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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 아흐마또바의 시에서 동양의 주제* 

한 때 경** 

유럽과 러시아의 모더니즘 예술과 문화는 특히 동양적인 주제들과 동양 

의 시 형식 자체에 대해 고조된 관심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K, 

5aJlbMOHT(콘스탄틴 발몬)， M, BOJlo뻐H(막시밀리안 볼로쉰)， 그리고 비록 드물기 

는 하지 만 B, 5pIOCOB(발레 리 브류소프)와 후기 의 B.5I'I, I1BaHoB(바체슬라프 이 바 

노프)등j)을 비롯한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이들 작가들이 동양의 문제와 러시 

아 강세 시를 통하여 동양 특유의 시작법을 모방하는데 관심을 보였다면， 이 

는 개별적인 현상에 불과한 편이다. 상징주의 이후 시 창작에서의 동양은2) 

시어의 개념변화 측면에서 총체적 예술의 새로운 구성원칙의 형성이라는 목 

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H, C, rYMHJleB(니꼴라이 구밀료 

프)의 기술에서 그 당시의 동양에 대한 자세는 드러나고 있다. 

“[…] MbI nOKOH'깨J1H ce꺼'lac c BeJlHKHI‘~ nepHOtlOM pHTOpH'leCKol\ n033HHH, B 

KOTOp꾀l\ ÔblJlH BOBJle앤H'lbl nO'lTH BCe n03TbI 19 BeKa, CerOtlH~ OCHOBHa~ TeHtleH~H~ 

B TOT, 'lTO Ka%tlhll\ CTpeMHTC~ K CJlOBecHol\ 3kOHOMHH, pemHTeJlbHO HeH3BecTHol\ 

kak k JlaCCH'leCkHM, TaK H pOMaHTH'leCKHM n03TaM npomJloro, TaKHM KaK TeHHHcoH, 

* 이 논문은 2001년 대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CM. racnapOB M 끼 (1993) fPyccKHe CTHXH 1890-x-1925-ro r0/10B B KOMMeHTaTHJlX,g, 

c. 192-197 
2) Lauer R. (2000) '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g, München, S.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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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oHnþeJ1J10 ， MlOcce, r lOrO, nyWKIIH 11 JlepMoHTOB ... HOBa51 n0331151 IIDleT npOCTOTbI, 

5I CHOCTII 11 tlOCTOBepHOCTII. 3aÕaBHblM OÕpa30M BCe 3TII TeHtleHUlI1I HeBOJ1bHO 

HanOMIIHalOT 0 J1ytjWIIX npOll3BetleHII5IX KI’Ta~CKIIX n03TOB, 11 IIHTepeC K nOC J1etlHIIM 

5I BCTBeHHO paCTeT B AHrJ1싸i ， φpaHU싸i 11 POCCIIII. "3) 

실제로 동양세계의 이국성이 구밀료프나 전기의 r. YlBaHOB(게오르기 이바노 

프)， 혹은 B. XJleÓH싸<OB(벨리미르 흘레브니코프) 등과 같은 작가들의 예술적인 

특성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은 그들 작품 

의 주제나 문체 변에서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다.4) 

러시아의 모더니즘 문학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제는 독자적인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A. 5e찌꺼(안드레이 벨리)는 B. COJlOBbeB(블라디미르 솔로비요 

프)와 YlBaHoB-Pa3YMHIIK( 이바노프-라줌닉)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소설 

“ neTepóypr"0913/14) 등에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러 

시아가 갖는 지위를 그 주제로 하였다. A. 5JlOK(알렉산드르 블록) 또한 이바노 

프-라줌닉에게 자극을 받아 <CK뼈μ>(918)를 썼다 

이와 같이 1923년까지 아흐마또바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 작품에서 시 텍스 

트의 슈젤을 위 한 창작의 자료로 동양의 특별히 많은 부분들을 다양한 형 태 

로 흡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아흐마또바의 두 번째 남편 B. K. 띠IIJle찌KO(볼 

데마르 쉴레이코)는 동양어문학자로서， 동양의 시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5) 아흐마또바 역시 인도와 고대 이집트，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시들을 

3) Hell3BeCTHble nllCbMa H. C. rYMIIJ1eBa/nYÕJ1. P. n. TIIMeHtjIlKa/ / 113BeCT뼈 AH CCCP. Cep. 

JlIIT. 11 513. 1986. T. 46. No. 1. c. 77. CM. AJ1eKCeeB B. M. (1 923) “npetlllCJ10뻐e ”， 

fAHTOEorHE KHTaflcKOH 지'HpHKH.!I， M., nr 

4) 위에 열거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 관점에서 어문학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바는 아 
직 없다 예를 들자면 CM. I1BaHOB B5I tj.: 3Be3tlHa51 BcnblwKa(n03TlltjeCl이{꺼 Mllp H. C 

rYMII J1eBa)// I1BaHOB B5I tj.(2000) ~113õpaHHble Tpytlbl no ceMIlOTIIKe 11 HCTOpHH KyJ1bTypbl. 

T. 2. CTaTbH 0 pyCCK이í J1HTepaType~ ， M C. 220-245. nBa oõpa3a AiþpHKH B pyCCKO~ 

J1HTepaType HatjaJ1a XX BeKa: AφpHKaHCKHe CTHXH ryMHJ1eBa H (Ka) XJ1eÕH씨(OBa// 

TaM :l<e. C. 287-325. TeMbl H CTHJ1H BOCTOKa B n033HH 3anatla//BocTOtjH비e MO깨B에. 

CTHXOTBOpeHH5I H n03Mμ. M., 1985. c. 424-470. TIIMeH'쩌K P. n.: 바IKOJ1aα ryMHJ1eB H 

BOCTOK/ / naMHp, No. 3. Baran H.(1999) “On some Visual Sources of Velimir 

Chlebnikov ’ s Texts", fn03THKa. HCTOpHE π'HTepaTyphl. π'HHrBHCTHKa. Cα K 70-πeTHIO 

BE 'l. Bc. HBaHoBa.!l, M. C. 248-249 

5) CM. Bcxo뻐 BetjHOCTH. ACCHpO-BaBIIJ10HCKa51 n033H5I B nepeBOtlaX B. K. mHJ1e~KO. 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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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 6) 이러한 이유에서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동양의 형상들과 동양 

과 연관된 어휘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 

논문은 아흐마또바의 작품에 나타난 동양과 관련된 모티브들과 이들의 기능 

에 대 하여 다루고자 한다 . 

