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려시아 문학외 종막론적 선화 양상: 

고때뿔학에책 포스트모더다즘까지 (11)* 

1. 들어가는 말 

닙} 으ε 꺼‘*. 
=j <:> -'-

HO 'lb, yJIIlUa, iþoHapb, allTeKa, 
oeCCMblC JleHHbl찌 H TyCKJlbItl CBeT. 

*HBH eme XOTb 'leTBepTb BeKa -

Bcë 6y,lleT TaK. !1cXo ,lla HeT. 

YMpemb - Ha'lHemb Oll꺼Tb CHa'laJla, 
!1 1l0BTOpHTOI Bce, KaK BCTapb: 

HO 'lb, Jle ，ll꺼Ha~ p~6b KaHaJla, 
AIlTeKa, yJlHua, iþOHapb. 

A, OJlOK, <<nJl꺼 CKH cMepTH>>(1912) 

한밤， 거 리， 가로등， 약국， 
의미 없고 희미한 빛. 

사반세기를 더 산다하여도 -
모든 것은 마찬가지 리 라. 출구가 없다. 

죽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리라， 
그라고 마치 옛날처럼 모든 것이 반복되리라: 

한밤， 운하의 얼음 같은 잔물결， 
약국， 거리， 가로등

- 블록죽음의 무도J (1912) 

세계의 종말에 관한 신화는 주지하다시피， 기독교 문명이 발생하기 훨씬 이 

전부터 고대 문명의 신화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 이 논문은 aXl3년도 한국학숨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illF-aXl3-041-Aam3). 
** 서 울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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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 하나의 체채적인 신화로서 자리하고 있는 종말론은 무엇보다도 기독 

교의 종말론에 힘입은 바 크다. 딸년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해서를 쓴 

바 있는 보렌스(D. H. Lawrense)는 자신이 요한 제시록을 어렸을 때부터 구석 

구석 10번 이상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유물론자이자 “인문학적 무 

신론자 답진적 좌익 사회경제 학자였던 푸르동(Pierre Prou냄lOn)마저도 관찰 

과 경험에 의거하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개념이나 사유의 

메커니즘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의 학문적 결론을 표현하는 언어가 신자 

의 종교적인 언어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1) 이처럼 서구의 문화사에서 

기독교는 수세기를 거치며 역사 철학 문학 학문 등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으 

며， 요한의 계시록에 기반한 종말론적 사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0세기 말 

기독교로 개종한 러시아에서도 많은 역사， 철학의 사상가와 학자들， 특히 시인 

과 작가들꾀 작품 속에서 종말론은 변주되며 그 반향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역사에한 종말이 있는가? 역사 종말 이후의 미 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와 

거짓， 폭력과 위선의 심연에 처한 인간의 타락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하 

나의 통치자에 의한 통일 정부가 지상에 가능할 것인가? 또한 그것이 가능하 

다면 그것은 과연 언제까자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 

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세계의 종말을 포함한 죽음， 재림， 심판 등의 신의 

나라에 관한 이러한 종말론적 문제들은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문화권의 유럽 

과， 더 나아가 그리스 정괴를 받아들인 러시아에서 역시 불가사의한 신비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문화적 지표가 되어왔다. 

성서의 요한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의 형식으로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현재가 결국은 급격하게 파국을 맞아 종결 

되고， 새롭게 인류의 이상적이고 완전한 삶의 형태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성서의 종말론적 신화는 역사 진행의 각 단계에서 실제의 역사 

적 사건， 인물들과 조우하면서 구약 성서(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다니엘서)와 

신약성서(따태복음， 요한 서신들， 특히 요한 계시록)의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으 

로 보충되고 재구성되어 사회와 역사맑 각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망 

을 가능하깨 하는 보편적 형식의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종 

말론적 신펙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으로는 종교 영역에서 출발하였지만， 역사 철 

학， 윤리학， 예술의 분야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1) M. r. A6paMc(2000) "AnOKaRHI1CHC: TeMa H BapHal\HH," HOBOe JIHrepa. rypHoe 0603peHHe, 

No. 46, c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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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역사와 문학에서 종말론적 신화가 널리 유포되고 활성화되었던 시 

기는 크게 셋 정도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에 걸쳐 일어난 러시아의 종교분열과 표트르 대제의 수도 건설과 관련한 시 

기이고， 두 번째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의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이며， 

세 번째는 소비에트의 붕괴로 시작된 20세기 말엽의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 

세 시기는 전쟁과 폭력， 농토의 황폐화가 진행되어 농부가 땅을 등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끝없는 질시와 반목이 횡횡하는 혼란， 불안， 전환기라는 공 

통점을 지닌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 두 번째 시기 즉 19세기와 20세기 초엽 

의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의 종말론적 상황을 고찰하려 한다.2) 특히 

성서의 아포칼립스적 신화가 문학 텍스트들에서 어떠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따라서 아포칼립스의 핵심적인 기호가 

되는 ‘적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신랑과 신부’， ‘해를 입은 여인’ 등과 같은 

신화적 요소들은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고찰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짐을 밝혀야 한 

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찰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가 앞으로도 계속 보충， 심화， 확 

장되어야함을 전제로 하며 본 논문에서는 다만 이 주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의 일부를 선별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3) 

2‘ 가운데 말 

2. 1. 적그리스도의 신화와 19세 말-20서|기 초의 러시아 

기독교 문화의 종말론적 신화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인 적그리스도 

의 신화는 중세 이후 기독교의 성서 가르침으로 확립되어， 많은 복음 교사들 

과 신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2) 이전 시기에 관한 논의로는 졸고 「러시아 문학의 종말론적 신화양상(l)J ， W러시아연 

구~， 제 14권 제2호(2004)를 참조할 수 있다. 

3) 20세기 초의 벨르이 (A. oeJlb따)를 위시한 모더니즘 작가틀， 특히 레온티예프(K. 지eOHTbes) 

와 메레쥬코프스키 (ll. Mepe:l<KOSCKHH)의 작품과 사상서， 좌파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 

품들， 현대 러시아 문학 작품들의 종말론적 특정과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 

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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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l속문학의 영역에서는 아;석까지 그다지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4) 러 

시아에서 이러한 신화는 종교분열의 시기에 이르러 기독교인들과 학자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삶과 인물들，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며 다른 

어떤 시기보다 활성화 된다.5)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르비치 (AJJeKcetí MHXaHJlOBH'I), 

표트르 대제(rIeTp 1), 대주교 니콘(HHKOH) ， 구교도들을 탄압하던 주교들과 같은 

인불들이 설제 적그리스도로 명명되었고， 이들의 정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구교도들의 이와 같은 의식은 최초로 러시아에서 종말론 

적 세계관씨 민중 속으로 짝산되게 하는 제기가 되었던 바， 이 때 이들이 주 

장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개념은 전통적 러시아 정교에서의 종말론 개념과 

는 구별되었다. 즉， 전통적띤 정교회의 교리에 따르자면 세계의 종말의 일시 

에 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이-무도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6) 구교도의 

지도자격인 아바콤(ABBaKYM) ， 데니소프(A. lleHHcoB) 등의 사제들은 ‘영적인’ 적 

그리스도가 이미 도래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적그리 

스도의 두 측면을 구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감각적’인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적그리스도로 이원화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신성과 인성의 두 측면을 

보았던 기꼭교 신학의 그리스도 양성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는 구 

체적 역사석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정신적인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세계 속에 투영된 그의 정신적 발현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부터 러시아 문학과 역사에는 두 가지 의 적그리스도 개념， 즉， 전 

통적인 러시아 정교에서의 적그리스도 개념과 새로운 구교도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개념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 때 19세기와 20세기의 많은 신학자， 작가， 

시인들의 깎품들에서 사용된 개념은 후자가 보다 보편적이다.7) 

4) 적그리스도에 관한 세속문학 속의 첫 번째 기록은 고대 러시아 문학의 첫 번째 작 

품이라 평가되는 『원초연대기』의 1071년 항목에 적그리스도를 믿는 두 마법사에 

관한 기록 속에서 등장한다. 

