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팝스꺼 의 ‘황홀경 ’의 문화적 패 러 다염 

최 종 술* 

러시아 낭만주의 시의 가장 중요한 원류의 하나로서 일찍이 학적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쥬꼽스끼 (B. A. :KYKOBCKHH)의 서정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어 

떤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시학의 지평에서 이 회의주의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지닌다. 쥬꼽스끼의 시에 구현된 러시아 낭만주의 시의 철학 

및 시학에 대한 논의들은 구꼽스끼 (r. A. rYKOBCKHH) , 에뜨낀뜨(E. 3TKHH.ll), 만 

(에. B. MaHH) 등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20세기 후반 ‘쥬꼽스끼학’을 주도한 ‘똥스끄 학파’의 학자들이 역설하는 바 

와 같이， 19세기 러시아 정신문화의 원류로서 쥬꼽스끼가 지닌 의의는 여전히 

현재적이다.1) 

‘타문화’의 현상으로서 러시아 시를 읽는 우리가 ‘쥬꼽스끼학’이 지닌 현재 

적 의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은 근대 러시아 시 

문학에 대한 비교문(화)학적 시각 형성을 위한 토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 속에서이다. 러시아 시 연구에 있어 비교문(화)학적 시각의 정립은 연구 

저변의 확대와 역량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그 일차적 원인은 문화적 근대의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의 통합적 

관점에서 러시아 근대시를 읽는 자세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 

(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은 모든 구체적인 비교문학(화)론적 논의의 토 

* 상명대학교 러시아아문학과 교수 
1) 연구자들은 러시아 ‘최초의 낭만주의자’의 시가 지년 의의는 19세기 러시아 사 
회사상과 종교철학의 기원으로서의 의의와 밀접히 결부된 것임을 강조한다 

φ. 3. KallyHoBa , A. C. ílHymKe811 'l (1998) "B. A. :KyK08CKHH Ha pyõe :l<e XXI 8eKa ," 

JJHTepa TypoBel1eHHe Ha Ilopore XXI BeKa, M., CC. 418-42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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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루지 때문이다. 이 관점의 정립을 위한 시도에 있어 러시아 근대시의 

주도적인 한 노선의 기원인 시인 쥬꼽스끼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19세기 러시아 시의 중요한 한 원류인 쥬꼽스끼의 

시를 끈대적 서정성의 보편성과 고유성에 주목하며 다시 읽어 볼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쥬꼽스끼의 시에 대한 논의와 강의기- 주로 의존했던 낭만 

주의 시의 철학과 시학에 관한 구조주의적 연구의 협소한 지평으로부터 벗어 

나 그의 시를 ‘근대적 서정성’의 보편적 패러다임에 대한 담론들의 자장에 투 

영시켜야 한다. 이때 ‘미적 근대성’ (혹은 ‘근대적 섬미성’)의 개념은 중요한 

여론적 준꺼가 될 것이다. 학술 용어가 지닌 일반적인 시의성의 견지에서 이 

머 진부한 감이 없지 않은 ‘며적 큰대성’의 개념적 범주는 미답지로 남은 러 

시아 시의 근대적 서정성의 자질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미하 

다. 

일종의 ‘메타-사조적’ 개념틀인 ‘미적 근대성’의 개념은 ‘현실적 근대성’과의 

긴장된 역딱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낭만주의와 아방가프드 계열의 근대 예술 

문화의 어떤 지속적인 보편적 속성을 상정한다. ‘근대’까 인류사적 보편성과 

민족사적 뜸수성의 문제이듯이， ‘미적 끈대성’의 문제는 각 문화권의 근대문학 

에 대한 비교문학적 • 비교문화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미적 

근대성’에 관한 주요 미학작 사유들 위에 세워진 쥬꼽스끼 서정시의 조명은 

러시아 근대시의 기원적 현상이 구현하는 미적 근대성의 보편적 모습을 드러 

내고， 아울러 동시대 지식문화와 정신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러시아 근 

대시의 원형이 지닌 고유한 면모도 드러낼 것이다. 

