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스토예프스카와 솔로벼요프의 ‘적그리스도’ 벼교* 

1.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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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학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곧 우리의 관심 

이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아포칼립스 문학1)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함을 의미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문학의 모태는 슬라브 문학이며， 다시 슬 

라브 문학은 직 · 간접적으로 비잔틴 문학의 영향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므 

로 결국 우리의 연구는 비잔틴 문학， 특히 성서와의 관계에서 알려진 아포칼 

립스 문학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 고대 러시아에는 12세기， 혹은 그 이전부 

터 이미 주요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통해 아포칼립스 문학이 존재하고 있었 

고，2) 그 기원은 역시 성서의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 구약성서의 예언서들과 

연결된다，3) 

* 이 논문은 2002년도 서울대학교 간접 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제적 협력연구 ‘비교문 
학적 연구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세부과제로 씌어졌음. 

** 서 울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우리는 여기서 아포칼립스 문학을 종말론적 문학의 영역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이다

‘아포칼립스’ 혹은 ‘아포칼립스 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는 결정론적 사관 

에 기초한 인류의 역사와 종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문학적 측면을 염두에 두 

고 있다‘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개인의 종말에 관한 사상 혹은 신화적 측면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용할 때， 우리는 ‘종말론’， 혹은 ‘종말론적 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2) 이 에 관한 참고문헌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 11. KJlelíH(1976) “ ~CJlOBO 0 nOJlKy I1rope

Be)> H anOKaJlHnTH'leCKa꺼 깨TepaTypa(K nOCTaHOBKe BOnpOCa 0 TOnHKe ~peBHepyc

CKolí J1HTepaTYPbl) ," TPYllbI OTlle.πa IlpeBHepYCCKoi1 J1HTepaTyphI, T. XXXI. J1., CC. 

104-105. 
3) 아포칼립스 문학은 인류의 미래 운명에 관한 결정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신약성서의 아포칼립스(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등)와 공통점을 지년다. 반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씌어진 구약성서의 예언서들과는 구별되 

기도 한다. 즉， 이것은 예언서들의 기자들이 아포칼립스 문학과 같이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경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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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서의 이원론적인 정신에 따르면 세계 역사는 대등한 두 세력의 충돌 

에 의해 빚어지는 결과이다. 아포칼립스 문학은 이 두 세력， 즉 선과 악의 충 

돌의 마지막 단계를 그려내는 작품들이다.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악의 세력은 그 직전에 승리를 구가하기도 한다. 소위 

대환란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이 승리를 거두는 시간은 

일정기간으로 제한되며， 곧 악의 세력에 대한 선의 승리가 최후의 심판으로 

다가온다. 이 심판 이후에 성도들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한다. 이 때 악의 세 

력의 대표자가 바로 ‘적그리스도(AHTHXpHCT) ’4)이며， 이 형상은 러시아가 기독 

교로 개종한 10세기 말 이후로 러시아 민중 문화의 깊은 곳에 절대 악의 모 

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포칼립스 문학은 죄와 별， 그리고 구원이 

라고 하는 미래의 도식이 그 내적 구성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러한 운명을 예견 

하는 것인 반면， 예언서들은 경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켜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포칼립스 문학과 구별된다. 
4) ‘적그리스도(Antichristos)’는 성서에서 종말의 표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 희랍어 접두사 anti-가 ‘-대신에’， ‘-를 대리하여’를 뜻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원뜻은 대리적 그리스도， 경쟁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성서에서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요한서신들에 한정(요한일셔 2:18, 2:22, 4:3, 요한이서 7절)되지만， 신구 

약 성서에 걸쳐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양한 언급과 표현들이 나타나기 

도 한다. 

요한서신의 적그리스도는 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하나님과 반신적 세력들에 

대한 구약성서와 후기 유대교의 진술들(에스겔 28장， 다니엘서 2:31-45, 7:7 이하) 
들은 신약성서의 데살로니가후서 2:3-12절에 관련된다. 즉， 자기를 하냐님이 자리 

에 앉히며， 자기를 모든 것 위에 세우고자하는 ‘힘에의 의지’는 신약성서와 구약성 

서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적그 

리스도를 자세히 묘사한다(계시록 13:1-18) ,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과 ‘땅으로부터 오는 짐승’의 두 가지 형태로서， 그리스도 

와 그의 교회를 적대하는 자플 지칭한다. 

신학자들은 신약성서에서의 적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 

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데살로니가후서 

2:4), ‘온갖 능력과 표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 

는 자들을 속이는 이’(데살로니가후서 2:9-10)로 이해한다. 종말의 표정과 적그리스 

도가 기독교 역사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균진(1998) r 종말론~， 민음사， 213-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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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신화가 예술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 

적인 문학 작품인 도스토예프스키 (φ. nOCTOeBCKHR)의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 

(BpaTb~ KapaMa30Bμ)~ 의 「 대 심 문관(BenHKHR HHKBH3HTOp)J 과 솔로비 요프(Bn. 