5) 이러한 띄사상의 인물들을 적그리스도의 구현으로 인식하는 일은 그리스도 부활 직 

후부터 있어왔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네로， 막시밀리 

안， 디오클레티우스 등과 같은 황제들로서 권력을 획득하고 자선들에 대한 신성의 

숭배를 강요한 인물들이거나， 혹은 아리우스나 네스트로이처럼 비성서적 가르침을 

전파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초대 교회들에게 모두 적그리스도로서 불려졌고， 

정교회의 전통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태복음， 24장 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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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신화와 이름 둥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19세기말-20세 

7)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말론의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에서 중섬에 놓이는 적그리스도 신화는 우선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되어 사용된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종교분열 시기 

부터 서로마 교회의 교황과 주교들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특이한 점이 발견 

된다.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어 기독교를 배신하고， 세속 권력의 유혹 

에 빠져 전 세계의 지배를 꿈꾸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19세기 후반의 도스토예프스키와 20세기 초의 신지학자들에게 

서 이와 유사한 인식과 반향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 

사에서는 나폴레옹을 제외하면， 실제 역사상의 인불이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예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변， 툴스토이 (Jl. TOJlCTOll), 라 

스푸틴 백작(rp. PaCnYTlIH) , 케렌스키 (A. KepeHCK써)， 레닌 (B. JleHf!H) 등의 이름이 거 

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개념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지속되는 

열린 개념이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해의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개념이다.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마술사 시몬(사도행전 8장 9-24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그리스도를 참칭한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는 성서를 통해 볼 수 있 

는 것처럼 역사상 꾸준히 존재해 왔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메 

시아는 모두 적그리스도의 전신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성서에는 또 다른 층위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바， 즉 적그리스도의 잔신의 출현뿐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체 

의 출현을 경고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성서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 

림 직전에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신앙， 선지자들을 탄압하 

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악마로부터 초인적인 지성을 얻어， 비밀스럽게 자신의 

거짓 선지자들을 교육시켜 세상에 보내고， 세상의 권력을 잡아 삼년 반을 지배하 

다가 하나님의 영의 의해 제거된다(다니엘 7장 25절， 이사야 14장， 요한 일서 2, 

18, 19, 2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요한 계시록 13장 2-10절). 

고대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어， 고대 슬라브어 등에서 문자는 숫자의 의미를 갖 

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의거하여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풀기 위한 수 

많은 서적이 씌어졌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를 ‘짐승’이라고 부르변서， 그의 숫자 

를 666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암호 풀기는 하나의 학 

문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는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는 성서 구절(요한 계시록 13장， 18절)을 근거로， 이 사람이 장차 세상 

에 도래할 적그리스도인 네로 황제라 해석하기도 하였다.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 

라는 이름의 글자가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시 

대에 씌어졌기 때운에 요한은 네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숫자로 가리켰다는 것 

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역사적 변천 과정은 김균진(1998) ~종말 

론~， 민음사， 213-241쪽을 참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성경적 이해는 『결정 

(結品) 성경 ~(2003) ， 개역한글판， 한국복음서원의 결정(結옮) 항목， 1627, 1629, 1636, 

2280, 2286 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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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의 시기에 등장하는 것은 교회 문학 작품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 문학 

속에서이다. 즉， 전셜， 중편소설(nOBeCTb) ， 역사 및 역사철학 관련 글들， 문학 

비평， 에세이 동에서 이러한 신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시와 

드라마 장프에서는 상대적으로 털 활성화 되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 신화， 교회 

교부들의 관련 글， 구교도들띄 적그리스도 개념이 이 시기의 많은 작가들의 작품 

에서 등장한다. 툴스토이 (n. TOJICTO따)， 도스토예프스키(φ. 1I0cToeBCKHn), 레온티예프 

(K. neOHTbεB) ， 솔로비 요프(BJI， COJIOBbeB) 등과 매 레 쥬코프스키 (1I. Mepe)!(KOBCKI쩌)， 

기피우스(3. rmmHYc), 벨르이 (A. IìeJIbln) , 이바노프(B.lI. I1BaHoB) 등의 상징주의자 

들， 또 종표철학적 경향성의 베르자예프(H. Iìep.ll.ll eB), 로자노프(B. P03aHoB), 불 

가쿄프(C. lìYJIraKoB), 로스키 (H. nOCCKH깅)， 프랑크(C. φpaHK) 등은 구교도， 현대 

적 구교도씩 의식， 다양한 교단， 수도생활 등에 관해 특히 관심을 가졌다. 특 

히， 솔로비요프와 그의 뒤를 이은 메레쥬코프스키는 러시아와 세계 역사를 두 

세계적 요소의 투쟁왜 역사”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기독교적인 것과 반기독 

교적인 것꾀 투쟁의 역사로 파악하였던 바， 이는 넓은 의미에서 구교도들의 

세계관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8) 

이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학 속의 아포칼립스적 텍스트는 어 

떻게 전개꾀는지 살펴보도폭 하자. 적그리스도의 신화를 구현하는 19세기 첫 

소설 작품으로 우리는 로트만의 지적처럼， 고골의 『죽은 혼』을 들 수 있다.9) 

작품의 주띤공 치치코프(411'-IHKOB)는 반(反)강도， 반(反)영웅， 반(反)악한， 뚱뚱 

하지도 홀쭉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이러한 

8) 19세기말--20세기 초의 러시아의 적그리스도 신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 

다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다. 막 발발한 전쟁， 혁명，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과 세기 

말의 분위기 등이 이 신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도스토예프스키， 레온티 

예프， 로자노프， 솔로비요프 등의 작가와 사상기-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체 

계화하였다. 특히， 이들의 작품대심문관(BeJI따때 HHI<BH3H’rop)J , r동방， 러시아， 그 

리고 슬따브주의 (BOCTOI<， POCCH.lI H CJIaB.lIHCTBO) J, r파주힌의 무덤 위에서 (Hall MOrHJIoR 

TIa3YXHHil) J, r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관 전설(J1eíeHlla () BeJIHI<OM HHKBH3HTope 

llocToeBC I<Oío) J, r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Kpa T1< a꺼 1l0BeCTb 06 AHTHxpHcTe)J 둥 

은 적그리스도 신화를 새롭쩨 각인시킨 대표적인 작품들로 평가된다. 

9) 에. M. J1onmH(1993) "TIymI<HH H <<TIoBecTb 0 KOllHTaHe KOlleHKHHa>)," H3ÓpBH1fb1e CrBrbH. T. 3. 
TaJIJIHHH, c. 46. 그는 이 글에서 치치코프가 러시아 현실의 새로운 주안공으로서 악 
한 영이자 에고이스트 게르만의 현현， 고상한 강도 등의 형상을 띠며， 이를 통해 다 

양한 문꽉 전통을 종합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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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성은 고골이 평소에 강조한 “평범하고 볼품없는 것들이 문학적인 위대한 

악보다도 더 무시무시하다”라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치치코프에게 적그리스 

도의 형상이 투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0) 실제로 고골의 작품 세계에서는 

온 세상이 그와 맞서 싸우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등장인물들과 슈제트 작품의 구조에 아포칼립스적 

세계상이 구현되어 있는 작품들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해 간다고 한다면， 그 

때 마주치게 되는 이 시기 첫 번째 작품으로는 체르늬셰프스키 (H. 4epHblIlleB

CK뼈)의 『무엇을 할 것 인가(4TO !leJIaTb )J를 들 수 있을 것 이 다. 

2.2. 채르닉셰프스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아포칼립스적 특징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며， 레닌을 비롯한 사회주의 

이념가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체르늬셰프스키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 과도한 닥관적 전망의 유토피아적 특징과 양상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 

이지도， 그다지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1860년대의 러시아 사회는 농노 해방 

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따 

라서 당대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들의 대표자였던 체르늬셰프스키가 새로운 

러시아 사회와 새로운 민중을 고대하며 옥중에서 집필한 이 소설이 비현실적 

일 정도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띠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이러한 유토피아적 성격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인가 

를 묻는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 먼저 작품의 

등장인물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합 

리 적 에 고이 스트’들인 베 라 파블로브나(Bepa l1aBJIOBHa), 로푸호프(JIorrYXOB) ， 키 

르사노프(KHpcaHOB) ， 라흐메토프(PaXMeTOB)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면서 보다 큰 자아인 사회 

와 민족을 위해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작품의 3부 

‘특별한 사람(oc06eHHbIll qeJIOBeK)’의 장에 등장하는 라흐메토프의 경우， 자신 

의 영지의 수입뿐만 아니라 영지를 매각한 대금까지도 농촌 출신 도시 유학 

생들을 남몰래 후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 전 러시아를 방량하며 민 

10) 같은 책， 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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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 속에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 속에서 자신익 세계관을 완성해 가는 모습 

은 체르늬셰프스키가 그리고자 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때 그의 원형이 되는 유사한 형상을 고대 러시아 문학의 용사 바가퇴리 (õora

mpb)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강철 같은 체력으로 급류 속에서 표류하는 멧목 

을 타고 며행을 하며， 농부， 목수， 나룻배의 사공이 되어 밭을 갈고， 장작을 

패며， 볼가강의 인부들과 같이 멧목을 젓는 그의 모습， 정지할 줄 모르는 마 

차에 폼을 던져 귀부인을 구햄내는 그의 모습은 바로 고대 문학의 영웅을 연 

상시키며， 실제로 작품 속의 라흐메토프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당대에는 사라 

진 전설적띤 영웅 니키투쉬카 로모프의 별명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 형상의 원형은 구약성서의 예언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11) 금욕， 금 

주할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절재하는 그의 생첼은 구약 성서의 예언자과 

매우 유사하다. 