. 
” ” 

AHHa AXMaTOSa(안나 아흐마또바)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양적 인 형상들과 모 

티브들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아흐마또바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동양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번역 작품들은 물론 이 문제 

에 접근하였다.7)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아흐마또바 

의 작품에서 동양의 주제는 그녀의 많은 동시대인들의 작품들에 비해 보다 

약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8) 엄밀하게 관찰하여 보면，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상호 연결되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첫 번째로는 아흐마또바의 작품들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양의 요소가 

내재된 텍스트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흐마또바의 작품세계에서 

동양을 묘사하는 형상들과 모티브들이 어떠한 기능을 지니는지 밝혀내는 것 

이다. 

이제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동양적인 모티브들의 특성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20세기 초의 시에서 등장하는 동양의 예술적인 해석을 구별해 

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 문화의 성격상 동양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구성체에는 러시아의 코카서스로부터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역사와 문화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9) 이 

6) CM. AXMarOBa A. A. (1989) "CO'lHHeHHJf B 2-x T. ,J, M. c. 261-잃5.; KopellcKaJl KJIaCCH'IeCKa꺼 

n033HJI. nepeBoll AHHbI AXMarOBOH. M., 1958 

7) 아끄메이즘과 번역문학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CM. Lauer R. (2000) "Geschichte der 

rzιssischen Literatur.o, München, C. 494 

8) HHK. PepHx(니꼴라이 레리히)등 아흐마또바의 동시대인들의 동양과 불교에 대한 관 

심과 저술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M. TaM *e. C. 474-479. 

9) }]e6elleB E. H & 5JIYllHJIHHa H. n.(2000) I!POCCHJf H 3anap: ropH30HTbI B3aHMon03HaHHJf. 

까fTepaTypHble HCTO 'lHHKH nepBOH '1eTBepHTH XVIII BeKa. Bblfl. 1.0, M. C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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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때로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특성들은 넓은 의미의 동양이라는 개념 

에 용해되어 간과되어 진다 10) 

러시아 모더니즘에서 동양에 관한 텍스트들은 대략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 

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러시아 시인들이 동양시의 리듬과 구성원칙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형식에는 ra3eJIJIa(가젤라)11)와 단가 등이 속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들은 러시아 시의 구성체의 일부가 되지는 못하고 

이들 몇몇 시인들의 작품에서 실험적으로 쓰였을 뿐이다. 

둘째， 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이들이 동양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 텍스트의 문체를 수용하기보다는 러시 

아어로 씌어진 독창적인 시에 내재된 동양적인 문화라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 

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낭만주의적인 동양에 대한 모더니즘적 해석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즉 러시아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주인공은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낭만적인 도주’를 행한다. 이는 문명의 세계 

로부터 자연의 세계로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12) 이국적인 동양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부류의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완성된 모습은 M. }]epMOHTOB 

(레르몬또프)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3) 이는 모더니즘 시에 존재하는 

레르몬또프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 

10) 이 논문에서는 동양이라는 개념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관찰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양문학의 전통이 러시아 시문학에서 개개의 작가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에 대 

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이 분야에서 비교 역사적인 방법에 끈거한 연구의 가 

능성에 대하여는 CM. :KHP~fYHCKf깨 B.(1979) fCpaBHHTeJlbHOe 刀HTepaTypoBepeHHe. BOCTOK 

H 3afTap,g, J1.; KOHpalI H. f1 .(1966) f3afTap H BOCTOK,g, M 

11) 독일어로는 Ghase!이라고 하며， 아라비아 시 형식 중의 하나이다. 1절이 2행으로 

되며， 짝수 행마다 압운이 있다. CM. Braak 1.(1980) fPoetik in Stichworten,g, Kie!, 
C. 123 

12) 상세 한 것은 CM. 빼p~HCIO깨 B. M.(1978) ff'l5alfpoH H flyDIKHH. flyDIKHH H JafTElJ]Hble 

刀HTepaTypbljj ， 끼. 특기할 것은 러시아 시에서 코카서스는 바이런의 시에서의 페르시 

아와 전통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13) J10TMaH 뻐 <φaTaJIHCT>H np06J1eMa BOCTOKa H 3analIa B TBOp'ieCTBe J1epMoHToBa.// 

J10TMaH 삐 (1988) fB DIKOJle fT03TH'feCKOrO c.πOBa: flyDIKHH. llepMoHToB. roro.πb，g， M. C. 

218-234 

14) 이 에 대 한 증거 로는 우선 B. nacTepHaK의 시 작 <CeCTpa - MO~ *H3Hb>을 들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M. 3TKHHlI E.: naCTepHaK H J1epMoHToB. K np。이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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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주제들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러시아 문학에서 구체화 

된 세 번째 방식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철학적인 대립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이와 같은 대립 15)을 형성하게 된 양측의 기원 사이에서 러시아의 특별 

한 길을 천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6)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본 동양의 주제 

가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 <CI<빼μ〉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17) 

마지막으로 러시아 모더니즘의 시 텍스트에서 동양의 주제가 실현되는 방 

법， 즉 네 번째 방법은 역사 문화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18세기에 

러시아 문화가 동양의 건축과 조형예술， 장식예술과 음악， 그리고 더 나아가 

n03TH'IeC I<。꺼 JlH'IHOCTH.! / 1I0ceõa lI,: OOpHC naCTepHal<, 1890-1990, Hop때HJlll ， BepMoHT, 

1991. C, 111-112,; φpOJlOJlBC l< a51 T,: lIepMoHToB H naCTepHal<, npOÕJleMa JlHpH'IeCKolt 

JlH'IHOCTH.! / <OhlTb 3HaMeHHThlM HeKpaCHB。… >(naCTepHaKOBCKHe '1 TeHH5I, Bhln, 1), M" 

1992, C. 140-141.; 뼈aHOB B5I'I,: lIHTepaTYPHble napaJIJleJIH KaBKa3CK뻐 CTHxa“ naCTepHaKa, 