ConOBbeB)의 「적그리스도 이야기 (nOBeCTb 06 AHHTHxpHcTe)J 를 중심으로 이 성 

서적 모티프의 신화가 러시아 문학 속에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변형 수용되는 

가를 살피면서， 구체적으로는 두 작가의 예술적 형상화 과정을 비교할 것이 

며， 더 나아가 성서적 범주와의 비교에서 이를 벗어나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 

는 근원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해 볼 것이다.5) 

2. 가운데 말 

‘적그리스도의 신화’는 러시아 문학과 문화에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양상 

을 띠고 나타난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특정한 인물， 혹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악의 세력들로 규정하면서 적그리스도라 지칭하기도 한 

다.6) 반면에， 문학 작품에서는 이 개념이 다양한 변이를 겪으면서 수용되어 

나타난다. 특히 아포칼립스 문학의 ‘적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악마(，llbnon)' 

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비변별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위 

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첫째가 구약 성서의 반항하는 천 

사， 즉 신에게 대적하는 강력한 힘， 특히 물리적인 힘의 소유자이다. 레르몬토 

프의 악마나 혹은 바이런의 루시퍼 같이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고 있는 존재 

이다. 둘째는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탄으로서 구약 

성서의 악마와는 달리 물리적 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적 논리에 있어 

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존재이다.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존재이다. 

셋째는 도덕의 폭로자로서의 사탄이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의 용기에 있는 

사탄은 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그에 의해 이 세상의 온갖 

5) 또한 이 주제와 연관하여 긴히 검토할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무엇보다 메레주코프 
스키 (ll. Mepell<l<OBC l< 1깨)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 블록(A. 5J101<)의 「열둘」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 논의를 다음 기회의 논문 ‘20세기초 러시아문학 속의 적그리스 

도 신화’에서 다룰 것이다‘ 
6) 이반 뇌제， 종교 분열시기의 니콘 대주교， 표트르 대제， 니콜라이 1세， 스탈린 등은 

모두 러시아 역사에서 민중들의 의식 속에 적그리스도로 각인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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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과 고통이 벌어진다. 즉， 신의 절대 선을 위해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 성 

직자들의 온갖 비난을 받는 ‘위대한 모독 받는 이 (BeJl싸〈째 OÕHlI<eHH뼈)’의 형상 

은 중세에는 많은 민중들의 의식에서 사탄의 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 

다.7) 

역사와 문학 작품에서의 악마， 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해 

에도 불구하고 신의 피조물로서의 악마， 그의 지식과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존재로서만 나타난다. 즉， 그의 자질에는 창조자로서의 속성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신과 동등한 권리와 역량을 갖춘 존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러나 1890년대의 러시아 모더니즘에 이르러， 특히 러시아 데카당파 작가들에 

이르면 악마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기존의 물(物)의 질 

서가 무너지고 악마가 신의 모방자에서 최소한 신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최 

고 존재로서의 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브류소프(B. 5plO

COB), 솔로구프(φ. COJlOryõ), 구밀료프(H. ry째쩌B)의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 

다.8)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러시 

아 모더니즘 시기의 악마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아닌 

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와 악마에 대한 이해라는 점이 

다.9)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r대심문관」의 추기경은 사탄， 세계의 종말에 올 

적그리스도의 지지자로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등한 위상 속에서 위치 

시키고 이해하며， 솔로비요프의 경우에는 악을 선의 결핍의 결과 나타나는 어 

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역사상 실재하는 힘으로 이해함으로써，10) 신과 대둥한 

반대 세력으로서의 악，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해주고 있다. 

7) 이 에 관한 자세 한 논의 는 C. 1I. C.n0601IHIOK(1988) l1bJfBO.llbl Cepe6pJfHHOrO BeKð., Cn6, 
CC. 7-20을 참조하시오. 여기에서 저자는 러시아의 은세기 작가들 가운데 안드레예 

프(1I. AHlIpees), 솔로구프(φ Co.nory6), 구밀료프(H. rYMH.nes) 등이 세번째 유형의 악 

마관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8) 이러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으로는 브류소프의 “ 3. H. rHnnHTyc", 

“OrHeHH뼈 aHreJ1", 솔로구프의 “KorlIa ~ s 6ypHOM Mope n.nasa.n .. ", 구밀료프의 “Or

HeHH뻐 CTo.nn"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C. 1I. C.n0601IHIOK(1988), cc. 

14-15를 참조하시 오. 

9) 물론 이때 서구의 니체 철학이 러시아 모더니즘 작가와 시인들의 악마관에 미친 영 

향을 간과할 수 없다. 
10) 이 러 한 이 해 를 솔로비 요프는 그의 작품 “TpH pa3rosopa 0 sOl!He, nporpecce H 

KOHue sceMHpHol! HCTOpHH, CO SK.nIO'!eHHeM KpaTKol! noseCTH 06 AHTHxpHcTe ," B.n. 

Co.nosbes(1990) , CO'lHHeHHJf B I1ByX TOMð.X, T 11. M.의 서문(C. 636)에서 밝히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 비교 39 

일견 유사하게 보이는 작가들의 공통된 이해는 일차적으로 작가들 간의 상 

호 교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고，ll) 더 넓게는 19세기 후반기 러시아 인텔 

리겐치아들의 여러 움직임 가운데 한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들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러시 

아의 역사 전개에서 형성된 러시아 고유의 멘탈리티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각 작품들에서 보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예술적 형상을 비교 분석하 

고， 그것이 지니는 사상적 · 예술적 독창성이 러시아 멘탈리티와 연관되어 있 

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2. 1. 도스토예프스키의 r대심문관J 12)과 적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씨네 형 

제들』의 「대심문관」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적그리스도의 예술적 형상화 

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매일 같이 종교 재판의 화형식이 거행되던 16세기 스페인의 남부 지방 세 