체르늬셰프스키가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제시하는 이들은 한편으로 매우 신 

비적인 이념들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실현해 내끄자 하는 인물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기목교적 이상을 사회 변혁이 

라는 사회이념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그의 노력은 성서의 아포칼립스적인 

세계상과 설증주의를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갈망과 다르 

지 않다. 라흐메토프가 키르사노프의 서재에서 발견한 뉴턴 전집 중의 「다니 

엘의 예언과 성 요한의 아포칼립스에 관한 주석서 I를 관섬 있게 읽는 장면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흠， 여기 좋은 게 있군.’ 그는 몇 권의 커다란 책의 뒷장을 차례로 읽고 

나서 말했다. ‘뉴턴의 책븐- 완전무결해.’ 그는 부지런히 책장을 넘기기 시작 

했다. 따침내 그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냈고 입가에 가득히 미소를 지 

으며 소리쳤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디니엘서와 요한계사록에서 예언한 게 

그래 맞아， 지식의 이런 즉띤이야말로 이제까지 내게 근본적인 토대가 없었 

11) “이러한 사람들은 발전의 잘 알려진 단계에 이르면 선교사로 변화되고， 세상의 다 

양한 분야들의 무지한 선머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다”라는 피사레프(ll. 

OHcapeB)의 지적 역시도 라흐메토프의 형상을 종교적 사도나 선교사로 해석하고 있 

음을 보떠주는 것이다.(ll. H. OHcapeB(1995) Cotψ8Hμe CO t{HHemfil B 4-x TOM8X, T. 4, M., 
C. 30.; B. r. O,QHHOKOB(2002) "COllHaJlbHO-OÕll\eCTBeHHbIη H,QeaJl H. r. lJepHblliIeBcKoro B 

KOHTeKC1e ,QyXOBHhIX HCKaHHH 3110XH," JlHTepaTypa H .ayXOBH8Jl Ky.πbTypa， HOBOCHÕHpCK, 

c. 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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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야. 뉴턴은 이 주석서를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썼어 그것도 반은 

제정신으로， 반은 미치광이 상태에서 말야， 광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과 혼합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고전적인 출처라고 할 수 있지.12) 

41 

다소 장황한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라흐메토프의 현실에 대한 접 

근이 아포칼립스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혼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물들 차원에서 구현된 이러한 실증주의적 세계관 

과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은 소설의 내적 이념 논리와 상응하면서， 소설의 미적 

토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포칼립스적 모티프들과 슈제트는 또한 소설의 미 

적 토대를 이루는 작품의 구조 전체를 관류하고 있다. 앞의 라흐메토프의 말 

에재 확인되는 바，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을 밝히는 열쇠가 

된다. 이것은 작품의 여주인공 베라 파블로브나가 네 차례에 걸쳐 꾸는 꿈의 

장멸의 사용에서도 확인된다. 

첫 번째 꿈은 중풍에 걸려 있던 그녀가 일어나 걷고 달리는 장면이다. “자 

이제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내가 손을 만지기만 하면 봐， 넌 벌써 건강하 

게 되었잖아， 일어나라”라는 꿈속 낯선 이의 목소리는 38년 된 중풍 병자를 

소생시키는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강제 속에 

놓여 있던 그녀의 정신적인 부활을 상정하는 꿈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 꿈 

은 앞으로 작품의 진행을 예견하는 종교적 형식의 구성 장치이다. 또한 이 꿈 

에 등장하는 낯선 여인이 자신에 대해 밝히는 “나는 네 신랑의 신부이다”라 

는 언급은 마태복음(26장 6, 10절)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를 

연상시킨다.13) 그러나 이 구절에서 또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신랑보다는 신부 

이다. 로푸호프가 여주인공 베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약혼녀를 소개 

하떤서 그녀를 묘사하는 부분은 실제로 요한 계시록(19장)의 어 린양의 혼인 

잔치에 예비된 신부의 형상에 보다 더 상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첫 번째 

꿈의 신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며 결국 네 번째 꿈에 이르면 여주인 

공 자신이 이 신부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작가는 여주인공 베라 파블로바가 

12) 이 인용문은 서정록 번역 (2003)의 체르늬셰프스키무엇을 할 것인가~， 열린책들， 

354쪽을 참고로 러시아어 원문 대조를 통하여 수정한 것이고， 앞으로의 인용문 역시 

그러한 수정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H. r. l./epHblmeBCK때(1975) f.JTO lJeJ18Tb, 11. , c. 201). 

13) 오디노코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분과 복음서가 강하게 연관됨을 주장한다. 그 
러나 그는 이 부분과 요한 계시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O,1lH

HOKOB(2002), c.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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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사헥적 성장을 통해 아포칼립스의 완전한 이상적 여인으로 변모될 것 

임을 드러버는 것이다. 

베라의 뚜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에 비해 좀 더 복잡하다. 로푸호프와 키르 

시-노프가 논증을 벌이며 대파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의 

본질은 대지， ‘축축한 땅 어머니’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쓸라브족의 이교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사상은 동시에 “비에 

외해 축축해진 생산 가능하께 된 대지논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섬모 사상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펠 수도 있다‘ 

베라의 세 번째 꿈은 그녀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다‘ 즉 그녀가 첫 번째 남 

펀을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것을 예견하는 이 꿈은 다니엘서맴 예언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반복되는 구절 “다시 손윤 대자마자 (...) 전에는 없 

었던 글들이 나타났다”는 다니엘서의 장면과 동일하다(“그 때에 사람의 손가 

락이 나타나서 왕궁 춧대 맛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디-니엘서 5장 5절). 예언익 성격이 강한 이 꿈은 다시 베라 

의 네 번째 꿈으로 이어지띤서 이번에는 요한 계시록의 주요 구절과 상응한 

다 14) 이 꿈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계시이다. 띠래의 이상향으로 그려진 이 사회는 한편으로는 슬라브의 원시농 

촌공동체 ‘띠르 (MHp)’를 연상시키지만， 보다 직접적뜨로는 아포칼립스의 ‘새 예 

루살렘’과 연결된다 15) 

다음은 체르늬셰프스키의 이러한 아포칼핍스적인 비전인 수정궁을 비판하 

14) 요한 계시록과 연관되는 이 꿈의 모티브들로는 대표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 
할수 있다. 

『무떳을 할 것인가』의 꿈 요한계시록 

자신의 ε 랑들의 신부가 나타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이여， 와서 도와주오 (22장 17절)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성령으로 나를 데라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 

보고 싶소‘ 보시오. 
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 
루살렘을 보이니 (21장 10절) 

새로운 러시아 새 예루살렘 (21장10절) 

15) 이러한 지적이 베라의 이 네 번째 꿈이 1851년 영국 런던 시든햄 언덕에 세워졌던 
산업박람회의 수정궁을 모델로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사상적 이념적 토대의 근원이 아포칼립스로 거슬랙 올라갈 수 있음을 지 

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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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을 살펴보자. 

2.3. 도스토예스켜 창작빽 아포칼립스적안 특징 

사복음서를 비롯한 성서가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에 끼친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4년간의 유형 생활에서 그가 침대 머리에 놓고 

항상 읽었던 것이 성서였으며， 동료 죄수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사 

용한 교재 또한 성서였다는 전기적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도스토예프 

스키의 작품들 속에서 성서가 얼마나 그의 작품들의 주제， 구조， 사상적 측면 

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좋아한 

성서의 책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 계시록이었다는 사설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창작에서 요한 계시록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의 창작의 종말 

론적 특정， 특히 아포칼립스적인 특정에 대한 고찰16)은 그의 창작을 새롭게， 

혹은 보다 심도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러시아 문화에는 실증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성과 종교 철학적이고 

윤리적 경향성이 공존하였으며 이는 위의 두 서로 상이한 경향의 창작과 저 

술들이 공존할 수 있논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 때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후자의 경향을 따르는 대표적인 경우다. 