려시아 시문학사에서 시인 쥬꼽스끼가 러시아 초기 낭만주의 시의 문체와 

시학의 확댐자로서 또 러시아 근대시의 창시자로서 부여받은， 일견 동어반복 

으로 보이는 이러한 위상은 본 연구가 견지하는 두 방법론적 툴과， 다시 말해 

근대적 서정성의 보편성과 러시아적 특수성이라는 두 계기와 각각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적 근대성’은 초기 낭만주의(감상주의) 운동에 그 기원을 두 

는 범서구젝언 현상이다. 러시아 초기 낭만주의 시의 문체와 시학을 확립한 

시인 쥬꼽스꺼의 위상은 ‘미적 근대성’에 관한 주요 사유의 맥락에서 그의 시 

를 ‘미적 근대성’의 고전적 텍스트로서 읽게 한다. 이때 쥬꼽스끼의 시는 범서 

구적인 ‘미적 근대성’의 기원인 초기 낭만주의의 심미적 의식의 보편성을 구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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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근대시’의 창시자로서 시인이 지닌 위상과 관련해서는 ‘미적 근대 

성’확 고유한 러시아적 맥락이 강조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대적 삶의 형 

성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미적 근대성’의 태동을 낳은 고유한 민 

족 문화적 맥락이다. 

2‘ 

(...) CB>lTble TaHHCTBa, JIHDlb cepnue 3HaeT BaC. / He 뻐CTO JIll B BeJIH맨CT 

BeHH뼈 qac / BeqepHerO 3eMJIH rrpe05pa*eHb>l - / Korna nyma C뼈TeHHa>I rrOJIHa / 

npOpOqeCTBOM BeJIHKOrO BHneHb>l / H B 5eCrrpeneJIbHOe YHeCeHa,- / CnHpaeTC>I 

B rpynH 50JIe3HeHHOe qyBCTBO, / XOTHM rrpeKpaCHOe B rrOJIeTe ynep:!<aTb, / 
HeHapeqeHHOMY XOT뻐 Ha3BaHbe naTb - / H 05eCCHJIeHHO 5e3MOJIBCTByeT HCKyCCTBO? 

/4TO B때HMO OqaM - ce때 rrJIaMeHb 05JIaKOB, / nO He5y TllXOMy JIeT>lII\HX, / CHe 

npo*aHbe BOn 5JIeC T>lII\IlX, / CHll KapTHHbI 5eperOB / B rro*ape ITbIDlHOrO 3aKaTa 

/ CHH CTOJIb >lpKHe qepTbI - / J1erKo HX JIOBHT MbICJIb KpblJIa Ta, / H eCTb 

CJIOBa 때 없 5JIeCT>III\en KpaCOTbI. / Ho TO, qTO CJIHTO C ce때 5JIeCT>III\en KpaCOTO~，

/ CHe CTOJIb CMYTHOe, BOJIHY~lI\ee HaC, / Cetí BHeMJIeMbI낀 OnH。η nyDlO~ / 05BOPO

*a~lI\ero r JIaC, / CHe I< naJIe I<OMy CTpeMJIeHbe, / Ce히 MHHOBaBillero rrpllBeT / 

(KaI< rrpHJIeTeBDlee He3arrHO nyHoBeHbe / OT JIyra pOnHHbI, rne 5blJl I<Orna-TO 

UBeT, / CB>lTa>l MOJIOnOCTb, rne *HJIO yrroBaHbe), / CHe D1enHyBDlee nyDle BOCnO

MllHaHbe / 0 MllJIOM panOCTHOM H CI<Op5HOM CTapllHbI, / Cll꺼 CXOn>llI\a꺼 CB꺼TbIH>I 

C BbIDlHHbI, / CHe rrpllcyTcTBHe C03naTemI B C03naHbe - / KaKoi1: nml HllX JI3bIK? .. 

rOpe nyma JIeTllT, / Bce HeO뼈THoe B enuHb따 B3!lOX TeCHHTCJI, / H JIllDIb MOJI빼lle 

rrOH>l THO rOBOpHT.2) 