비냐 광장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는 곧 설 

명할 수 없는 온화하고 강한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사람들 사이에 

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부활시키는 기적까지도 행한 

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도한 대심문관 추기경은 그를 체포하도록 하고， 포로 

11) 솔로비요프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뒤에 『신인성에 관한 강의』의 토대가 되는 공개 

강연을 하고 있었고， 이 강연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참석하였다. 이 강연을 듣고 도 

스토예프스키는 솔로비요프와 자신의 견해의 유사성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1878년 용티나(OllTHHa) 수도원을 같이 방문하는 여행길에 동해하 

기 도 하였다. Nicolas Zemov(1973) Three Russian Prophets, Academic Inter
national Press, p. 123 
모출스키는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의 구성의 엄격함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지니는 균형과 대칭， 균등한 배분의 원칙이 솔로비요프의 조화로운 철학 원칙이 

소설 구성 의 기 법 에 영 향을 미 친 것 으로 분석 하기 도 한다 (K. MO'lyJlbC I<때， )((H3Hb H 

TBOp'leCTBO nOCTOeBC I<Or。’ YMCA press, 1947; 모출스키 (2000) ~도스토예프스키2~ 

김현택 옮김， 책세상， 888쪽. 

12) r 대심문관」은 작가의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이 출현하기 전인 3년 전에 이미 완 

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곧 「대심문관」을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이 창 

조한 서사시 (n03Ma)로서， 즉 소설의 일부분으로서 고찰하는 것과 아울러 소설과는 

개별적인 독립적 작품으로 고찰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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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 재판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작품의 중심은 바로 그날 밤 90세 

에 가까운 노 추기경이 포로를 찾아와 벌이는 논쟁， 실제로는 추기경이 90년 

간 간직해온 속마음을 털어놓는 독백에 있다. 

대섬문관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 가운 

데 지상적인 요소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 

탄이 제안한 기적， 신비， 권위는 사실상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지상적인 요소 

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돌을 빵 

으로 변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은 인간이 갖는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대변 

이다. 벌거벗고 굶주린 인간이 죄와 범죄에 빠지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먹이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선행을 요구하시오”라는 논 

리는 지상의 존재인 인간이 갖는 조건이다. 둘째， 신비에 대한 요구는 인간이 

갖는 또 다른 욕구의 표현이다. 즉， 인간 존재의 신비는 단지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다. 추기경은 이 점에 

있어서 우선은 그리스도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의 사방 천지에 빵이 널려 있다할지라 

도 그는 자살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추기경의 답 역시 

인간의 지상적 요소를 염두에 둔 매우 신중하고 이성적인 것이다. “무엇을 위 

해 살아야하는가”라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나를 따르라，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이다. 즉， 그는 이러한 그의 답이 스스로 직접 결정할 힘이 

없는 인간틀을 위해 그가 대신하여 결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러 

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며 이성과 양심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해줌으로 절대적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빵의 문제를 해 

결하고 동시에 그들의 양심을 소유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람틀은 그를 따라갈 것이다. 15세기 전에 사막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사탄， 즉 이반이 표현하는 “무섭고 지혜가 넘치는 영， 자멸과 비존 

재 의 영 (CTpaWHbIH 11 yMHbIH IJ.Yx , IJ.YX caMoyHlIlJ10)J(eHlI5I 11 He6μ11151 )"은 보통 사람 

들의 이러한 지상적 요소들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가 제시한 길로 철저한 현 

실주의자인 추기경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본성 

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 

람은 신과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들일 뿐이다. 굶주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물질적인 빵을 위해 봉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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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자들의 기적은 빵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부여한 무 

한의 자유 서약은 보통 사람은 이해할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자유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각 개인은 삶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 

하고， 그에 따른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또한 자신 

의 본성을 거절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수준으로까지 고양될 것을 요구받기 때 

문이다. 게다가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다만 그 

에 대한 순수하고 자유로운 믿음만을 간직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심문 

관은 배고프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고상하지만 고통스러운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모든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며 그 책임도 자신이 지는 사람이 필요하며， 결국은 그에게 그들의 자 

유를 헌납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세 번째， 사탄이 제시한 마지막 재능인 ‘권위(권력)’도 또한 지상적 존재인 

인간이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추기경의 견해 

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칼은 전세계 공통의 조화로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추기경은 사탄으로부터 “로마와 카이사르의 칼을 얻어냈고 

그들만이 지상의 제왕， 유일한 제왕이라 선언하고， 전세계의 단결이라는 인류 

의 마지막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분노하는 대심문관의 독백은 순전히 이성적 논리에 

입각한 냉소적인 비난으로，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난일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작품 내에서 적그리스도로서 명시되고 있지 않지 

만， 대심문관이 직접 밝히듯이， 적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인물이다.(“당신은 아마도 내 입을 통해 그걸 듣고 싶어하는 모양 

이니 말해 주겠소.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분〉이 

요. 그것이 우리들의 비밀이지! 우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이 아닌 <그 

분>와 함께 했고， 벌써 8세기가 흘렀소") 그가 사탄의 마지막 선물， 카이사르 

의 칼을 받아들여 강압과 피로써 전세계에 건설하고자하는 왕국은 적그리스 

도의 왕국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결 

코 본질상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인물이며，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적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옹호 

자이고 대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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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솔로비요프의 r적그리스도 이야기」와 적그리스도 

이 작품은 1900년 초 솔로비요프가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작품이다 w세 

편의 대화』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작품의 이념적 결어를 대신하는 이 중편소 

설은 솔로비요프의 역사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가 바라보는 세계 역사는 

선과 악의 길고 복잡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출현하는 적그리스도는 

악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발현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패배한 이후에 이상적 

인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본다. 