열렬한 러시아 정교신자이자 러시아애호자였던 도스토예프스키였지만， 고대 

러시아-중세 유럽-의 기독교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예술적인 육체를 불어 

넣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는 여느 러시아 작가보다도 보편적인 중세 기독교 세 

계관을 보여준다.17) 1860년대 중반 이후로 그가 보여주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열광， 신학적인 정교한 그리스도론 보다는 서유럽의 중세적 그리스도론， 즉 자 

연과 역사 속에서 인간과 가까이 존재하는 예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16)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아포칼립스적 특정에 대한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참조한 

다음의 글들 외 에 도 다수가 있다. 10. H. CeJle3HeB(1980) "He'lTO H3 A110KaJlHl1CHCa," B 

MHpe llocToeBcKoro, M., CC. 176-237; 애. Kap꺼I<HH(1994) "lloCToeBcKHll H al101<aJlHl1CHC ," 

따 M. llocTOeBcKHH; ColψaHHe CO!{HHeH쩌 B ceMH TOMaκ T. 1, M., CC. 1-15; n. r. nycToBoll 

(1996) "XpHcTHaHCKa51 05pa3HOCTb B pOMaHax φ. M. llocToeBcKoro," PyccKaJ1 JlHTepa

Typa XIX BeKa H xpHCTHaHCTBO, M. 

17) B. A. KOTeJlbHH l<oB(2001) "Cpe}::(HeBeI<OBbe lloCToeBcl<oro," llocToeBcKHH. MaTepHaJ/h1 H 

HCCJ/eJIOBaHHJ1, T. 16, CC.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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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뚱세적 기독교관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12세기 이후 형식화된 교회 제도 속에서 신의 현존을 예수의 살아 있고 개인화 

된 인성 속에서 찾고 있었지만， 11-14세기 루시 시대의 기독교는 교회와 정치 

적 상황， IE 대내외적인 전쟁으로 이러한 서유럽의 그리스도론을 수용하지 못 

했고， 19세기의 도스토예프스키외 창작에 이르러 확연히 그 모습을 보인다.18)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그의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도덕 

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창작이 중세적 기독교관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지점은 무엇보다도 종 

말론적 불만이다. 요한 계시록에 기반하는 그의 종말론적 불안은 그의 후기 장 

편 소설에서 특히 그 확연한 모습을 드라낸다. 개인과 띤류 역사의 운명을 세 

계의 성서 적 변형과 새로워짐，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의 전이라는 전망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 『백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들』과 같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아포칼립스적 비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도스토에프스키가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요한 계시록의 모티브들에는 그 

리스도의 형상， 전투，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가장 중심에 놓이는 모티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사복음서의 사랑 

이나 은혜 의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형상19)과 달리 최후띄 심판의 심판주로 임 

18) 같은 책， c. 24. 이 논문에서 코텔니코프가 지적하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중세적인 특정들은 매우 홍미롭다. 그는 앞애서 언급한 1)종교적-신비적 열광， 2)종 

교윤리적 관점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외에도 도스토에프스키가 3)가톨릭 수도원장이 

었던 이오아키무스 플로렌시스(Joachimus Florensis: 1132(?)-1201)의 이념의 영향 

으로 세계 역사 단계의 3단계 구분볍과 세분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4)도스토예프스 

키가 갖는 민중적-기독교적 ‘대지주의’에서 그 중섬 개념이 되는 ‘신의 담지자-민 

중’ 개념이 19세기 슬라브주의나 인민주의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12세기 교리문 

답 책이었던 Elucidarium(등대)가 독어 번역에서 다시 러시아 번역본으로 만들어져 

14세기 루시에 보급되었던 JJYlfH.aapHyc의 영향에서 기원함을 밝힌다. 또한 5)중세 

스콜라 철학의 주요 원칙이 되었던 Manifestatio(폭로， 해명)와 Concordant，따가 그 

의 창작 기법의 주된 원칙씨 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19)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리스도 형상은 작품 『백 
치』의 주인공 므이쉬킨 공작과 연결된다 그려나 어때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념 

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작품 주인공과 그리스도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작품 

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가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작품 주인 

공의 형상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의 첫 부분에서 주인공의 스위스 

로 들어가는 바젤에서 저녁 무렵 들었던 당나귀의 울음소리는 복음서에서 예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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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형상은 한편으로는 심판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회개하는 이들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판관이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계시록 

에서 항상 빛， 태양의 모티브들20)과 함께 등장한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아포칼립스의 모티브는 싸움과 전투이다. 아포칼립스 

에는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그 

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싸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포칼립스의 주된 

모티브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과 연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의 재림과 심판이다. 특히 심판 모티브의 경우 실제 소설의 사건 가운데 일 

어나는 법률적인 재판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주인공들의 죽음과 

부활로 귀결되는 최후의 심판의 모티브가 그것이다. 이러한 아포칼립스의 모 

티브들은 작품의 구성적 차원과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죄와 벌J21l에서 구현되고 있는 아포칼립스의 모티브는 인물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빛과 태양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직접 연결될 인물 

을 작품 중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또 부분적 

으로 인물 묘사에는 이런 빛과 태양의 모티브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특히 인 

상적 인 부분은 포르피 리 페 트로비 치 (nOp!þHp찌 neTpOBl1'I)가 라스콜니 코프 

(PaCKOJlbHHKOB)의 재생을 믿으며 하는 “중요한 것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당선 자신에게 있습니다. 태양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무엇보다도 앞서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6: 352)"라는 언급은 

주인공의 내적인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그리 

스도와의 합일을 향해가야 함을 함의하는 표현이다. 작품에서 빛과 연관된 대 

부분의 표현은 소냐 마르멜라도바(COH5I MapMeJla.nOBa)나 주인공의 어 머 니， 또 

그 누이동생 두냐와 연관되어 있지만， 간혹 라스콜니코프나 주정뱅이 마르멜 

라도프에게도 사용된다. 라스콜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과 후에 체험하는 

빛에 대한 반응은 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장치이면서 주인공에 대한 끊 

임없는 아포칼립스적 심판을 드러내는 비유이기도 하다. 

렘으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의 형상과 연결된다. 

2이 “ (...)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요한 계시록 1장 16절) 

21) 앞으로 이 글에서 사용되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은 다음의 두 판본을 사용하였 
다: 러 시 아어 판본， φ ， M, LloCT08Bc l<Hll(1972-1990) flOJ1HOe COφaHHe CO 'lHHeHHfl B 30 
TOMaκ JI ,; 한국어 번역본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열린책들， 2000년. 인용문의 
출처는 괄호 안에 러시아 판본을 따라 권과 쪽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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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에서의 아포칼립스적 모티브의 사용은 『죄와 벨』보다 더 직접적이다. 

공작 레프 므이쉬킨 (JIeB MbIIlIKHH) 이 기차를 타고 페테르부르그에 도착하는 작 

품의 첫 정·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시킨다.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페테르 

부트그를 찾은 그의 모습을 마치 아포칼립스의 신랑이나 세상으로 오는 구원 

자와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맞이하는 작품 주인공들의 태도에서 쉽게 확 

인된다. 또한 도스토예프스카가 작품 구상 단계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를 그 

원형으로 하는 므이쉬킨의 이름이 사자를 뜻하는 레프(J[eB) 인 것은 그가 아포 

칼립스의 그리스도와 연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22) 이것은 주인공이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과도 연결된다. 즉 그는 페테르부르그로 

돌아오는 71 차 안에서 자신이 므이쉬킨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과， 동 

시에 예판친 (ErraW1HH) 장군 집에서 자산의 가문에서 자신이 첫 번째 사람이라 

고 밝히는 점은 알파이자 오메가로 지칭되는 아포칼립스의 그리스도와 그를 

동일시하여 살펼 수 있는 감한 끈거가 되기도 한다.잃)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작품과 아포칼립스의 연관은 작품의 슈제트 상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포칼리스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공작의 두 번째 방문은 작중 인물들 

에게 비극적인 사건들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빛 

가운데 되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포칼립 

스에서 용이 사내아이를 죽이려 하듯이 로고진은 공작을 해치려 하고， 부르 

도프스키 (IìYPllOBCKH다)， 입 폴리 트 테 렌치 예 프(I1rrrrOJIHT TepeHTbeB) , 나스타시 야 

필 립포브니.(HaCTaCbR φHJlHrrnOBHa) 이 볼긴(I1BOJlrHH) 장군과 연관된 모든 추문 

들과 나스따시야 필립포브나의 비극적 죽음 같은 사건들은 모두 공작의 페테트 

부르그로의 도착 이후에 발생한다. 결국 공작은 이 사회와 그 구성원 개개인들 

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 준 듯 하군”라는 이볼긴 

장군의 생각이나，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스위스에서 페테르부르그로 보내 주 

셨다는 것을 믿어요”라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JIH3aBeTa npOKoiþbeBHa)의 

언급은 그꾀 소설 내에서의 위상과 더불어 그가 아포칼립스에서의 그리스도의 

상과 연결꾀어 있음을 확인사켜 준다. 

‘공작(KH~3b)’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주띤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도 

스토예프스키 소설 『악령』뜬 마치 아포칼립스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연상시 

22) “(...)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요한 계시록 5장 5절). 