(...) 신성한 비밀들이여， 오직 가슴만이 그대들을 아노라./ 지상의 저녁의 

변모의 / 위대한 시각에 / 위대한 환영(幻影)의 예언으로 / 곤혹한 영혼이 

가득차고 / 무한을 향해 내달렸을 때，/ 가슴에서 병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흔히 비상 중의 황홀경을 붙잡고 싶지 않은가? / 말해지지 않은 것에 

명칭을 부여하고 싶지 않은가 / 그리고 예술은 무력하게 침묵하지 않는 

가? / 눈에 보이는 것 - 고요한 하늘을 따라 나르는，/ 구름들의 이 불길，/ 

반짝이는 수면의 이 떨렴，/ 화려한 노을의 화재 속에 놓인 / 강변의 이 광 

경들，/ 그토록 선명한 이 모습틀 - / 사색의 날갯짓은 쉽게 그것들을 붙잡 

고，/ 그것들의 눈부신 미를 위한 말들이 있다./ 그러나 이 눈부신 미와 섞 

여 있는 것， - / 그토록 어렴풋하고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이것，/ 눈길을 빼 

2) B. A. il<YI<OBC I<Htí (1980) COtfHHeHHJl B 3 TOMax, T. 1, M. , CC. 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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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는，/ 한 영혼이 몰두하는 이것，/ 먼 곳을 향한 이 지향， / 지난 나날의 

이 인사， / (언젠가 꽃이 피 었던 조국의 초원으로부터 / 갑작스럽 게 불어 닥 

친 바람과 같은， / 강렬한 희망이 살았던 신성한 젊음) / 옛 시절의 사랑스 
럽고 활거우며 애처로운 것에 관해 / 영혼에 속삭인 이 회상，/ 천상으로부 

터 내려오는 이 성소，/ 피조물 속의 창조자의 이 임재 / 이들을 위한 언어 
는 어떤 것인가? .. 영혼은 상승의 날갯짓을 하고，/ 아우를 수 없는 모든 것이 

단일한 한숨 속으로 밀려븐다，/ 그리고 침묵의 말만이 이해될 수 있을 뿐. 

쥬꼽스끼의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HeBblpa3HMoe) .I (1819)의 후반부이다. 

이 시는 쥬꼽스끼의 시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겁없이 거론된다. 뿐만 아니 

라 이 시는 쥬꼽스끼의 시학이 러시아 시 λ}(詩史)에서 지니는 중요성의 견지 

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러 

시아 시에서 ‘낭만주의 시의 철학’을 최초로 표현한 대표적인 텍스트로서 그 

의의를 인갱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모 이 시는 중요하다. 

낭만주의 시의 철학과 시학의 구현으로서 이 시를 바라보던 기존의 주류 시 

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정 속에서 쥬꼽스끼의 시가 구현하는 근대적 서정 

생의 보펌성과 민족적 고유성의 윤곽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 시의 마니페스트로서의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교 

과서적인’ 이해는 구꼽스끼에 의해 정립되었다. 구꼽스끼는 그의 책 『뿌쉬낀 

과 러 시 아 낭만주의 자들(nYlliKHH H PYCCKue pOMaHTHKH) Jl 이1 서 이 시 에 대 한 일 

렴의 섬세한 분석을 기초로 쥬꼽스끼의 문체의 본질과 öl 념이 낭만주의적 개 

성의 이념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시에 인간띄 영혼， 섬리 분석을 

위한 길을 담았다는 점에서 쥬꼽스끼의 시가 지닌 의의활 찾았다. 