/ / KyJlbTypa pyccKoro MOllepHH3Ma, CTaTbH, 3cce, nyÕJlHKaUHH, M" 1993, C. 158-164, 

15) CM, 1I0TMaH 애 YK ， CO'l, c, 220 러시아 문화의 특이성은 러시아가 동양과 서양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대립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는 북쪽의 나라 

라는 명칭을 얻었고， 이 두 가지의 문화의 유형들에 대하여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즉 그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에게는 동양을， 동양에게는 서양 

을 의 미 한다， lIOT“aH 10,: npoÕJleMa BoCTOKa H 3analla B TBOp'leCTBe n03.QHerO lIepMoHToBa.! / 

삐 M 1I0TMaH, H3õpaHHhle CTaTbH B Tpex TOMax, TaJlJlHH, T‘ 3, C, 13-14, 

16) 이미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고리끼와 부년은 러시아가 두 가지의 측면， 즉 몽고적 

이고 아시아적인 면과 유럽적인 연을 가졌다는 "EBpa3H까CTBO"에 심취하였다 자신 

의 에세이 <nBe llymH>에서 고리끼는 아시아적인 것의 러시아에서의 승리에 대하 

여 경고하였다. 또한 "CI<때HCTBO"는 세르게이 예세년， 안드레이 벨리， 알렉산드르 

블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혁명 이후 프라그에 망명한 학자들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처한 러시아의 지정학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근래 

에는 아흐마또바와 구밀료프의 아들 lIeB rYMHJleB(레프 구밀료프)가 이 문제에 대 

한 저 술을 한 바 있다， CM, Lauer R. (2000) If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g, 

München, C, 528-530,; MaCJlHHa M, A,: PyCCKU 빼JlOC。빼g ’ CJlOBapb, M" 1995, C 

148-149, 

17) CM , 싸HU 3, (1973) “OJlOK H ny미 KHH" ， 낀Y~eHue 3anHCKH TapTycKoro rOCYßapCTBeHoro 

YHHBepCHTeTa, Bbl.π 306, TpYßu no pyCCKO꺼 H C.π'aBJlHCKOR rþHJlOJTOrHH, XXI 깨TepaT 

ypoBeoeHHe.g, TapTY, C, 276-278 러시아의 ‘A3H aTCKa51 pOll<a’는 그 기원을 푸슈킨의 

'KJleBeTHHKaM POCC때’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HeÕOJlb대H C, A,: POCCH5I, 

BOCTOK H 3anall B C03HaHHH pyccKoro CJlaBHCTa, naM5ITH E, H, lIe5elleBa.! / POCCH5I H 

3anall: rOpH30HThI B3aHMon03HaHH5I, 재TepaTypHhle HCTO'lHHI<H nepBolt '1eTBepTH XVIII 
BeKa, C, 446-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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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채와 같은 일상적인 도구들에서 그 소재를 수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후기 고전주의 시대의 러시아 예술에 대해서는 ‘chinoiserie’ 18)라는 전문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마치 독창적인 스타 

일 중의 하나처럼 당시 러시아 문화의 가장 이색적인 일부분이 되었다 19) 이 

와 동시에 중국적인 것들은 베르사유 정원과 같은 고덕 양식의 모방이라든가， 

영국식 정원과 같은 전기 낭만주의 양식 등과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양식 

들의 일부를 흡수하였다.20) 그와 같은 복합적인 형식의 동양적인 스타일은 

<UapCKoe CeJJo)21l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도시는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아흐마또바의 운명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22) 이 

와 같은 맥락에서 동양적인 스타일의 구성요소들은 황제의 도시의 변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아흐마또바의 시에서 동양적인 주제는 몇몇의 동시대인들을 배경으로 살펴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비교적 축소되어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동양적인 요소와 형상들은 흔히 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흐마또바의 시에서 “서구-러시아 

-동양”이라는 개별적인 주제의 등장은 위에서 세 번째로 거론된 역사철학적 

인 해석으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E. 3때xeH6aYM(보리스 에이헨바움)이 거론한 

바 있다 23) 러시아에서 근래에 발표된 아흐마또바의 시에 대한 많은 논문들24) 

18) chinoiserie의 의미는 불어로 중국산(취미)의 골동품， 중국의 민예품이다. 

19) HKOHHHKOB A. B. (1931) rKHTalícKHη TeaTp H <KHTalíID.HHa> B l!ecKoM CeJ1e jJ, π; φHmMaH 
o. JJ. (1 970) “KHTa꺼 B EBpone XVII-XVIII BeKoB", rHCOpHJ1, KyJ1bTypa, J13b1KH Hap0110B 

BOCTOKa jJ, M. 

20) BepryHoB A. n. & rOpOXOB B. A. (1988), f'PyccKHe calIhl H JlapKHjJ, M.; JJHXa1.JeBa ll. 

C.(982) Fn033HJ1 Ca110BjJ, JJ 

21) CM. KJJeHOBCKH까 ll.: n03TbI uapCKOCeJJbCKOlí rHMHa3HH.! / Kpe꺼11 B.(1989) fHHKOJ1aií 

ryMH.πeB B BOCJlOMHHaHHJ1X COBpeMeHHHKOBjJ, napHlI<, HblO-꺼OpK ， lllOcceJJbl1op$, C. 25. 

“[. .. ]ropll<eCTBeHH뻐 뻐p nblmHblX l1BOPUOB H orpOMHμX napl< OB C npYl1aMH, JJe6elUl째， 

cTaTyJlMH , naBHJJbOHaMH, MHp, B I<OTOpOM, BOnpel<H BCJlI<OMy 311paBoMy xy110ll<eCTBeHHoMy 

C뻐CJJY， TaK rapMOHH1.JHO yll<HBaJJHCb pJl110M I<JJaCCH1.JeC I<He I<OJJOHHa때， TypeUI<He 째HapeTbI 

H KHTa꺼C I<He narOl1버” 

22) MaHl1eJlbmTaM A. (1 996) FCepe6pJ1Hblií BeK: pyccKHe cYl1b6b1jJ, cn6. C 15 

23) 3ìíxeH6ayM 5. M.(1967) “06 A. A. AXMaToBoìí", f'l!eHb Jl033HHjJ, JJ c. 169-171 