23) 요한 계시록 1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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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w백치」의 공작이 참된 진리로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재성찰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다면 w악령」에서의 공 

작 니콜라이 스타브로긴 (HI1KOJlai1 CTaBpOrI1H)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을 기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큰 말씀을 선포한 한 스승이 

있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제자이고， 당신 

이 그 스승입니다(10: 196)"라는 샤토프(IllaTOB)의 발언이나， “나는 당신 앞에， 

마치 진리 앞에 있듯이， 있습니다， 나리(10:205)"라는 페디카 카토르쥐느이 

(φellbKa KaTOp)!(Hbli1)의 언급， 그리고 “당신은 빛이고 태양이십니다(10:404)"라 

는 표트르 베르호벤스끼 (OeTp BepXOBeHCKHH)의 선언은 모두 주인공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주인공 스타브로긴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의 본질을 드러내며，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은 절뚝발이 여인 마 

리야 레바드키나(Mapb.ll 지e6.l1IlKHHa) 이다. 매우 정신이 혼란스런 상태에 있는 

그녀가 스타브로긴과 나누는 최후의 대화는 단순히 그녀의 정신 상태를 드러 

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타브로긴을 통해 꿈꾸는 이상적인 신랑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동일한 삼인칭 ‘그(OH)’를 이탤릭체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통해 구별하고 있는 작가는 반은 광인 상태인 그녀를 통 

해 자신의 주인공의 본질이 참칭자이며 적그스도임을 폭로한다，24) “당신이 그 

때 저와 마차를 타고 오면서 결혼 사실이 공표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그 

때 저는 비밀이 끝나는구나 하고 경악하고 말았어요(10:216)"라는 언급에서 

마리야가 염두에 두는 것은 모든 슬픔， 고통， 재앙이 사라지고 이후 진리가 

도래하게 될 아포칼립스의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식이라는 위대한 비밀이었 

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스타브로긴의 악마적 조롱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당선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 분명히 저는 

그(OH)에게 뭐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자 

신은 결코 공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스타브로긴을 향해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공작님이 아닌가요? 그럼， 당선이， 당신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24) 도스토예프스키 전문연구가이자 역자인 김연경도 역시 이 부분에서 작가가 사용하 
는 이댈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하다. 역자가 ‘그’와 ‘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두 사용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역자가 각주 136에 

서 밝히고 있듯이 마리야의 극심한 정신적 혼돈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 

에 작가가 성서의 그리스도， 특히 아포칼립스의 그리스도와 ‘그’를 연결시키기 위 

한 예술적 기법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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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작님씨 아니라고 고백하세요”라고 그를 몰아 부치고 난 뒤， 다시 “난 그 

(OH)의 적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민 이렇게 비열한 짓은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는 살아 있나요? (...) 네 놈이 죽였지 어서 자백해!"(10:217-219) 

라고 소려름 지른다. 곧 이것은 스타브로긴의 정체가 그녀의 참된 신랑인 공 

작으로 지칭되는 ‘그(OH) ’， 그리스도를 참칭한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그녀는 소설 속의 다른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파멸하고 만다. 결국 작품 『악령』의 세계는 아포칼립스의 짐승의 

왕국， 어둠익 왕국의 묘사와 매우 유사한 뜩변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그 

리스도의 행상은 이 어둠의 왕국 위에 작품의 누가복음 8장을 인용하는 에피 

그라프로부터 작품 속으로 들어파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심판하고 치료할 

구원자로서 우뚝 서 있다.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따지막 작품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역시 

많은 아포깔립스적 모티브뜰이 사용되고 있다. 신의 아들에 가까이 서 있는 

인물들로 푸리는 조시마 장로(CTapeu 30CHMa)와 그의 옆에 있는 알료샤(A.JIeIlla) 

를 발견한따. “그는 지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결해! - 알료샤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심판자로서 아니라， 피고들 가운데 마 

지 막 사람으로서 네 게 말하기 위 해 일 어 났어 (14:321)"라는 알료사의 조시 마에 

대한 평가나 “수도승들은 그에 대해서 그의 영혼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이에게 매어있으며 그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다(14:28)"라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그에 대 한 판단은 다 

분히 그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특정을 찾게 만든다. 유년시절부터 신성에 대 

한 이끌림윤 느꼈던 알료사가 수도원에서의 장로와의 생활을 통해 더욱더 신 

에 가까이 다가서는 인물로 성장하면서 그의 묘사에는 항상 성스러움과 고결 

함의 모티브들이 동반된다. 실제로 드미트리 (llMHTpH낀)는 자신의 막내 동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부활을 위 

한 고통의 길을 가기로 결섬한다. 그가 받아들이는 미래의 고난은 그에 대한 

의로운 복수이자 분노이고， 그의 정화를 위한 아포칼립스적인 최후의 심판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이와 같은 인물의 차원을 넘어 소설의 구성 

적， 이념적 차원에서 아포칼립스와 연결되는 작품 속의 작품이 존재한다. 

그 기원에서부터 많은 논쟁을 낳은25) r대섬문관」은 아포칼립스적인 실제 그 

25) 이 서사시의 기원에 관한 여러 논의들 가운데 우리꾀 관심을 끄는 솔로비요프(BJ1. 

C0J10Bben)와 도스토예스키의 상호 영향에 관한 것이다. 논자들에 따라서는 대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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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재림의 모티브를 다룬다. 등장인물 이반(HBaH) 자신이 쓴 서사시로 소 

개되는 이 작품은 1890년대부터 많은 철학자， 비평가，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동시대의 현설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었 

으며，잃) 1900년대에 들어서는 그의 창작의 절정으로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잉) 

그러나 그의 서사시에는 재림한 그리스도만 존재할 뿐 적그리스도는 없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심문관， 노추기경은 다만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를 고통 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형시킨 사람일 뿐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며 찬 

송을 받던 그리 스도를 감옥에 가둔 그는 한 밤중에 찾아와28) 구십 평 생 간직 

해온 자신의 사상을 토로하며， 그리스도와 논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 

리스도는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하여， 인간에게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지움으 

관의 이념이 젊은 날의 솔로비요프가 비난했던 로마 교회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 

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솔로비요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논자들은 

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가 교류를 시작한 1873년 이전의 작가의 이전 창작물 

들에서 로마교회에 대한 대심문관적인 이해가 나타난다는 점과 여러 가지 수기의 

메모를 증거로 오히려 솔로비요프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nayT PanHXapn(l앉Xl) ’k 

80매ocy 0 reHe3HCe <<nereH마1 0 ßeJJHKOM HHKBH3HTOpe>>(3aMeTKa K rrp06JJeMe B3aHMO

OTHOmeHHn llocToeBcKoro H COJJOBbeBa) ," B'OIIp'OCbI tþn.π'Oc'Otþn.κ No.l. CC. 70-76. 

26) 이 작품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철학， 종교， 역사의 영역을 아우르는 예언적 성격 

과 존재론적 측면까지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이런 평가에 기초를 제공한 것은 주지 

하다시피 로자노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관’애 관한 전설」이다(B. B. P03aHOB 

(1996) C'O lψaHHe C'O lfHHeHHH. JJereHlIa '0 BeJlHK'OM HHKBH3HT'Ope φ M. lJ'OcTOeBCK'Or 'O. JJHT. 

'OlfepKκ o IIHCaTeJlbCTBe H IIHCaTeJlJfX , M.). 그리고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솔로비요프가 그의 작품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에서 이 신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의 서사시 「대섬문관J은 러시아 문학 

사에서 아포칼립스의 적그리스도의 선화의 중심에 놓이는 작품이 된다. 

27) 베르자예프(H. 5ept15l eB)는 그의 글 「대심문관. 신인과 인신J을 통해 이 작품이 “도 

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절정이며， 그의 이념적 변증법의 대관이다(nereHna 0 <<ßeJJHKOM 

HHKBH3HTope>> - BepmHHa TBOpqeCTBa llocToeBcKoro, YBeHqaHHe ero HnenHOn nHa

πeKTHK찌)"라고 언급한다. H. 5epnzeB(1923) "ßeJJHKH꺼 HHKBH3HTOp. 60rOqeJJOBeK H 

qeJJoBeKo60r," MHpoc'03epaaHHe lJ'OcTOeBcK'Or 'O, B Kκ PyCCKaJ1 n.aeJl(2000), M.:φOJJHO ， c. 368. 