80년대 솔로비요프는 전세계 기독교와 전세계 군주정이 결합된 신정론적 

유토피아를 주장한다 13) 그러나 임종 직전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선정론 사상 

을 포기하고， 아포칼립스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작품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집펼한다 w세 편의 대화』의 세 번째 대화에 포함되어 작고한 승려 판소피이 

(naHCO빼꺼)의 작품으로 소개되는 이 작품은 성서의 요한 계시록14)에 대한 솔 

13) 그의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신인성에 관한 강의 (LJTeHI쩌 。 6orot.(eJlo

Be t.(eCTBe) ~， r 신정(神政)론 철학(TeOKpaTHt.(eCKa51 빼J10C。빼51) J 이다. 

14)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맛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인 A.D.90년경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쓴 것으로 알려진 요한 계시록(총 22장)은 성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아포짤립스적 비전을 제시한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략 세 부분의 구 

성으로 살필 수 있다 그 첫째 부분(1장1절 -3장 22절)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들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4장 1절 -20장 15절)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적 조감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며， 셋째 부분(21장 1절-22장 21 절)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솔로비요프의 작품에서 세밀하게 언급되고 있는 일본과 범몽골주의， 유럽 통 

합 등은 사실상 요한 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고， 다만 

그 상징적 예표로만 찾아지거나 혹은 그의 사유의 결과물일 뿐이다(9장 12절 

-21절의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마병대’는 흔히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러 

시아인들의 벤탈리티에 범몽골주의를 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의 통합 역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언급하는 13장 1절의 짐승 

의 머리에 있는 ‘열 뿔’의 예표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예표나 구절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직접 언급되고 형상화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 계시 

록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사탄의 제휴자(8장 13절 -9장 11 
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03장 1절 -10절)， 그 짐승의 나라06장 10절 -11 절)， 

그와 연합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 09장 19절)들의 예표와 상정들에서 솔 

로비요프가 그의 이념적이고 예술적인 사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변형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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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요프의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 

에 대한 직접적인 예술적 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홍미롭다. 

여기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 

19세기 말 일본에서 ‘범몽골주의’의 기치로 시작된 전쟁은 20세기를 세계 

대전， 내전， 혁명으로 이끌고， 그 결과 21세기 유럽은 반세기에 걸친 황색인종 

의 지배를 받게 되며， 마침내 해방되어 민주국가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 

나 인간의 영원한 문제， 생사의 문제 및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 등 

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정신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이 점차적으로 사 

라져가던 이러한 시기에 정신적 종교적 미성숙함을 극복한 한 인물이 출현한 

다. 그는 출중한 외모에 귀족 집안 출신의 뛰어난 사상가로서 자신의 정신적 

힘의 탁월함을 지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출한 재능을 지각하 

면서 자신을 신성의 두 번째， 유일한 신의 아들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초기부터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초 

기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인정하였으나， 자기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면서，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자신의 장점을 주장하게 되고 세계 

에 그리스도가 준 것 이상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인류에게 힘겨운 과제만을 부여해준 통치자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최후의 그 

리스도로서 인류에게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인류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는 유쾌한 사람이 되고자한다. 그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모든 이에게 필요한 행복을 가져다줌 

으로써 사람들을 결속시켜 주고， 그들의 고대하던 평화를 제공하며， 정의와 

징벌의 심판이 아닌 인간애와 자비의 심판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에는 매우 매력적인 것일 수밖 

에 없다. 사람틀에게 결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물질적 

행복과 도덕적 평정， 평화를 약속하는 그의 프로그램은 매력을 넘어서 유혹적 

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프로그램을 밝히는 저술이 출간된다. 그러나 이 저 

술 속에도 그가 실행한 프로그램 어디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적그리스도가 동방에서 초대한 마법사이다. 그는 반은 아시아이고 반은 유럽 

인으로， 물질적 궁핍을 해결한 대중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정신적으로 미혹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마법사의 형상화는 사실 

상 요한 계시록 19장 20절의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에 대 

한 솔로비요프의 이념적 예술적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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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자기애와 자기 의견만이 가득할 뿐 참된 소박함이나 겸손함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특징을 간파한 이들은 소수의 

몇몇 경건한 신앙인들에 불과했고 그들에게는 어떤 권위도 주어지고 있지 못 

했으므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았다. 

이 ‘미래의 사람’은 유럽 연합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이후 최고의 명예직 

인 로마 황제로 추대되어 전세계 군주국의 수반으로 자리잡게 된다. 마침내 

전 세계인들이 고대하던 전세계의 평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평등이 실현 

된다. 그러나 일단의 물질적인 욕구의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만족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을 간파하고 있던 초인 황제는 자신을 추종하는 군중의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방에서 마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기적들과 

지식을 제공하여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지상의 지배자가 된 적그리스 

도는 기적에 관한 사람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하여 대 

중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술사의 기적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가장 어려운 

문제인 종교 문제가 남자 그는 예루살렘에 교리와 상관없이 전세계 기독교 

교단의 대표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그는 이 회의에서 기독교의 참된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이고 지상에 속한 가치들로 대체하고， 자신을 그들의 지 