구꼽스끼에 따르면 쥬꼽스끼 시의 문체의 본질과 이념은 ‘고유한 정신적 삶 

속에서 자쥐-로운 인간’의 낭만주의적 이상을 구현한다. 띤간의 정서적 체혐의 

삶은 이성의 객관적 획일화에 대립적인 낭만주의적 자유의 지고한 가치를 담 

보한다. 낭딴주의자에게 개인적 체험의 시적 진실은 지고하고 심지어 유일한 

가치이다. 이에 상응하는 예술의 과제논 의식의 삶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전달 

하는 것이다. 객관 세계는 예술의 진정한 묘사대상이 아니다. 외적 자연은 의 

식의 내적 삶을 불러일으키논 동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삶의 본질을 이루는， 표현될 수 없는 영혼의 격동， 정서들의 불안정한 

뒤양스들을 전달해야 한다. 이때 의식의 삶을 예술을 풍해 표현하고자 하는 

낭만주의 시인이 겪는 자괴깎은 의식의 삶이 전체적인 똥일성을 해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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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한 국면을 분리시킬 수 없는 단일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 

상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 고착된 언어는 부단하고 유동적인， 복합적 의식의 

삶의 흐름을 전달할 수 없다. 정서적 삶은 개념으로 구획되어질 수 없는， 시 

작과 끝이 없는 부단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풍경을 묘사해야 할 시의 

과제에 상응하여 언어는 주관화된다. 구꼽스끼는 쥬꼽스끼의 시어의 특정적인 

자질들인 모순형용과 통사적 연관의 모호함이 가져오는 말의 정서적 환기력 

의 극대화가 정서의 물결의 미묘한 흐름을 전달해야 할 시인의 과제에 상응 

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3) 

문체와 통사 구조의 정치한 분석에 기초한 구꼽스끼의 견해는 그 논의의 

틀 내에서는 논박하기 어렵다. 특히 구꼽스끼의 분석은 에뜨낀뜨나 만 등의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그 권위가 강화된다.4) 쥬꼽스끼의 시 「말로 표현 

될 수 없는 것」이 낭만주의 시의 기본적인 이념과 시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의 보편적인 항수인 

‘자유’와 ‘내적 인간’의 이상에만 주목하여 이 시를 읽을 때， 그와 같은 이해는 

일반론의 한계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오류의 위험성을 지닌다. 

쥬꼽스끼의 시를 통해 확립된 낭만주의 시의 철학과 시학의 구조에 대한 

현상적 기술은 근대의 삶에 대한 시적 의식의 대응이 지닌 역동적 계기들에 

대한 이해를 누락시킨다. 나아가 근대적 서정성의 고전적 형태인 낭만주의적 

시인 정신의 토대를 이루는 고유한 민족문화사적 맥락과 관련되는 시의 다른 

의미론적 자질들이 일반화된 낭만주의 시론 속에서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다. 문화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낭만주의 시의 철학의 보편적인 면모 

에만 주목하는 이해가 지닌 한계는 쥬꼽스끼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주관 

적인 심적 체험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절대화하는 데카당스 미학의 구현으로 

까지 확장하는 오류의 위험성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구꼽스끼의 해석을 

토대로 낭만주의 시학의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쥬꼽스끼의 시를 읽고 있는 

만왜 해석이 그와 같은 보편화의 오류의 위힘을 보여준다. 구꼽스끼의 견해를 

기초로 부분과 전체， 부동성과 유통성의 충돌에 주목하면서， 정신의 비종결적 

움직임을 지향하며 고착과 고립을 거부하는 정신의 표현자인 쥬꼽스끼의 면 

모를 부각시키는 만의 해석 속에서 시인은 낭만적 아이러니의 보편적인 지향 

3) r. A. ryKOBCK째(1995) [JymKHH H pyccKHe pOMaHTHKH, M., CC. 26-45를 참조. 

4) E. r. 3TKHHn(1999) BHYTpeHHHH 'I.eJlOBeK α BHemHJlJl pe 'l.b, M., CC. 19-22; 10. B. MaHH 

(1995) lJHHaMHKa pyccKoro pOMaHTH3Ma, M., CC. 20-2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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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한다.5)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 구현된 사인 쥬꼽스끼의 생각이 이성적 획 

일화에 구속되지 않는 정서적 삶의 자율성의 이싱만을 표현하는 것일까? 인 

용한 시의 후반부는 낭만주의 시의 철학과 사학에 대한 논의를 넘어 분리될 

수 없이 결l 합된 채 동시에 노정되는 근대의 삶에 대한 시적 대웅의 보편적 

양상과 고유한 민족문화적 계기를 드러내 보여 준다. 쥬꼽스끼의 시 「말로 표 

현될 수 없는 것」의 근대시적 자질에 대해 우선 논구해 보자. 