24) 1989년에 아흐마또바를 기념하기 위하여 출판된 전집들을 예로 들 수 있다. AHHa 

AXMaTOBa H pyccKaJl KyJlbTypa XX BeKa. Te3HCbI KOH!þepeHUHH. M. , 1989.;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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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문제가 주요한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 진 바 없다. 그러나 서구 유럽 

에서는 "n03Ma 6e3 rep05l"를 의미 구조적인 차원에서 상세하게 관찰한 연구들 

이 이미 이루어져 왔다.잃) 

이제 안나 아흐마또바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양의 모티브들을 위에서 열거 

한 네 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아흐마또바의 시에 

서 동양의 시 형식의 모방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양적인 주제가 그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세 가지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언어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문제 

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형적인 면에서 관찰하는 데에 머무를 것이 

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Ä. 낭만주의적 이해(레르몬또프적 이해) 

아흐마또바의 작품에는 이러한 해석 26)이 30년 이상의 창작기간 동안 두 가 

지의 시로 대표된다. 이들 중 하나인 그녀의 시 <3neCb nyllIKHHa H3rHaHbe 

HayaJlOCb)는 1927년 KHC JlOBOnCK에서 쓰여졌고 WTPOCTHHK~ 이 란 책에 포함되 었 

고， 다른 한 편의 시 <KOHeu neMoHa)096l)는 wBepeHHUhl YeTBepOCTHIIIH까』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두 편의 시들에는 비록 텍스트에서는 한번도 직접 거 

론되지는 않지만 레르몬또프적 악마의 형상이 동일하게 등장한다. 첫 번째 시 

의 경우에는 "EeCCMepTH뻐 때60BHHK TaMapbl"27)와 같이 중복된 표현을 이용하 

였고， 두 번째 시의 경우에는 "JlyHH뼈 JlyY TOT npo빼기b yepHHJl"(370)과 같이 

제유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B. 빼pMyHCKIiη는 아흐마또바가 비유법을 경시하는 

이유가 세부적인 것을 정확히 묘사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미 증명한 바 

있다 28)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시 텍스트에서 환유법과 제유법의 비중은 고 

Akhmatova: 1889-1989. Berkeley, 1993.; lle illOJJHH C. & Cynep빼H r.(1989) 대XMBrOBCKHη 
C60PHHK !jj , nap빼 

25) 예를 들자면 CM. Tonopos B. H.: K oT3 syJ< aM 3anallHoesponellcKoll n033HH y AXMaTOS。α.//
Jakobson R./ Van Schooneveld C. H./ Worth D. S.: Slavic Poetics. Essays in 
Honor of Kiril Taranovsky. The Hague/ Mouton, 1973. P. 467-475. 

26) 레르몬또프에 대한 아흐마또바의 관심에 대하여 CM. AXMaTOBa A. A.(I999) "CO'lHHeHHJl 

B 2-x T.jj , M. T. 2. C. 213. 
27) AXMaTOBa A. A.(1989) FCTHxoTBOpeHHJl H rr03Mbljj , JJ. C. 307. 앞으로 이 책의 인용문 

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로만 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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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 특정은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단지 레르몬또프적 

코카서스를 소재로 하는 텍스트의 구상에서 뿐 아니라 동양과 관련된 아흐마 

또바의 텍스트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본질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 

는 다른 한 가지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흐마또바의 시각이 역사 

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점이다영) 러시아의 동양은 일면 러시아 전체에 공통 

된 역사의 일부세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시 역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러시아의 동양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시작품의 연 

구 대상이 될 수 있다 3이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레르몬또프적 형 

상이나 푸슈킨의 낭만주의적 도주라는 주제의 등장은 20세기의 시와 19세기 

의 고전시들 사이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흐마또바가 그녀의 시를 통하여 오랜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작품에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는 낭만주의 

적인 동양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해석의 일부라 할 수 있다. 

B. 동양-서양의 대비에 대한 역사철학적 이해 

이와 같은 동양과 서양의 대비는 특히 아흐마또바의 후기 창작 단계에서 

그녀의 많은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은 아마도 

1917년 그녀의 시 <Korna 0 rOpbKOA rH6enH MoeA>에서 처음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동양의 테마는 서정적 주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시 텍스트 전문을 인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다. 

Korna 0 rOpbKOA rH6enH MOe꺼 

BeCTb n03nHa~ ero KOCHeTC~ cnyxa, 

28) lKHpMyHCK“A B. M.: npeononeBWHe C배BonH3M. AHHa AXMaTOBa.! /lKHPMYHCKHA B. M.(977) 

FTeopHJl 刀HTepaTypbl. n03THKa. CTHJlHCTHKaJ , JI C 114 
29) CM. 5ypnaKa ll. K.(200l) FAHHa AXMaTOBa: pro et contraJ, cnõ. c. 34 

30) 아흐마또바의 역사주의에 관하여는 CM. TonopOB B. H.(990) “06 HCTopH3Me AXMaToBoA", 

IFRussian Literature~ ， Vol. 28 No. 3. P. 277-418. cp.: "11 nlOnH’ H npenMeTbI, H 

COÕblTH~ nO'lTH Bcerna nOCTHraIOTC~ elO Ha TOM HnH HHOM HCTOpH'IeCKOM lþoHe, BHe 

KOToporo OHa H He MblcnHT OH HHX"(lJyKOBCKHA K. l써Ta~ AXMaToBy. "MoBKBa", 1964. 

No. 5. c. 200). 



안나 아흐마또바의 시때서 동양의 주제 

He CTaHeT OH HH CTpO:l<e, HH rpycTHei!, 

Ho, n06JlelIHeBmH, yJlbl6HeTc꺼 CyxO. 