28) 이 부분은 성서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예수 방문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유 

태인의 지파 가운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였고， 관원 

이었으며， 학자였던 그는 대심문관과 마찬가지로 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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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유와 행복은 병립 불가능한 것으로， 

대심문관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신 인류의 행복을 위한 빵을 제공해오 

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황이:에서의 40일 금식 기간동안 사탄이 시험했던 

6기적， 신비， 권위’의 세 가지 제의를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인류의 지상에서의 자유의 노정에 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 

적 사유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아니라 성서의 복음서에서 제시된 사 

탄의 제안이 역사시대 속에서 어떻게 설현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작품이기 

도 하다. 인류의 지상에서띄 행복을 위해 그리스도적인 자유를 거절하는 이 

작품 속의 대심문관의 형상은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중첩된다. 

실제로 대십문관은 그리스도에게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과 함께 하지 

않고， 이미 8세기 동안이나 그(이-! )와 함께 하고 있소”라고 말한다. 이 서사시 

가 8세기 중엽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정부를 세우고 교황이 무제한적으로 교 

회 권력과 쩨속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인 

지 여부를 떠나，29) 적어도 이 서사시의 추기경은 ‘그’， 즉 사탄과 함께하는 세 

력이다. 이반이 쓴 이 서사시는 사탄이 제안한 권력의 유혹을 받아들인， 적그 

리스도의 영으로 물들어 있는 아포칼립스적인 세계상이 어떻게 역사 시대 속 

에서 구현되는지를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사회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비판이기도 하다. 

그렇다띤，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관 사상의 원형이라고 논의되는 솔로비 

요프의 아포칼립스적 비전으로 넘어가 보자. 

2.4. 솔j료비 요프 r적 그려 스도에 관 한 01 야지 」 와 아포칼립 스적 특징 

솔로비요프(BJI. COJIOBbeB)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KpaCTKa.5! nOBecTb30) 06 

29) 이 작품을 로마 가툴릭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설질상의 비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조금씩 달라하는 듯 하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구체 

적인 추기경의 모습과 가톨릭 역사와 일치하는 그의 언급으로 인해 도스토예프스키 

의 실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라는 견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의 메모에서 남기는 

글들에서 보이듯(“그리고 유럽에는 그려한 무신론적인 표현을 한 세력이 없었고， 

지 금도 없습니 다(H B EBpone TaKOH C삐삐 aTeHCTH맨C lCHX B없뻐blpa:l<e하태H뻐{ 

}]aYT Paß뻐HX앵ap띠a미(1990이)，’ Cι. 76에서 재인용) 이것은 그의 사유 속의 발전된 형태일 뿐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것이1 사실이다. 

30) 러시아어의 장르 개념인 ’nOBeCTb'는 우선 작품 길이에 있어서 ’paCCKa3 ’, ’pOM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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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THxpHCTe) J 는 r 대심문관」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포함되어 있듯이， 그 

의 작품 『전쟁과 진보 세계 종말에 관한 세 편의 대 화 (TpH pa3 rOBOpa 0 

BO낀He ， Ilporpecce H KOH l.\e BCeMHpHOìí HCTOpIUl)~ (1900)에 포함되어 있다. 솔로 

비요프가 사망하던 해에 발표된 이 작품은 사실상 그의 예술철학과 역사철학 

의 최종적인 종언이자， 인류 역사에 대한 아포칼립스적 비전이다. 

이 작품의 뛰어남은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의 예술적 형상화에서 있다. 적 

그리스도의 매력적이고 교묘하며 기만적인 특징은 앞에서 고찰한 기존의 다 

른 어느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매우 풍부하고 갚은 섬리적 정서적인 

면을 갖는다.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한 인간이 어떠한 섬리적 갈동과정을 

거쳐 적그리스도로 변모되는지 또 이때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 

는 것은 무엇인지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된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21세기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아시아에서 일 

본을 중심으로 한 범몽골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유럽을 반세기 가량 지 

배한 후， 이제 막 유럽연합이 힘을 결집하여 아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시점 

이다. 이 때 ‘초인 (CBepXqeJIOBeK)’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그 천재적인 재능으 

로 33살 무렵 이미 위대한 사상가， 작가 사회적 지도자로서 명성을 드높인다. 

(...) 그는 확신에 찬 유신론자”이며 선 신 메시야를 믿는다. 그러나 그는 이를 

믿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에고이스트였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진정한 그 

리스도라고 생각했고， 자신보다 먼저 왔던 이를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라고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소명을 부분적으로만 개선된 인류에게 선 

인이 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에게 초인적인 

지성과 힘을 부여해 주는 악마를 만난 뒤이다. 이 악마와의 만남 이후 그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향한 열린 길 (OTKPbIT뼈 llyTb K BCeJIeHCKoMy MHpy 

H ÕaJIrOlleHcTBHlo) ~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곧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된 후 인 

류애자， 금욕주의자， 인류의 선행자로 오랜 동안 머물지만， 결국 전 세계회의 

석상에서 적그리스도로임이 폭로된다. 곧 그는 기독교도인들， 그들의 지도자 

들과 잔인한 전쟁을 시작한다. 

이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 형상이 갖는 새로움은 우선， 기존의 성서에는 

없었던 적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젊은 시절， 학습 

과 구별하여 ‘중편 소셜’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작품 내적으로 사건의 발전과 

반전의 발생 유무로써 이 두 장르('paCCKa3 ’， ’ nOBeCTb')를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 

서는 우리말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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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세계관을 밝히고， 또 그를 자기 이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초인적 이성과 

힘을 부여하는 악마와 만나는 장변을 삽입하여， 이 젊은이가 적그리스도의 역 

할을 맡아 변모해가는 노정을 자세혀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솔로비요프 

의 적그리스도론이 이전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신학자들의 해석과 구별 

되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 신학자들의 해석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순전한 

악의 구현페로 파악했다면，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선을 베풀기 

를 원하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 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는 위선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높이기기 위한 것이지만， 그 출발은 인류의 행 

복과 안녕윤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3D 

그런데 띠 때 솔로비요프꾀 적그리스도를 주목하변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은 솔로비요프가 그를 몇 차례에 걸쳐 ‘초인 (csepX'IeJlOSeK )1’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의 ‘초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니체의 주인공파 달리 솔로벼요프 작품의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파 

멸의 길을 따라 간다는 점에서 솔로비요프가 나체의 초인 사상을 단순히 도입하 

여 작품을 형상화한 것이라끄 하기 보다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도입하여 자신 

의 종교적， 역사 철학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또한 이 작품 

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서사시와도 그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 있어서 전혀 상이한 

변을 갖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서사시가 16세기 중세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솔보비요프는 자신의 작품의 배경을 미래 세기로 옮겨 놓는다.32)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 신화는 。l 와 같이 19세기말， 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학과 철짝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작 

품이 인류꾀 미 래사회와 역사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적 예견을 포 

31) 이 사실을 직시한 표도토프(r. n. φeLlOTOB)는 솔로비요프의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선에 관하여 (06 aHTllxpHCTOBOM l106pe)J 라고 청했다. r. n. φe110TOB 

(1988) "06 aHT lIxpllCTOBOM l106pe ,'' Co6paHHue COtfHHeHHη B 6 TOMax. T. 1. naplI:l<: 

I1MKA-nPECC, CC. 31-47. 

32) 솔로비요프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적그리스도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교는 다음의 
졸고를 참조할 수 있다. 박종소(2003) r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 

도’ 비교 J，러시아연구~， 35-57쪽.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가 도스토예프스키의 r대 

심문관」만을 대상으로 적그리스도와 비교 분석하였던 것을 작가의 후기 소설 작품 

들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포칼립스적 특정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솔로 

비요프 작품 r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에 관한 연구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 

략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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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인간적 심리 묘사를 통 

해 독자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역사적 사건들과 현실에 대한 그의 통치 능력 

을 보여주는 등，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적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내는 

그의 예술적 능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때 또한 주의할 것은 솔로비요프의 

적그리스도 형상화는 성서의 범주 내에서， 그 내용을 현대화하고 수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을 뿐 결코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2.5. 블록(A.DJIOK)의 창작에 나타난 아포칼립 스적 특징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관섬을 갖게 되는 것은 블록(A. DJlOK)의 실질적인 

마지막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사시 「열둘(nBeHa~uaTb)J(1918)에서의 ‘그리 

스도’에 대한 고찰이다.잃) 블록의 창작은 그 다양한 읽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초기 작품 『아름다운 여 인에 관한 시들(CnIXH 0 IlpeKpacHo때 naMe)~ 에서부터 

죽음 직전에 행한 푸슈킨에 관한 연설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자신과 조국 러 

시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한 세대의 온전한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 

고 이 전 창작 과정을 통해 시인은 10월 혁명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종결 

되는 1945년까지의 세계사적 사건들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자신의 동시대 

인들의 얼굴에서 “전쟁의 날들과 자유의 날들의 핏빛 반사”를 포착해 내었다. 