도자로 인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 교단에 여러 가지 제안과 혜태을 베푼 

다. 그리하여 각 기독교 교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전세계 

적 차원에서 군주국과 기독교의 모든 종파가 결합하는 전세계 신정국가가 실 

현된다 15) 

15) 이러한 신정국가의 건설은 사실상 솔로비요프가 1890년대에 주장하던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청년시절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가 친척 여동생 E.로바노 

바(EKaTepHHa POMaHOBa)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이 

후로， 나는 현존하는 물(物)의 질서가 당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식하 

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 인류의 상태는 반드시 변화하고， 

변형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B. C. COJlOBbeB , nHCbMa, cn5., 191 1. T.3. c. 87, 88, 
P.A. raJlbueBa(200l) “KOHKpeTHa꺼 3CXaTOJlO대JI BJlallHMHpa COJlOBbeBa ," COJ/OBbeBCKHil 

C60PHHK. MaTepHaJ/bl Me*OYHapOOHoil KOHtþepeHUHH <B. C. Co.π'OBbeB H ero 뼈π'OCOIþ

CKoe HaCJ/e/1He> , M., C ‘ 442에서 재인용) 그러나 생애의 말년인 1896년경에 이르면 

지상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환 신정국가의 건설을 꿈꾸던 그가 이미 지상에서 

의 선정국가 건설의 이념을 포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서신 왕래를 

나누던 카툴럭 신부 E 타베르니에 (EBreHHA TaBepHbe)에게 “기독교 정치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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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 기독교 교단들의 강제적인 결합과 한 인물의 절대적 권 

력에 대한 종속과는 반대로 기독교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합이 국가 권 

력과 세속적 삶， 물질적 풍족함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즉，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파악한 소수의 각 기독교 교단의 신앙심이 굳건한 믿는 이들이 적그 

리스도의 왕국에서 내어 쫓기어 사막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실질 

적인 교회의 통합이 선언된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의 마법사， 그가 건설한 

신정국가는 화산의 무저갱 속에서 불타게 되고 동서로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며， 적그리스도에 의해 처형되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된다 16) 

이고 즉각적인 목적으로서의 신정국가의 외적 거대함이나 강력합의 이상을 단호하 

게， 영원히 버려야만 한다”고 밝힌다(P. A. raJlbueBa 2001 , c. 444). 그런데 이와 같 
이 그가 버리고자 한 신정국가의 실현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발표한 이 

작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는 곧 선정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전 사상에 대한 패러디이 

자 포기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16)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솔로비요프의 유토피아 성격이다. 그의 예술 창작 전 
반에 걸쳐 나타나는 유토피아는 이 작품 「적그리스도 이야기」에 나타나는 성서적 

성격의 유토피아와는 차별성을 띤다. 즉， 그의 시와 미학 논문들에 나타나는 유토 

피아의 성격은 크게 미적(혹은 마술적) 유토피아와 그와 관련된 플라톤적 의미에 

서의 에로틱 유토피아로 규정할 수 있다 미적 유토피아에서 세계 변형의 임무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며，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행위를 예술의 영역을 넘어 신의 창 

조 행위로까지 이끌어 올린다. 솔로비요프는 그에게 피그말리온， 페르세우스， 오르 

페우스의 위업을 기대한다. 즉， 자연물에 대한 완전한 예술적 형상의 부여(피그말 

리옹)와 개인과 사회 삶에서 미를 노예화하고 있는 용， 즉 도덕적 악을 정복(페르 

세우스)하는 위업， 또 개인을 구원하여 개별적 현상을 영원화하는(오르페우스)의 

위업을 요청하고， 따라서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예술가는 신인(神J-.J에 상응한다. 

또한 이러한 예술가에 의해 건설되는 미적 유토피아와 맞물려서 솔로비요프의 창 

작에는 그 척도에 있어서 전자에 비견할만한 에로틱한 성격의 유토피아가 그려지 

고 있다 즉，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적 사랑에 강조점을 두는 이 유토피아는 

이성간의 사랑을 통해 분열된 피조물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의 표현 

이다. 이와 같은 유토피아의 형상은 「적그리스도」에서 그려지는 성서적 유토피아， 

천년왕국과는 그 성격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 는 다음을 참조하시 오. 박종소(2001) r블라지 미 르 솔로비 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J，러시아 연구J. 제 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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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대심문관j과 r적그리스도 이야기」의 비교 분석 

앞에서 고찰한 두 작품은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의 신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술적 형상화 과정에서 보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작가적 이해의 

공통점을 차이점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두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는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즉 빵 이외의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점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 존재의 비밀은 단지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달려 있고， 추기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인간은 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그 주위에 빵이 가득하더라도 자살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솔로비요프의 r적그리스도 이야 

기」에서도 보인다. 사회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솔로비요프는 동방으로부 

터 반은 유럽인이고 반은 아시아인인 마법사를 초청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 

질적 욕구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욕구를 갖는 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두 작품에서 각기 다르게 

제시된다.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는 인간 영혼의 이러한 갈망을 잠재우기 

위해 초청된 마법사 아폴로니로 하여금 동서양의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온갖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현혹하고 즐거웅을 제공하도록 한다. 반면 도스토예 

프스키의 추기경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처럼 유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안심시키는 일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보 

다 치밀하게 계산된 지상의 방안을 강구한다. 추기경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인간 영혼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갖고 있다. 즉， “나를 따르라， 그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의 확신에 찬 답은 사실상 약한 존재인 수백 

만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만드는 해결책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 