3. 

근대적 서정성이 지닌 보편적인 양상에 대한 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더니태는 일시적인 것， 우뿔적인 것， 즉흥적인 것으로 예술의 반이며 나머 

지 반은 영원적인 것과 불변적인 것이다”라는 보들레르띄 말6)에 의해 촉발되 

었다. 보들레르적인 ‘교감(correspondance) ，의 시간성은 ‘미적 근대성’의 심층 

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이다. ‘미적 근대성’의 문학은 근대의 삶이 지닌 일시성 

과 우연성， 즉흥성을 미학의 원칙으로 수용하며， ‘순간으로의 몰입’을 통해 다 

시 영원성에 이르고자 한다. 사실 보들레르의 말은 현상과 본질， 육체와 정신 

의 이분법얘 기반을 둔 고전적 숭고미를 부정하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현실 

의 삶의 미망 속에서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리하여 추와 악이 지닌 미적 계기 

를 옹호하눈 근대시의 지향을 대변한다. 이것은 마카당스 이후의 근대시에서 

두드러지는 심미적 의식이다. 그러나 육체와 정선을， 삶의 일시적인 순간과 

영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교감’의 정신은 초기 낭만주의 운동에서 이미 대두 

되었다. 그펙므로 ‘순간성과 영원성의 동시적 추구’로서의 ‘미적 근대성’의 역 

사는 보들레르 이전의 초기 낭만주의 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근대의 

삶에 대한 시적 대옹의 보펀적 속성이라 할 것이다.7) 이때 특히 근대의 삶과 

5) 10. B. MaHH(1995), cc. 22-23. 
6) M. 칼리니스쿠(1993) w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역， 시각과 언어， 60쪽에 

서 재인용. 
7) ‘미적 근대성’의 개념 범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미학적 큰대’의 개념에 통합될 수 

있다. 근대 철학이 주체의 반성의 계기의 대두와 더불어 시작되듯이， ‘미학적 근대’ 

에서 예숨의 과제로서의 조화는 인간 밖의 객관적 절서이기를 그치고， 내재적이고 



쥬꼽스끼의 ‘황홀경’핵 문화적 패러다임 157 

시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피퍼니’， ‘카 

이로스’， 그리고 ‘미적 전율’의 세 개념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커모드(F. Kermode)나 테일러 (Ch. Taylor) 등이 근대시의 시적 영감의 순 

간이 지닌 속성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에피퍼니’(epiphany)의 개념은 균질 

적인 시간이 돌연히 파열되고 감춰진 사물의 본질이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순 

간을 의미한다. 원래 신적인 것의 예기치 않은 현현을 의미하는 ‘에피퍼니’는 

곧 일상의 한 순간을 비집고 나타난 다른 세계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다. 순 

간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이런 순간의 명멸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입 

증될 수 있는 것이다. ‘에피퍼니’의 순간은 절대적으로 현존하는 지속이며 그 

어떤 사건 연속의 흔적도 없는 시간이다. 사유와 감각의 충일성이 회복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시 인은 시간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된다.8) 

에피퍼니의 순간을 통한 시적인 체험 속의 삶은 ‘원형적 시간’ 속의 삶이다. 

“시편은 역사적 시간을 원형적 시간으로 변형시키며， 그러한 원형을 다시 특 

정한 역사적 현재로 육화한다."9) 커모드는 근대의 삶의 선적인 시간 체험에 

대립적인 원형적인 시적 삶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대칭적인 신화적 개념인 

‘카이로스’로 지칭한다.10) ‘카이로스의 시간’은 근대의 ‘발전의 서사’가 낳은 선 

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대항한다. 시가 구현하는 ‘원형적 시간’은 현재와 과 

거 그리고 미래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되찾는다. 원형적 시간은 과거 

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적 시간’ 속에서 와해된 존재의 

연속성이 회복되는 순간을 품고 있다. 

