBH。α cTpyl<Type nepB。πaqaJIbHOB。

뻐iþa - 1< CTpyl<Type BeqHOrO B03Bpaw.eH~ ß 6eCI<OHeqHhlX COOTBeTCTBßií. PO*lleHße, 
YMHpaHße ß B03po*lleHße, I<paCOTa ß pa3pymeHße, 3Tß 6eCI<OHeqHO nOBTOp~lOUJ.HeC~ 

~BJIeH~ -- “m찌a BeqHOií )((eHCTBeHHOCTß" , “ßMeHa P03hl" ßJIß “rOJIOB뻐 MellY3hl ’. 
DJIOI<OBC I<ße TeI<CThl-뻐빼 ~BmIOTC~ qaCT빠뻐 뻐iþaMH MOH。‘빼a DJIol<a 。 “ BeqHOií 

)((eHCTBeHHOCTß" , ß ero MOH。‘빼 ~BmeTC~ qaCTHhlM MßφM ytißBepCßaJIbHOrO MHiþa 

pyccl<oro CßMBOJIß3Ma ß 。뻐。Bpe빼eHO “ feedback" 싸{φa 0 CTaHOBJIeHßß 뻐pa. “y 

M빼a ThlC~qß rOJIOB, HO TOJIbl<O 。따。 T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