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이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 

감을 벗어나， 모든 것이 허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추기경의 논 

리를 요약하자면，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지만 동시에 그 

보다 괴로운 것도 없다. 따라서 그는 아예 인간에게서 자유의 가능성을 배제 

시켜 모든 죄와 범죄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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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와 대심문관의 인간관은 자유가 불펼요한 매우 수동적이고 기계 

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서 자유를 제거 

함으로써 인간을 노예 수준으로까지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두 작품에서 보이는 군중들의 모습은 자유롭고 의지적인 사람들의 모 

습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와 대심문관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매우 수동적이고， 심지어는 노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작가들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대심문관과 적그리스도의 공통적인 오류 

는 이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이 두 

존재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 비밀을 지니고 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는 추기경의 절규에 가까운 독백(“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 

라 〈그분〉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비밀이지! (MbI He C To6oR, a C HHM. BOT HaWa 

TaRHa)")과 계속되논 그의 언급(“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치 않소， 왜냐하면 내 

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오(51 He XOqy TBOeR JII06BH, nOToMy qTO .51 CaM 

He JII06JIJl Te6.51.)",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3aqeM lI<e TbI 

npHWeJI Hali‘ MewaTb?)" ,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MbI He nycTHM 

Te6.51 K ce6e)")은 그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스페인 남부의 광장에 나타난 예수의 재림은 실제로 작품에서 그 목적 

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심문관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말할 것은 이미 초림(初臨)에서 모두 말해졌으므로， 그의 두 번째 출현은 그 

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출현은 역설적으로 그가 이미 말한 것 

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무엇인가를 수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5세기 동안 쌓아놓았던 작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인류가 재조직되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출현 

은 새로운 불행과 정신적인 고통，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한 

이단자는 화형에 처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를 화형에 처하고 건설하려는 그의 왕국17)은 사실상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며， 

17) 대심문관과 적그리스도가 그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전자가 서구의 카톨릭에서 
그 모델을 찾고 있다면， 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비요프 자신이 1890년 

대 꿈꾸던 전세계 통합교회가 그 모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비록 

도스토예프스키가 보기에는 카톨릭의 이념이 낡은 것은 것이었지만， 우리가 보기 

에는 16세기 카톨릭 내에는 여전히 기독교적 내용이 보존되어 있었다. 여하간， 이 

작품에서 대심문관이 계획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는 신을 배제한 왕국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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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국의 모습은 솔로비요프의 작품에서도 또한 통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 그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취하는가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대심문관은 대중올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들 

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선과 악이 그의 이름 

으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 받고 행해진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단지 

선전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의식적인 기만일 뿐이다. 반면에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기만을 공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의 입에서는 위 

대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다만 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신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이전까지 그는 단지 기독교 

세계의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그러나 그의 실제 의도 

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비요프의 주인 

공은 그리스도의 정반대적인 인물이다. 그에 반해，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 

관은 그리스도의 정반대적인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는 삶의 질 

서와 진실을 주목한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필 

요가 있다. 추기경이 옥에 갇힌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추기경이 입고 있던 

옷은 로마 종교의 적들을 화형시킬 때 군중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장 

엄한 추기경의 복장이 아니라 낡고 허름한 수도숭 복장이다. 이것은 그의 확 

신에 차고 열정에 넘친 논박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고통스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징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 

관은 인간 본성이 지닌 두 대립적 요소 사이의 갈등， 신적인 요소와 악마적인 

요소의 투쟁이 삶의 비극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통찰하고 있는 인물이다. 

반면에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는 천재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 안에 대 

심문관과 같은 어떤 비극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지는 않다. 

대심문관의 독백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인간에 대한 옹호， 인간에 대한 몰아 

적인 사랑， 인간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 

심문관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본주의자이다. 곧 

그는 인간중심주의의 광신도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적그리스도의 철학을 소유 

한 인물이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 광적일 정도로 자기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게 만들었고， 이 사랑을 위해 금욕주의자， 고행자가 되며， 나아가 신에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본질 

이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카톨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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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기경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오판 

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연적 성품을 무시하고， 인간들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 

하여， 그들에게서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 

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다. 그럼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에게는 소수의 뛰어나고 강한 사람 

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과 같은 

사람들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사상가로서의 추기경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오류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갖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상적 측면이다. 즉， 추기경의 구상이 환 

상적인 것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비현실적인 환상적 인물 

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대심문관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현실적인 기반이 없 

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고， 인간이 그래 

야만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 

인간이 물리적 일상적 존재 가운데서 보이는 그러함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람들의 차원으로까지 내려간 그는 사실상 인간들을 얄 

잡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언급과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서 우리는 대심문관 

이 인간 본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으며， 인간 본성의 한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 자체를 왜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위의 논의와 연결하여 대심문관과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 

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배척하 

는 이유는 자기애에서 비롯된 개인적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대심문관 

의 그리스도의 배척은 그의 원칙이 삶과 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대심문관은 신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성적 

추론은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한다. 다만 그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현 

실이며， 그 현실이 너무도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어서 결코 신에 의해 용납되 

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허용되었으므로， 그를 신으 

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18) 

18) 따라서 여기서 이반이 신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의 세계를 폭로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즉， “나는 내 신을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그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그의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 대 

한 그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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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그리스도 신화와 러시아인의 멘탈리티 

대심문관이 건설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회는 러시아 멘탈리티와의 연관 

성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차원에서 멘탈리티는 민족의식과 민 

족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민족의 역사적 운 

명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종의 통일체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민족의 멘탈리 