H cpa3y BCnOMHHT 3HMHHi! He60CKJlOH 

H B~OJlb HeBW Hecymy~c~ Bb~ry， 

H cpa3y BCnOMHHT, KaK nOKJl~JlC~ OH 

5epe4b CBO~ BOCTO 'lHy~ no~pyry.(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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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지방을 의미하는 것들(HeBa ， BbWra, 3HMH때 He6oCKJJOH)과 동양(시의 여 

주인공이 스스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의 대립은 역사적인 해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31) 이 시에서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서로 분리된 

것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출발점의 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 

인공들의 사랑과 과거의 행복은， 역설적으로 이 시가 전체적으로 애가적인 도 

입부분을 갖게 되는 전제가 된다.32) 이 사랑은 바로 제국의 서부에 있는 수도 

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설현되고 있으며， 시의 주인공은 텍스트상의 현재 

시간(진술의 시간)에 서구의 세계에 속해 있고， 여주인공은 이와 반대로 그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결말은， 즉 

여주인공이 "BOCT04Haj\ rrO .llpyra"라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그녀의 파멸과 

언어 면에서 상호관계를 지니며， 시에서 첫 행의 "ropbKaj\ rH6eJJb"이라는 모 

티브는 그 원인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등장하는 약속의 위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동양은 이 시에서 환유적인 측면에서 죽음과 파멸의 

모티브와 관계가 있으며， 서양의 세계， 즉 삶과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대비되 

는 관계를 가진다. 

동양과 서 양의 대 립관계는， 아흐마또바가 전쟁 중 타슈켄트로 대피 했을 때 

쓴 시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33) 그녀의 많은 시들에는 아시아의 도시의 

형상이 아흐마또바의 천부적인 정밀성을 통하여 시적인 형식으로 재현되고 

31) 이 시의 기저텍스트에 대한 전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또한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기 

로 한다 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M. AXMaTOBa A. A.(2아)()) ü"C06pf1HHe 

CO 'lHHeHHe B meCTH TOMf1X.li, M. T. 1. c. 850-851.; COMOBa M.: AHHa AXMarOBa B TamKeHTe.// 

BeJlHKOBaj\ r. 3. ’ BocnOMHHaHH~ 06 AHHe AXMaToBoi!‘ M., 1991. c. 369-374.; 4epHj\K H. 

3.: H3 TamKeHTCKoro ~HeBHHKa.// TaM :l<e. C 375-377 

32) 아흐마또바의 연애시의 애가적인 도입부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M. )((HPMYHCKHi! B. 

M. (l 973) ü"TBOp'leCTBO AHHbI AXMf1 TOBblJ, JI. 

33) 5ypJlaKa ll. K.(2001) ü"AHHf1 AXMarOBa: pro et contra.o, cn6.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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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시들에서 그녀가 활용하고 있는 물건들과 세부적인 것들은 도시와 

그리고 동양 전체에 대하여 제유적인 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타슈켄트의 시적 

형상은 이 경우에 독립적인 시적 영상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던 세계에 대한 반의어라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대비를 

기초로 구성되어， 위와 같은 시각을 확인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작품은 

1942-1944년에 아흐마또바가 타슈켄트에서 쓴 시 <JlyHa B 3eHHTe>와 같은 

것이다. 비교적 독립적인 여닮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 이 시는 각 부분을 고유 

의 소규모 작품모음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 첫 부분에서 동양 세계 

는 기쁨으로 인식되고 있다. 

"[..J 11 I< aI< TB얘 Tono.nb BblCO I< 

lllexepe3ana 

I1neT H3 cana ... 

Ta I< BOT TbI I< aI<ol1, BOCTO I< !"(360)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서 시의 여주인공에게 휴식을 가져다주는 동양의 마 

력은 서양의 세계로부터 온 "npOXJlalla"인 것임이 드러난다. 

"c rp03H비x .nH n.nomanel1 JleHHHrpana 

l1.nb C 6.na:l<eHH헤x .neTe꺼C I< HX no.nel1 

TbI npHC.na.n MHe Ta I<y~ npox.nany, 

Tono.nJlMH yI< paCH끼 。rpanbl

11 a3HI1CI< HX CBeTH.n MHpHal]bl 

PaCCTe.nH.n Han ne1.j a.nb~ Moel!?"(360) 

여기서 "JleTe다CK I1X nOJlel!"는 아흐마또바가 동양과 서양의 대비를 표현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일이 있었던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끄는 환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서양과 동양의 시적 슈젤은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마치 서로를 넘나드는 듯하여 겉으로 드러난 대립적인 의미는 양극의 반 

차별성에 밀려서 사라지고， 고향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루는 일부 

분으로 나타난다. 

"[..] TIepc싸( 3 aUBe.n, a qma.no I< nblM 

Bce 6.narBOHHe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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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 MHe nOCMeeT CKa3aTb, qTO 3~eCb 

}l Ha QYll'6HHe? [...]"(361) 

"[..J BeCCMepTpblX p03 , cyxoro BHHorpa~a 

HaM pO~HHa npHCTaH뻐e ~aJla."(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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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아흐마또바의 시작에서는 동양의 시의 형식을 

정확하게 모방한 작품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형상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JIyHa B 3eHJolTe>에서 아흐마또바는 비록 동양시 

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을 매개로 하여 동양시의 특색을 재 

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시의 다섯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압운이 없이 씌어진 이 시에서 동양시의 음절 시를 모방하기 

위해 다양한 돌닉을 이용하고 있다. 

<Korlla J1e ll<HT J1yHa J10MTeM lJapllll<yìfcKoìf llblHH > (1944)와 <3TO pLICbH r Jla3a 

TBOìf, A3깨>(1945)는 타슈켄트의 시 그룹에 속한다. 두 번째로 거론된 시에서 

는 아시아가 의인화되어 시의 여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맺고， 작품의 

주인공에게 자신과 낯선 것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서 그녀에게 원천적인 

기억을 살려내도록 유도하는 까닭에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다. 