그의 「합창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 (rOJlOC H3 xopaL는 마치 20세기 전체에 던 

지는 비극적인 경고， 아포칼립스적 비전과도 같은 것이다. 

33) 이 작품은 실질적으로는 블록의 마지막 창조적 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블록은 
r 열둘」과 「스키타이인들」 이후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음악 

이 이 세계에서 떠나갔고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 그는 「푸슈킨의 집에거L ， r 악천후의 날에 우리에게 손을 주오」와 같은 짧은 

한 두 편의 시를 쓰면서， 시인의 말년에 그토록 억압적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갈급해 했던 ‘비밀스런 자유’， 그것의 구현체로서의 푸슈킨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푸슈킨 서거 84주기에 행한 그의 유명한 연설시인의 사명」은 블 

록의 시인으로서의 유언이었으며， 이것은 푸슈킨이 러시아 문학에 유산으로 물려 

준 예술 창작의 ‘비밀스런 자유’에 대한 열정적인 용호였다. 사실 이것은 블록의 

푸슈킨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기 자신에 관해，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 

그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게 깨달았던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리라 추측할 수 있 

다. 앞으로 이 글에서 블록의 창작 속에 보이는 종말론적 특정에 관한 글은 본인 

의 졸고러시아 모더니즘의 영원한 시인-알렉산드르 블록J，시와 시학~， 2006년 
겨울호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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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eK rrOCJleIlHHH, y%aCHe꺼 Bcex, 
YBHIlHM H BbI H JI. 

Bcë HeÕO CKpOeT rHycHbI때 rpex, 
Ha Elcex yCTax 3aCTbIHeT CMeX, 

TOCKa HeÕbITHJI .. ‘ 

BeCHbI, IlHTJI, TbI ÕYllemb %,[{aTb -

BeCHa OÕMaHeT. 

T뻐 ríYllemb COJlHue Ha HeÕO 3E1aTb 

C:OJlHue He BCTaHeT. 

H KI’HK, Korlla TbI Ha'lHemb KpU'IaTb, 
KaK KaMeHb, KaHeT ... 

그밑고 그 어느 때보다 무시무시한 

1까지막 세기를 볼 젓이라오， 나와 당선은. 

하늘 전체는 추악한 죄를 숭기고， 

모든 이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굳어지고， 

비존재의 우수가'" 

봄을 아이여， 너는 기다리리라 
그러나 봄은 기만하리라. 

너는 하늘에서 태양을 부르리라 

그러나 태양은 떠오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절규는， 네가 소리치기 시작할 때， 

마치 돌처럼 가라앉아 버리리라. 

「합창으로부터의 목소리 (rOJlOC H,I xopa)J (1910-14)34) 

혁명 속에서 무엇보다도 ‘구세계의 멸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던 블 

록은 1917년의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 창작의 정점에 놓 

인 서사시 r 열둘」은 시인이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예감하며 그를 흥분시컸던 

전조들이 완전히 설현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아포칼립스적 파멸의 모티프， 파 

멸에 대한 자연력적인 환희는 01 위협적이고 검은 파멸의 자연력의 구현인 
바람의 형상으로서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35) 

34) A. BJlOK (1960) CoφaHfæ cotlHHeHHH B 8-H TOMax, T. 3, M.;지.， c. 62(앞으로의 인용은 본 

문 중에 권수와 페이지 수로 표시하기로 한다). 

35) 블록의 혁명적 서사시 「열둘」과 혁명과 연관된 승리에 차고 감홍적인 ‘야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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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pHblÌÎ Bel!ep‘ 

BeJlblÌÎ CHer 

BeTep, SeTep! 

Ha HOraX He CTOMT l!eJlOSeK. 

BeTep, SeTep -

Ha BCeM ÕO*beM CSeTe! 

검은 밤. 

하얀 눈. 

바람， 바람!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 

바람， 바람이 -

신의 모든 세상에! 

「열 둘(nseHanuaTb)J(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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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이 서사시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형상을 마주한다. 즉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적위군 병사들 앞의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이 형상의 갑작스런 출현은 지금까지도 비평가 

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인도 이 형상에 대해 질문 

을 받자 “아마도， 앞에 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 야 하는 것 이 아닐까?(MO:KeT 

6blTb, Brrepe.l.lIl .llOJl:KeH 6mb KTO-TO llpyroη?)"라고 자신의 수기 에 기 록한다. 여 

송시라고 할 「스키타인들J 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한편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혹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 

에게는 변절이자 욕설이고 성물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인 자신은 이 걸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읽히는 것을 마음 내켜하지 않았다. 1918년 블록의 일기는 

시인이 이 서사시를 쓸 무렵 분명하게 “둔탁한 소리를 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둔탁한 소리’를 시인은 비밀스런 ‘세계 음악’， ‘구세계가 파괴되는 소음’으로 해 

석하였다. 같은 해에 쓴 논문 r혁명과 인텔리겐치아(PeSOJlIOUMJI M MHTeJlJlHreHUHJI)J 

에서 블록은 “혁명은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음악이다”라 

고 밝힌다. 따라서 이 음악을 악보로 인쇄한 것이 바로 서사시 「열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서사시는 혁명을 상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열두 명의 

적위군 병사들은 이미 이에 관해 많은 비평가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서의 열 

두 사도나 혁명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전사들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구비문학에 나 

오는 열두 명의 강도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은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거친 깜깜한 바람에서 나와서 다시 바람 속으로， 눈보라와 파괴적인 자연현상 속 

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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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다른 사람(llpyroíí)'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연구가들은 블 

록이 적그리스도를 지칭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36) 

그러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적그리스도띄 형상보다 더 관섬을 기울 

이게 되는 것은 서사시 「옐풀」이 단순히 영웅적인 서사시일 뿐만 아니라 아 

포칼립스적인 파국의 비극적 서사시라는 점이다. 블록은 혁명 속에서 자신에 

게 친연한 높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어떤 것을 보았고 실제로 이것을 서사시 

속에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펀으로 블록이 보여주는 혁명의 다른 이 

면， 특히 서사시의 중심 사건이 되는 “얼굴 상판대기가 커다란 카차”의 살인 

사건은 시적 자아의 비극적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혁명의 실제 현실 

이었다. 이 비극성은 사실 블록의 세계관의 토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블록은 혁명의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자연력과 같은 힘을 느꼈고， 그것을， “나 

는 항상 과멸을 사랑했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최대한 받아들였다. 그는 「민 

중과 인텔리겐치아」라는 논문에서 혁명의 정화 불꽃은 인텔리겐치아에게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고， 민중을 위하여 러시아는 이 파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여하간 블록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강력한’， ‘혁명적’ 발걸 

음이 낳은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힘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블록의 세계 인식의 아포킬립스적 파국의 성격， 참된 희생적 충동， 그리고 사 

회적인 불의에 대한 날카보운 의식은 그가 ‘검은 악의’ 속에서 ‘성스런 악의’ 

률 보게끔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없이’ 자신익 주인공들 앞에 위치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36) 불가코프(C. BYJIraKOB)는 그의 글 r신들의 향연에서 찬과 반 현대의 대화(Ha ßHPY 

60rOB. Pro H contra. COBpeMeHHble tlHaJIOrH).1에서 그의 대화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베줘1네츠(Be:l<eHeu)를 통해 “블록은 ‘예견하는(Ben\Hti) ’， ‘통찰력 있는(51CHOBHtl51 Il\Hll) ’ 

시인이끄， 서사시 「열둘」에서 그가 본 것은 물론 그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원래의 것을 닮으려 노력하는 원숭이(신학의 전통에 따르면 적그리스 

도는 그리스도의 원숭이이다 - 필자) 참칭자로， 오직 이름에 있어서만 한 글자로 

구별된다”라고 말한다. 블록 역시 비슷한 생각의 단초를 보여주는데(1918년 2월 18 
일， 20일자， 그리고 3월 10일자 블록의 일기를 보라) 적위군의 12명 앞에 그리스도 

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생각이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시인이 지적하는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까， 혹 

은 역시-상의 다른 인물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연구자에 따라 이 형상을 적그리 

스도로 혹은 역사상의 인물로 파악하기도 한다. 루나차르스키 (A. flYHaqapCKHll)는 블 

록이 30대의 레년에게서 이 ‘다른 사람’을 보았다고 비난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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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l< HllyT llep:!<aBHbIM lIIarOM 

n03allH - rOJlOIlHbI꺼 nëc. 

BnepellH - C I<pOBaBbIM !þJlarOM, 
H 3a Bb~rOH HeBeIlHM, 
H OT nyJlH HeBpeIlHM, 

He%HOH nocTynb~ HaIlBb~%HOH， 

CHe%HOH pOCCbmb~ *eMqY*HO히， 

B õeJlOM BeHqHKe H3 p03 

BnepellH - Hcyc XpHCTOC . 