티에는 어먼 형식이 되었든 그들의 역사적 단절과 발전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에 관한 한 민족의 독특한 기억이며， 재앙적인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들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심리적인 코드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 멘탈 

리티라는 개념의 과학적 엄밀성을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방법론적인 토대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업가설로서 이 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19)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 역사에는 이중적 성격의 과제가 형성되었다. 첫째는 

외세 민족으로부터의 자국민의 보호와 보전이며， 둘째는 국가 경제의 근대화 

로서 경제 및 사회 체제의 혁신이 그것이다. 전자는 몽골의 침입， 동란시기의 

폴란드의 침입， 프랑스와 독일의 침입으로부터 루시와 러시아의 통일을 유지 

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후자는 닥후된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체계를 선진화 

하기 위한 서구화의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과제가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키예프 루시냐 노 

브고로드 루시는 루시 전체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러시아 하층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러한 러시아 하 

층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모스크바의 황제는 정치적 통일， 더 나아가서 

는 러시아 영토의 통일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유사한 과정 

이 ‘동란의 시기’의 종결에서도 반복되어 하층민들의 입장이 군주정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러시아 역사의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19) H. 5epll~eB의 저술(~러시아 이념 (PyccKa꺼 Hlle~)~)에서 밝히고 있는 러시아의 이념 

적 특성들도 사실상 이러한 러시아 멘탈리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 

며， rpoco때CKa~ MeHTanbHOCTbJ 의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r. ll. ra'leB, 11. K. naHTHH, 

A. c. naHapHH등도 이러한 작업가설의 설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인다 BonpocbI 

tþHJlOCOtþHH, No.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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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시아 민중의 의식 속에서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강력 

한 군주정이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정체(政體)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 

시 말해， 내적 체계가 결핍되어 있고 비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형식도 부재하 

는 무정형의 공동체 의식은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는 강 

력하고 무제한적인 군주정 이념 형식의 법제화를 통해서 결속되어졌다 2이 물 

론， 이를 통해서 러시아인은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연히 그 

들의 몫으로 주어진 힘겨운 경험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전체적인 집 

단을 위해， 즉 러시아 정부의 존재를 위해 희생하도록 가르쳐왔다고 할 수 있 

겠다. 우리는 여기서 대심문관이 주장하는 인간의 개인적 자유의 희생을 통한 

전체 사회의 건설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 가운데 형성되어 온 멘 

탈리티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심문관이 주장하는 ‘빵’의 문제 해결은 러시아 멘탈리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서구화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16 

세기 이반 뇌제 때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서구로의 진출은 17세기 뾰뜨르 

대제의 개혁과 더불어 본격화된다. 당시 서유럽의 발전된 기술과 기계 문명을 

수입하고， 사회와 경제적 시스템을 이식하려는 노력은 일련의 ‘근대화’ 과정으 

로， 이것을 진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발전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 

면 결국 러시아의 강력한 서구화 과정은 민중의 삶의 수준의 향상을 동반하 

지만， 과거와의 강제적인 단절을 수반한다. 즉， 이 역사적 웅직임은 위로부터 

의 혁명으로 그 뿌리가 사회 내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를 

급히 쫓아가기 위한 강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21) 이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서구화 과정이 러시아 민중 가운데 소수， 극단적으로는 절대 정 

부 혹은 전제 정부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과정은 결코 

민중이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다. 따라서 서구화는 사회의 외양의 변화로 

2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황제정이 무너져 수립된 10월 혁명 당시에도 민중 
들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의 출현 이념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산정 

권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 많은 경우에 이것은 전쟁에서의 패배와 관련되어 있다. 표트르 대제는 나르바 

(HapBa)에서의 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거대한 러시아를 서구화의 길로 내몰게 된다. 

또한 1861년의 러시아의 농노개혁 역시 크림전쟁의 패배 이후에 서구와의 경쟁에 

서 러시아의 농노제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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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언급은 따라서 대심문관의 인간관이 비롯되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평범한 민중은 자신의 독립과 책임을 주장할 만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 못하며， 개인의 자유와 민중 공동체 및 국가가 갖는 권 

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은 

항상 최고 권력과의 관계에서만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 멘탈리티의 비극성이 있다.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 

서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 민중의 희망은 정부가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통 

치해주길 원한다는 것에 있다. 정치적 삶， 민중 공동체의 이념， 개인의 자유의 

가치， 언론의 자유 등은 여전히 러시아 민중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으며， 이것 

은 자신들의 정부를 통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러니컬하 

게도 러시아 민중 의식 속에서 최고 권력의 간섭은 그들의 심리적 요구와 부 

합했다. 이러한 이상비대한 러시아 최고 권력에 대한 기대는 러시아 혁명 이 

전의 러시아인들의 멘탈리티에 주된 요소로 경험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22) 

3. 맺는 말 

러시아의 적그리스도 신화는 우선적으로는 성서적 모티프를 단초로 하여 

발전하지만， 그 예술적 형상의 완성에는 러시아 민족 고유의 독특한 멘탈리티 

가 작용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의 예술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대심문관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성서적 모티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작가들 고유의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 사유들의 심도 있게 발전이자 예 

술적 결정화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기적과 신비， 권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진정 

한 가치에 대한 작가적 고뇌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22) 물론， 혁명 이후의 러시아인의 멘탈리티에 군주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인들에게서 그에 대한 숭배적 요소는 거 