"3TO pblCbH r J1a3a TBOH, A3HlI 

니TO-TO BblCMOTpeJlH BO MHe, 
4TO-TO B피~pa3HHJlH no~cny~Hoe 

H po*~eHHoe THmHHoA, 

H TOMHTeJlbHOe, Tpy~Hoe ， 

KaK nOJl~HeBHblA TepMe3CKHA 3HOA, 
CJlOBHO BClI npanaMlITb B C03HaHμe 

PaCKaJleHHOA J1aBoA TeKJla, 
CJlOBHO 1I CBOH *e pbl~aHHlI 

H3 Qy*HX J1a~OHe때 nHJla."34) 

이 시 에 서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점 은 레 르몬또프의 시 <COH> (1 841)과 

관련된 부분이며， 이 은밀한 인용구를 통하여 아흐마또바의 동양의 텍스트에 

는 전통적으로 동반되는 파멸이라는 모티브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즉 위의 

34)AxMaTOBa A. A.(2000) F'Co6paHHe COIIHHeHHe B meCTH TOMaXjJ, M., T. 4. c.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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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nOJlJlHeBHblií TepMe3CKH찌 3HOií"는 레 르몬또프의 시 <COH>의 "nOJlJlHeBHblM 

lKapOM B JlOJlHHe llareCTaHa"에 상응한다. 그리 고 "npanaMJITb B C03HaHHe paCKaJleHOií 

J1aBoií TeK Jla"는 또한 레 르몬또프의 시 에 서 "rrO KanJle KpOBb TO tJHJla JlC5I M05l"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흐마또바는 원래 상이했던 아시아적인 

동양과 러시아 낭만주의적 동양이라는 두 가지 형상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 

다. 그리고 이 형상은 “KpOBb-naM5I Tb-CJle3b1"라는 의미론적으로 볼 때 통일된 

대열을 이룬다. 불가피했던 대피가 낭만주의적 도주와 파멸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상이점은 존재한다. 

즉 낭만주의의 주인공에게 동양은 서양의 세계에 반하여 긍정적으로 표시된 

일부로 대비되는 관계를 보인다. 반면 아흐마또바의 예술세계에서 “자연 문 

화”라는 대립관계는 실제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강제로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실하게 된， 잃어버린 서양이 긍정적으로 표시된 요소로 등 

장하고 있다. "TaWKeHTCKHe CTpaHHUb["의 일부이며 1959년에 쓰여진 것으로 기 

록된 아흐마또바의 후기 시 <B Ty HOtJ b MbI COWJlH Jlpyr OT Jlpyra C yMa>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이 시의 세 연을 인용하기로 한다. 

"B Ty HO'lb M꾀 COWRH Dpyr OT Dpyra C yMa, 
CseTHRa HaM TOflbKO 3flOSewa~ TbMa, 

CBoe 60pMOTaRH ap~KH ， 

H A3HeA naXRH rB03DHKH, 

H Mμ npOXODHRH CKB03b ropoD 'ly*oA, 
CKB03b D~Hy~ neCHb H nonyHO'lHμμ 3HOμ 

ODHH nOD C03Be3DHeM 3Me5l, 
B3rR5IHyTb Dpyr Ha Dpyra He CMe5l. 

To MOr 6~Tb CTaM6YR HflH Da*e 5arDaD, 
Ho yB~! He BapWaBa, He lIeHHHrpaD, 
H rOpbKOe 3TO HeCXODCTBO 

flyWHRO, KaK B03DYX CHpOTCTBa.끼415) 

위의 시 세 번째 연에서 동양과 서양의 대비는 네 가지의 지리적 명칭을 

통한 제유법을 통하여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시아의 세계는 “ 3J10Bew.a51 

TbMa"와 "ropOJl tJy*oií" , 그리고 "ropKoe HeCXOJlCTBO"와 같은 일련의 형용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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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의 슈젤이 전개되고 있는 

배경은 수용하는 측의 즐거움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인공들은 비록 자신 

들이 공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동양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면적 

으로는 이 동양의 세계에 대립하고 있다. 아흐마또바의 창작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그녀 는 초기 시 <Korlla 0 rOpbKOη rH6eJUI Moeìt> (917) 이 후로 이 와 같 

은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에서는 위의 시에서 나타난 것과 반대 

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서양에서의 만남이 비극적인 

결별과 여주인공이 동양에 있게 되는 상태에 처하든지， 혹은 동양에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두 번째 시에서는 주인공들이 자신들에게 생 

소한 동양의 세계에서 서로 서로를 얻는다. 

동양의 부정 적 인 모습은 1963년 아흐마또바가 쓴 시 <3anall KJJeBeTaJJ H 

caM lI<e BepHJJ>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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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는 북쪽은 "MOìt BepH뼈 llpyr , MOß CTapbl꺼 llPyr，"에서 볼 수 있듯이 

친멸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은 북쪽에 비교해 볼 때 동일하 

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운명과의 관계에서 동양의 역할에 관한 역사철학적인 사고 

는 <n03Ma 6e3 repo~>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포엠에서는 여주인공이 유년 

기에 겪었던 러일전쟁이라는 사건， 특히 대마도 전투에 대한 회상이 등장한 

다. 

"KOH4aeTCJI CPOl(: 

BapJl r H Kopeeu 

nOmJlH Ha BOCTOK ... "(엠4) 

이 경우에는 파멸이라는 주제가 다시 절실해 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파멸이 

란 이미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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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흐마또바의 작품에는 블록과 벨리의 작품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 철학적인 동양-서양 

의 대립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35) 그리고 블록과 벨리의 작품에서와 같이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도 러시아의 합성적인 지위， 즉 러시아는 동양도 서양 

도 아니며， “동양-서양-러시아”라는 사고，$) 즉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키는 러 

시아의 운명적인 지위에 대한 은세기의 지식인들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37) 

C. 동양의 텍스트의 역사 문화적 구현 

이와 같은 현상은 아흐마또바의 작품들 중 비교적 초기에 씌어진 것들 중 

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고， 그런 

까닭에 중국 양식의 어떤 특징들이 그녀의 텍스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세세한 것 자체는， 즉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물체들은 아마도 의 

미론적인 변에서 독립된 가치를 지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시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만 기존 텍스트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특 

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38) 이러한 일상생활의 요소들은 종합적인 

문화 유형인 러시아의 18세기에 대한 제유적인 기능을 지니고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를 읽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거리감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흐마또바에게서는 양식화된 작품을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다. 아마 

도 예외적인 것으로는 B. M. 빼pMyHCK째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시 

<MaCKapan B napKe>(191이를 거 론 할 수 있을 것 이 다.39) M. Ky3M뻐의 말은 인 

용하자면 "nyx MeJlO'le꺼”는 문자 그대로 아흐마또바의 전 텍스트들을 관통하고 

35) Waegemans E. (l998) F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n, Konstanz, C. 225. 