내적 시간으로의 침잠을 통해 개체성 및 의지를 망각하고자 하는 지향은 

근대의 개인주의의 삶에 대한 미적 반역이다. 주체의 내면은 ‘의지 없는 관조 

의 행복’으로 채워진다. 관조의 순간에 시간의 선적 질서는 사라진다. ‘나’의 

일상적인 자아의식은 배제되고 ‘나’는 ‘도취에 젖는 황홀한 감정의 그릇’이다. 

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각성된 의식의 충일감이 ‘미학적 전율’을 낳 

는다. 이 절대적 현재의 순간에 주체는 분명히 명명될 수 있는 정체성을 지니 

주관적인 것이 된다. 획 페리 (1994) ~미학적 인긴.~， 방미경 역， 고려원， 12-29쪽 참 

조 

8) Frank Kermode(1976) Romantic lmage, Fontana, pp. 13-42; Charles Taylor(1989) 
Sources of The Se/f,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56-493 참조. 

9) 옥타비오 파스(1999) ~활과 리라~， 김홍근 외 역， 솔， 246쪽. 

10) F. 커모드(1993)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역， 문학과 지성사，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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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무한한 정신적 확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11) 

쥬꼽스끼의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근대시의 시적 영갑의 보편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다. 인용한 시의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이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며 정초한 언어와 자연， 예술 

과 삶 사이의 대립 관계는 인용한 시의 후반부에서 석양의 두 광경을 통해 

보다 세분원다. ‘지상의 언어’， ‘지상의 예술’이 관여하는 영역은 자연의 가시 

적인 미의 세계이다. 외적인 조화로운 세계상은 표현될 수 있지만， 이와 결부 

된 내적인 체험의 세계는 표현수단을 얻지 못하는 침묵의 영역이다. 이 대립 

때 대한 지적은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이미 익숙한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체험의 자질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다. 이때 위에 제시된 개념들은 낭만 

주의 시의 철학과 시학의 를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른 의미론적 계기들의 

해명의 근간이 되는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시인이 말하는 “위대한 시각”은 바로 에피퍼니의 순간에 다름 아니다. 시적 

자아는 경이로운 자연현상의 목도로부터 촉발되는 ‘서정적 정지’의 순간을 경 

험한다. 이 순간에 ‘일상의 깎’으로부터 깨어난 시적 자아의 의식은 나래를 펀 

다. 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먼 곳에 대한 지향’ 속에서 변모된 시공을 통 

해 ‘과거가 현전한다.’ 이를 통해 자아의 의식에 각인된 삶의 모습은 파편화된 

무질서의 양상을 벗어나 조화로운 통일성의 모습을 찾는다. 

쥬꼽스까는 그의 시의 철학을 표현하는 다른 시들에서 이 시적 계시의 에 

피 퍼 니 의 순간을 ‘천， 덮 개 (neJleHa)’(혹은 ‘장막(3aBec)’)의 라이 트모티 프와 여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표현한다. 여주인공의 형상은 시인이 시적 영감의 순간 

에 내적으로 만나는 이상적 존재상의 육화이다. 일상의 ‘잠’에 빠진 자아에게 

이상적인 촌재상은 보이지 않는다. 시인이 순간적으로 목도하는 자연의 경이 

로운 모습은- 현상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내누는 장막으로서， 현상의 이면에 

놓인 본질을 가리는 덮개로서 대두된다. 덮개의 존재를 띤지하는 것은 경험적 

시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삶의 비밀스러운 이상적 의미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적 통찰의 순간에 덮개가 걷힌다. 이 내밀한 시적 체힘은 순간적 