의 사라졌으며， 또한 삶의 조건도 변화되고， 세대로 변화되어 섞임으로써 더 이상 

군주정이 러시아인들의 삶의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군주정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향은 러시아인들의 벤탈리티에서 여전히 

남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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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들의 예술적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사상적 토대 

는 러시아 멘탈리티와의 연관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없이 

깊고 넓은 대심문관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통찰， 그리고 고뇌의 뿌리는 수세 

기에 걸쳐 러시아 민중이 경험한 역사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러시아 

멘탈리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펼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중 문 

화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대심문관과 적그리스도의 정치관과 사회관은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자연스런 결과물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그리스도 신화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립하는 자기주 

장과 자기 확대， 이로 말미암은 미움과 증오의 역사에 관한 고발이며， 인간의 

자유， 개성에 대립하고 억압하는 악의 현실에 대한 경계이고 폭로라는 사실을 

그 이면에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가 보 

여주듯， 자기를 위한 힘의 의지가 확대되고，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바로 그 지 

점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곳이다. 19세기 말엽의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 

의 두 작가들의 작품에서 치열하게 그려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실상 러 

시아 민중이 그토록 염원하는 완전한 의미의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진보， 평화 

에 대한 염원의 반향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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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BHeHHe NH~OROrHH AHTHXpHCTa 

y •. llOCTOeBC I<Or‘o H BR. COROBbeBa. 

na lC, QsOH--cO 

naHHa~ CTaTb~ nOCB~~eHa aHaAH3y M빼OAorHH AHTHXPHCTa B n03Me ~BeAH

KHn HHKBH3HTOP~ φ. nOCTOeBCKOrO H B nOBeCTH ~AHTHXPHCT ~ BA. COAOBbeBa. 

B ~aHHOn CTaTbe MN He paCCMaTpHBaeM BCe aCneKT~ 3TOn CAO*HOn np06AeM때 ” 
OrpaHHqHBaeM CBOIO 3a~aqy CpaBHHTeAbH~ H~enHO-Xy~O*eCTBeHH~ aHaAH30M 

n03뻐 HBaHa KapaMa30Ba ~BeAHKHn HHKBH3HTOP~ H nOBeCTH ~AHTHXPHCT~. 

B ~aHHOn pa60Te no~p06HO paCCMOTpeH~ H npOaHaAH3HpOBaH~ B CpaBHeHHH 

06pa3μ B ~Byx npOH3Be~eHH~X. TaK*e oco6oe BHHMaHHe y~eAeHo CB~3H MH~OAO

rHH AHTHXpHCTa C pyCCKHM HaUHOHaAbH~ MeHTaAHTeTOM. To eCTb, B 3TOn CTa-

Tbe MbI nOnblTaAHCb npOqepTHTb CKB03Hble AHHHH HCTOpHqeCKOrO npOmAOrO 

CTpaHhl H rOBOpHTb 0 MeHTaAHTeTe pOCCH~H. ~BO~KOrO pODa 3aDaqH cneUI때HqHhl 

DA~ HCTOpHH POCCHH Ha npOT~*eHHH HeCKOAbKHX CTOAeTHn. BO-nepBhlX, 6opb6a 

3a OÕbe~HHeHHe PYCH, 3a BbI*HBaHHe CTpaHhl nepe~ AHUOM HH03eMHhlX nOAqH~. B。

-BTOpbIX , MO~epHH3aUH~ HapO~HOrO X03~nCTBa ， 06HOBAeHHe 06~eCTBeHHOrO H 

3KOHOMHqeCKOrO CTpO~. XapaKTepHO , qTO ÕOAbmHHCTBO 3THX 3aDaq pOCCH~He 

pemaAH C nOMO띠blO CHAbHOn BAaCTH. nODDep*Ka CO CTOpOHbI HapODHhlX HH30B 

Uap~ MOCKOBCKOr。’ npaBOCAaBHoro 06YCAOBHAa nOAHTHqeCKOe B03BhlmeHHe, a 

3aTeM nOAHTHqeCKYIO rereMOH싸o MOCKBbI B ~eAe C06HpaHH~ pyCCKHX 3eMAb. 

Heonpe~eAeHHa~ 06~HOCTb ， 6eC~OpMeHHa~ ， cAa60 CTpyKTypHpoBaHHa~ ， AHmeHHa~ 

BHyTpeHHoro CTpO~ ， OÕbe~HH~AaCb B KpHTHqeCKHe MOMeHTμ CBoero cy~ecTBo

BaHH~ BOKpyr H~eH CHAbHOn, HeOrpaHHqeHHO까 ~opMaAbHb~H yCTaHoBAeHH~MH 

MOHapXHH. 

HaM npe~CTaBA~eTCκ qTO H~enHO-Xy~O*eCTBeHHble 06pa3bI AHTHXpHCTa H ero 

MOHapXHH B ~Byx oõo6~alO미e-HTorOBbIX npOH3Be~eHH~X ， HMelO띠HXC~ B HaCA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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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ToeBCKor。 “ ConoBbeBa, HMe~T npHHUHnHanbHOe 3HayeHHe μ B nOnHOH Mepe 

OTpa*a~T BnH~HHe 3TOrO pyccKoro npornnoro H CB꺼 3b C pyCCKHMH MOHapXH~MH. 

뇨二드프人 I J.L OI ^~ 
'- 나_ c그 /\1 2:<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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