36) Lauer R. (2000) F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n, München, C. 466. 
37) TaM :l<e. C. 528f. CM. Waegemans E.: 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 C. 193. 

38) CM. 3때xeH6ayM O. M. (l 921l “POMaH-JlllpIIKa", ~BecTH씨( JlIITepaTypbl~ ， 1921. No. 6-7. C. 

8. "06pacTaHlle Jlllpll1.J ecKoll 3M0l11111 CIO:I<eTOM-OTJlII'깨TeJlbHa~ 1.JepTa n0331111 AXMaTOBoll. 

MO:l<HO CKa3 aTb, 1.JTO B ee CTllxax np뻐TIIJlIICb 3JlIIMeHTbI HOBeJlJlbl IIJlII pOMaHa, OCTaBWllec~ 
6e3 ynoTpe6JleHII~ B 3noxy paCI1BeTa CIIMBOJlII'leCKOIl JlllpllKII. Ee CTIIXII CYwecTBylOT 

He B OT lleJlbHOCTII , He KaK caMOCTO~TeJlbHble Jlllpll1.JeCKlle nbeCbI, a KaK M03all'lHble 

1.JaCTlIl1b1, KOTOpμe C l1enJl~IOTC~ 11 CKJlallblBaIOTC~ B He1.JTO noxo:l<ee Ha 60JlbW。꺼 pOMaH, 

TOMy cnoc06cTByeT l1e Jlbl애 p~ll nplleMOB, 1.Jy:l<llblX 06b1KHOBeHHoll JlHpIIKe" 

39) ;f(IIPMYHCKH꺼 B. M. FTBOptfeCTBO AHHbl AXMaTOBOJ{Jj, C.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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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 의 시 세 번째 연을 인용하자변 다음과 같다. 

“ Bxoa CKpWn cepe6p~m~깨C껴 Tononb 

11 HH3 KO CnaaalOI따!l! XMenb , 

< <5araaa HnH KOHC TaHTHHOnb 

51 BaM 3aBO빠0， ma belle!>> ，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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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주인공 왕자는 여주인공인 후작부인에게 약속을 한다. 그런데 이 

것은 <Korna 0 rOpbKOA r뼈eJlH MoeA>에서 등장했던 파기된 맹세의 모티브를 

상기시킨다， <MaCKapan B napKe>의 반어법적인 텍스트로부터 옹 이 약속은 

아마도 7년 후에 씌 어 진 시 <Korna 0 rOpbKOA rHÕeJlH MOe찌>의 마지 막 시 행 

들에 반영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1• cpa3y BCnOMHHT, KaK nOKn~nC~ OH 

5epe4b CBOIO BOCT04HylO noapyry,"(226) 

그리고 후기 텍스트가 기저 텍스트에 보내는 반사로 인해， 텍스트가 지니는 

예술적 의미는 예기하지 못했던 새롭고 중요한 성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40)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의 동양의 주제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은 복잡하고 다 

양한 주제의 복합체를 이루면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주제는 그녀의 

시의 다른 슈젤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보이며，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로코코의 일상적인 문화는 아흐마또바의 동양의 텍스트에서 다음 

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동양의 이국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마 거론된 다른 문화적인 코드들과 균형을 이룬 

다. 중국 우산 <MeHjj nOKHHyJl B HOBoJlYHbe>(91 1), 중국식 정 자 <rOcnon 

HeMHJlOCTHB K :l<HeuaM H canoBona~j) 0915) ， 중국식 의 황색 다리 <MHJlOMY> 

(915) 등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황색은， 아흐마또바의 작 

품에서 중국문화를 적절하게 묘사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녀의 시 

<nonOIIlJla , 1I BOJlHeHbjj He Bblnan>(914)에서 첫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을 살펴 

40) 이전의 것으로 소급하는 텍스트들간의 상호관계의 가능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상세 

한 것 은 CM, 5yxapKHH n , E.(2001) “06 oaHol! napanne재 K 때CbMY TaTb~H뻐 <EBre뻐꺼 

OHerHH> A, C, nywKHHa H <lleMoH> M, 애 끼epMOHTOBa" ， 5yxapKHH n, E, P'PHTOPHKél H 

CMhlCJl, O'lepKHdJ, Cn6" C, 128-147 



254 러시아연구 채 11권 채2호 

보기로 한다. 

"nO.llOW.JIa , 51 BO.JIHeHbJl He BbI.Ila.JI, 

PaBHO.llYWHO r.JIJl.ll쩌 B OKHO , 

Ce.JIa , C.JIOBHO iþapiþOpOB빼때 H.IlO.JI, 

B n03e, Bbl6paHHblA e~ .IlaBH。

[…1 YTOMHTe.JI bHblA ry.JI pa3rOBOpOB , 

)((e .JITO꺼 .JI~CTp외 6e3 l1<H3HeHHI뻐 3HOH, 

H Me.JIbKaHbe HCKyCHblX np060pOB 

Ha.ll npHnO.llH Jl TO꺼 .JIerKoli PYKoli , "(169) 

시의 여주인공의 자세 "CeJla , CJlOBHO !þapqJOpOB뼈 3HOR"는 ")f(eJlToR J1IOCTpbJ 

6e3 l1<H3HeHHbl꺼 3HOα”와 연결되는데， 이 자세는 중국도자기 제품들과 선명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며"“llOJl"이라는 단어는 의미론적으로는 중국적인 색， 황색과 

연관된 에피테타 "6e3 l1<H3HeHH뼈”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황제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시 <BHOBb nOllapeH MHe 

llpeMOToìí> (916)에서와 같이 동양의 도시에 상응하고 있는 듯하다. 

"BHOBb nOllapeH MHe .IlpeMOTOli 

Haw nOC.JIe.llHHli 3Be3 .1lHblH paA

rOpO.ll ~HCTblX BO.llOMeTOB, 

30.JIOTOA 5aX~HcapaA 

TaM, 3a neCTpo~ orpa.ll。까， 

Y 3a.llyM~HBoA BOllbl , 

BcnOMHHa.JIH M퍼 C OTpa.lloA 

UapCKOpCe.JIbCKHe ca.llbl , "(167) 

그래서 동양의 형상들(“l<Hpa때CKHe 3aTeH", 예카티리나 2세의 명칭 -φeJlHua) 

이 아흐마또바의 후기 시 <HaCJlellH배a>(959)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 

사이한 일이 아니다. 아래의 시는 황제 마을의 문화에의 헌사이고， 시의 여주 

인공은 스스로를 이 문화의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다. 