. 그렇게 강력한 걸음걸이로 그들은 걸어간다 -
그 뒤에 처져서 굶주린 똥개가 가고， 

앞에서 - 피에 젖은 깃발을 들고， 
눈보라에 가려 보이 지 않고， 

총탄에 도 부상당하지 않고， 

눈보라 위의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진주 같은 눈(雪)의 흩뿌림으로， 

장미로 만든 하얀 화관을 쓴 

앞에는 - 예수 그리스도. 
「열둘(llBeHaJll1aTb)J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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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블록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은 블록의 역사관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블록에게 그리스도는 다만 선성과 순결함， 인간 

적임과 정의로움의 구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항적 요소와 전세계적이고 역 

사적인 새로운 이념의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블록의 이해 속에서 초기의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적， 도덕적 힘으로서， 그 자체가 기력을 소진한 구 이교 

도의 세계에 대해 궤멸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일격을 가한 것이었고， 이 때 그 

리스도는 옛 문명에 가혹한 형을 선고한 ‘새로운 세계의 통보자’였던 것이다. 

3. 맺음말 

앞서 지적하였듯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화는 실증적이고 세 

속적인 주된 경향성에 중세적 전통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이 때 후자의 전통 

은 종교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다수의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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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펴 본 체르늬셰프스키 익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주는 신비적이 

고 실증적인 이념의 결합 형태나， 도스토에프스키의 창작이 보여주는 중세유 

럽의 기독교적 지향， 솔로비요프의 인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아포칼립스적인 예언 블록의 동시대 현실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 둥은 

모두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푸엇보다도 이러한 종말론적이고 아포칼립스적인 작가들의 이해 뒤 

에는 당대익 점증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동시대인들띄 반응이 자리하고 있 

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할수록 인류와 사회의 운명， 역 

사 시대의 종결에 관한 아포칼립스적 물음은 증대되며 이것은 특히 적그리스 

도 신화와 같은 종말론적 신화로 기표되어 문학 속으로 들어와 다양한 논의 

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찰한 작품들이 보여주는 특정들이 실증적이고 중세 기독 

교적인 전통의 결합이자 시대의 불안과 염려의 반영으로서의 종말론적 신화 

라는 공통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학은 이 

신화의 활성화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미적 방식을 보여준다. 성서의 아포 

칼립스적 세계상이 각각의 예술적 대가들과 만나면서 그 모티브와 구조， 주제 

들이 새롭게 축조되어 새로운 예술적 조형물을 씨루어 낸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 작품이 갖는 고유한 예술적 쩨겨1 를 간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기울 

여질 때에만 자칫 주제적 접근 방법이 빠질 수 있는 환원주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몇 작가들을 중심으로 종말론의 주제적 접근을 취하면서 

러시아 문학의 종말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인 ‘페테르부르크 

신화’를 다루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페테르부르그 신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이 다수 축적되어 있음에 기인하는 바이도 하지만， 동시에 그 범위가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본고는 이미 서두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논의되는 작가와 작품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 

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충 및 보완 작엽은 앞으로 발표될 다음 

글로 넘기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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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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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paKTepHCTHKa 3CXaTOHOrHQeCKOrO MH~a 

B pyCCKOÜ HHTepaTypeUI) 

naK, 4 l1COH-CO 

llaHHa5! naTb5! rrOCB5!lI\eH8. aHaJUl3y XapaKTepllC TlIII<H 3CXaT0J10rll'.J:eC I<OrO MI째a 

B pyCC I<OH J1IlTepaType XIX Be I< a Il HallaJ1a XX Beιa. 

B ile잉CTI써TeJ1bHOCTIl pycc l<a5! I<y J1bTypa XIX B. rrpeilCTaSJ15!J1a C060H COlleTaHlle 

CeI<yJ15!pHblX Il rr03IlTIlBIlCTCI<IlX TeHllieHl\IlH, a TaI<>Ke CpeilHeBI<eOBOH TpailHl\IlH, ilaBIIIIlH 

MOl뻐ble Ollarll peJ1llrH03HO 빼끄Oco!þC I<oro Il peJ1μrH03HorO-3TlllleC I<OrO TBOplleCTBa. 

H. l!epHblmeBCKIl히 B CBoeM pOMaHe <<l!TO ileJJaTb ?>> TlI\aTeJlbHO 06bIrpblBaeT rrepe

MelI\eHHe xpIlCTllaHCI<OrO llileaJla S pyCJ10 COl\llaJ1bHOH ll)leH rrepeycTpoHcTBa 061I\eCTBa, 

OH BBO짜1T B CBOH pOMaH CHMBOJ1lllleCKlle Il aJ1J1erOpll'leCKlle 3J1eMeHTbl, l<aK rrpaBIlJ10 

aIIOKaJ1llrrTlI'l:eCKOrO xapaKTepa, Il 3ileCb B rrepBylO o'~epeilb 60J1bmylO pOJ1b IlrpalOT 

CHbl r J1aBHOH repOIlHIl pOMaHêi. 

Pa3Hoo6pa3Hble xYilO>KeCTBeHHble nplle뻐，1 B 0611(e낀C IlCTeMe oõpa30B rr03 ilHIlX pOMaHOB 

φ. 1M. llocToeBcKoro rrOMoralOT BblJlBIlTb CaKpaJIbHb띠 C뻐，ICJ1 OT ileJ1bHblX 3IIIl30ilOB Il arro

KaJlIlIITHlIeCKlle xapaKTepllCTIlKIl CaMoro 06pa3a XpllCTa BO BTOpOM rrpllmeCTBIlIl, lITO 

C6J1H>KaeT pOMaHbl llocToeBcKoro C OTKpOBeHlleM CB5!TOrO l10aHa 00rOCJ10Ba. BMeCTe 

C pOMaHaMIl φ. M. llocToeBcKro <<KpaT I<a5! rrOBeCTb 06 aHTHxpIlCTe>> BJ1. C0J10BbeB 

a TaK>Ke CblrpaJ1a orpoMHylO pO J1b B pa3BIlTIlll pyccKoro BapllaHTa arrOKaJ1llrrTll

lIeCKOrO Ml때a 06 aHTllXpllCTE! B ÆlITepaType II iþllJ10COlþllll HallaJ1a XX BeKa. KpoMe 

iþ. M. llocToeBcKoro II BJ1. C0J10BbeB<l Ha COilep>KaHlle 3cxaTO대앤CKoro H aIIOI<aJlIlrrTll

qeCKOrO 뻐φa 06 aHTllxpllCTe Ha pyõe>Ke XIX - XX BB. OK Öl 3aJ111 60J1b1IIOe BJ1115!Hlle 

TaKlle MbICJIllTeJ111 II XYilO>KHllKll KaK K. JleoHTbeB H B. P03 GlHOB. 

JIllpllKa 1ι rr03Ma A. 0 J10Ka rrpeilCTa애T BOIIJ10Il(eHlleM rrpeαCTaBJ1eHllH l\eJ10ro rro

I<OJ1eHll5! 0 ce6e, 06 IlCTOplllleCKIlX II arrOKaJ1llrrTlllleCKllX cYilb6ax POCCllll. 뻐TepeCHO， 

qTO 06pa3 XpllcTa B iþllHaJ1e rr03Mbl <<llBeHaill\aTb>> HE! Mor 06b5!CHllTb II caM rr03T, 
II 60J1bIllllHCTBO llCC J1eilOBaTeJ1e때 rrOJ1araIOT , lITO 0J10 1< nOilpa3yMeBaeT 3TOT 06p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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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THxpHCTa. 

PaCCMOTpeHHb따 B CTaTbe pa3HOpOllbI꺼 MaTepμaJI， XOT5I H nOCpellCTBOM XYllO)j(e

CTBeHHbIX npOH3BelleHH꺼， llaeT OCHOBaHHe llJI5I BbIBOlla , qTO Y 3CXa TOJIOrHqeCKOrO 

H anOKaJIHnTHqeCKOrO MH~a B JIHTepaType eCTb HCTOpHqeCKHll pHTM: B 3nOXH He 

CTaÕHJIbHble , 3TOT MH~ COÕμpaeTC5I， BXOllHT B l\eHTp JIHTepaTypbI H C03HaHH5I, pa30-

rpeBaeTC5I H HaqHHaeT ~HJIOCO~CTBOBaTb 0 CYllbÕe qeJIOBeKa H HapOllOB, CTpaH H 

l\eJIoro MHpa, 0 CMbICJIe Hal\HOHaJIbHO인 H MHpOBOll HCTOpHH, 0 KOHl\e M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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