"Ka3a.JIOCb MHe, ~TO neCHJI c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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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b 3THX onycTenwx 3an , 

0 , KTO 61>1 MHe Tor~a CKa3aJJ, 
나TO ~ Hacne~y~ Bce 3TO , 

φenHlW， ne6e~~ ， MOCT꾀 

H Bce KHTaRcKHe 3aTeH, 
llBopua CKB03Hble ranepeH 

nHn퍼 ~HBHOR KpacoTbI," 

위에 서 볼 수 있듯이， 아흐마또바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황제의 

도시의 장식물과 건축물 등의 동양적인 스타일의 구성요소들은 그녀의 시 텍 

스트에서 동양의 모티브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황제의 도시는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일상적인 소재들을 통하여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 

. 川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는 중국도자기， 중국 

우산， 중국식 정자， 중국식 다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요소들이 발견된다. 이들 

은 프랑스와 영국 등의 여러 가지 양식들의 일부로 동양적인 스타일까지 흡 

수하였던 종합문화 유형으로서 러시아의 18세기에 대한 제유적인 기능을 갖 

고 있다 후기 고전주의 시대에 러시아에서 이색적인 문화로 여겨졌던 동양적 

인 스타일의 이러한 요소들은 아흐마또바의 시에서， 그녀의 삶 그리고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 스스로 그 문화의 계승자 

로 인식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의 일부로 변형되어 등장하고 있다. 그녀의 작 

품에서 아흐마또바는 자신이 타슈켄트로 대피하였던 사건을 러시아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낭만적인 도주’에 비교하고 있으 

며 불가피했던 이러한 대피를 레르몬또프적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낭 

만주의적 동양에 대한 모더니즘적 해석이다. 그녀의 시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대립관계가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문학 

에서 구체화된 동양과 서양의 대비를 역사철학적으로 이해한 “CI<빼HCTBO"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흐마또바의 동양의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동반되는 파 

멸의 모티브는 레르몬또프의 시를 은밀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흐 

마또바는 원래 상이했던 전통적인 동양의 모습과 러시아의 낭만주의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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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모습을 일치시키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동양은 죽음과 파멸의 모티브 

와 관계가 있으며， 서양은 삶과 사랑의 세계와 관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대럽성은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고향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양에 대한 아흐마또 

바의 이해가 블록과 벨리가 그들의 작품에서 보여 주었던 동양과 서양을 연 

결시키는 러시아의 운명적 지위에 대한 역사철학적인 해석과 통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흐마또바의 작품에서 동양의 주제는 그녀의 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거리 

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하여서만 기 

존 텍스트틀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해준다. 그녀의 시에서 동양의 주제는 몇 

몇의 동시대인들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능적인 

변에서 볼 때 이들은 그녀의 시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 

흐마또바의 작품에서 동양의 주제는 러시아 문학에서 구현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방법들， 즉 낭만주의적 이해， 동서양의 대비에 대한 역사철학적인 이 

해， 역사 문화적 구현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과 시， 인간 

과 역사， 그리고 인간과 문화라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아흐마또 

바는 동양의 주제들을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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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риентальная тематика в поэзии 

А. А. Ахматов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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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ан, Е-Кёнг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культура европ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модернизм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повышенным вниманием к ориентальной тематике и самой форме восточной 

поэзии, Если для символистов обращение к восточ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и имитации 

средств русского тонического стиха твердых стихотворных форм восточ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было скорее явлением единичньш, то в постсимволистскую эпоху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концеп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поэтическая практика 

Востока оказалась актуализирована в целях выработки новых принципов 

постро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ого целого, 

Между тем 'Восточные' образы и мотивы в творчестве А, А, Ахматовой, насколько 

нам известно, до сих пор не становились предмет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ого иссле

дования, Я попробовала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восточные мотивы в творчестве 

Ахматовой по трем выделенным нами способам воплощения восточной темы 

(романтическая "лермонтовск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восточной темы, ИСТОРИОСОфск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оппозиции Восток-Запад,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воплощение 

восточного текста), Наиболее частотной оппозиция Восток-Запад становится 

в творчестве Ахматовой в военые годы, во время ее эвакуции в Ташкент,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лирического сюжета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осток и Запад 

как бы перетекают друг в друга, открытая оппозиция снимается, уступая месту 

неразличию этих полюсов, оказавшихся составными частями одного всеобъем

лющего понятия Родина, Вынужденная эвакуация прочитывается через призму 

романтического бегства на Восто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Ахматова соединяет д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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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Ha'laJlbHO pa3 J1H'lHbIX o6pa3a B OllHH - a3HaTC I<Hìl BOCTO I< H BOCTO I< pycCI<OrO 

pOMaHTH3Ma. 

5bITOBble lleTaJIH "I<HTaìlc I<Oro CTH.IUI" npHcyTcTBYJQT y AxMaTOBO찌 B OTHOCHTeJlbHO 

paHHeìl J1HPHI< e , nOC I<OJlb I<y MHp UapC I<OrO CeJla , OI<py:l<aJl n03Ta B Te rOllbI. OHH 

BblcTynalOT B I<a 'leCTBe CHHeI<llOX OnpelleJleHHOrO CHHTeTH'leC I<OrO THna I< y JlbTypbI, 

I<OTOpbIM jjBJljjJlOI 18 Be I< 

BOCTO니Hajj TeMa npellCTaBJleHa y AXMaTOBoìl B cpaBHHTeJlbHO pellyUHpoBaHHOM 

Ha !þOHe He I<OTOpbIX ee COBpeMeHHHI<OB BHlle. TeM He MeHee llaHHbJe o6pa3bI H 

MOTHBbI 3a'lacTylO OI<a3bIBaIOTCjj I<J1IO'leBbIMH llJljj HHTepnpeTau짜i ， lleulH!þpOB I< e 

CTHXOTBOpeHHjj B ueJlOM, BCTynajj B I<a 'leCTBe cBoeo6pa3Horo I<J1IO'la I< He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