11) ‘황홀경’띄 순간적 체험이 야기하는 ‘미학적 전율’과 낭만주의적인 혁명의 표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칼 하인츠 보러 (1998) w절대적 현존~， 최문규 역， 문학동네， 44-89 
쪽， 136-180쪽， 216-276쪽 참조. ‘에피퍼니’， ‘카이로스’， 그리고 ‘미학적 전율’의 개념 

들과 ‘미석 근대성’의 관계에 대한 잘 정려된 이해는 남진우(2001) w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병출판， 44--45쪽， 48-4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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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삶의 비밀스러운 이상적 모습은 오직 시적 통찰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자아 앞에 열린다. 순수한 이상적 모습으로 현현하는 삶의 모습은 순간적으로 

현현했다 사라지는 여인의 형상으로 육화된다. 

MHJlbIH COH, 마IIlH n JleHHTeJlb , / rOCTb npeKpaCHh띠 C BbIIIlHHbI, / DJlarOlla THbI찌 

nOCeTHTeJlb / f]ollHeõeCHoH CTOpOHbI, / R TOÕOIO HaCJlallHJlC5I / Ha MHHyTy, HO 

BnOJlHe: / (…) Ax! He C HaMH OÕHTaeT / reHHH qμCTO꺼 KpaCOTbI; / ]]HIIlb nopoα 

OH HaBemaeT / Hac C HeÕeCHOη BblCOTbl; / OH nOCneIIleH, KaK MeqTaHbe, / Ka‘K <

B031l따yIIl뻐H뻐퍼뻐II Y까Tp따a co아Hκi，’ / Ho B CB.5ITO애M‘ Bocno야애M싸‘”쩌씨H씨뻐{씨써Ha뻐H뻐b않e / H바iep따a3J1y'앤H C Ceplll1eM oHl 

ν OH J1HIIlb B ~CTble MíHOBeHb5I / 5hITH5I ÕbIBaeT K HaM / H npHHOCHT OTKpOBeHb5I, 

/ 5 J1arOTBOpHble ceplll1aM; / l.fTOÕ 0 HeÕe ceplll1e 3HaJlO / B TeMHOH OÕJlaCTH 

3eMHOH, / HaM Tylla CKB03b nOKpbIBaJlO / OH llaeT B3íJl5IHyTb nopoH; (. .. )12) 

사랑스런 꿈， 영혼의 유혹자，/ 천상으로부터 오는 황홀한 손님，/ 하늘 아 

래 세상의 / 자비로운 방문자，/ 나는 그대를 향락한다 / 순간적으로， 그러나 

충만히. / (...) 아!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지 않은가 / 순수한 미의 혼이. / 

오직 때때로 그는 / 저 천상으로부터 우리를 방문한다. / 그는 염원처럼 서 

두른다， / 아침의 대기의 꿈처럼. / 그러나 성스러운 회상 속에서 / 그는 가 

솜을 떠나지 않는다! / 오직 존재의 순결한 순간들에 / 그는 우리를 찾곤 한 

다. / 그리고 가슴들에 유익한 계시틀을 가져온다，/ 지상의 어둠 속에서 가 

슴이 / 하늘에 대해 알도록 / 그는 때때로 우리가 덮개를 꿰뚫고 / 그곳을 

들여 다보도록 해 준다(…) 

<<]]aJlJla PyK (랄라 룩)>>(182 1) 

(. .. ) RBHJlac!I OHa nepeilO MHOIO / B Oile:!<ile 5eJJ。다， KaK TyMaH; / B03ilyIIlHOI。

J1 a3ypHoll neJleHOIO / 5bIJJ oKpy:l< eH B03ily IIl HbIη CTaH; / TaHHcTBeHHo OHa ee 

CBHBaJIa / H pa3BHB aJIa Hall coõoll; / To , CH!lB ee, OTKpbITa!l CTO!lJla / C TeMHO

KYllP5I BOll rOJlOBOη/ To, Bllpyí BCIO TKaHb qYllecHo pacnyCT!lBIIlH, / KaK npH3paK 

HCqe3aJla B HeH(...) 13) 

(...)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 순백의 옷을 입고， 안개처럼./ 대기의 푸 

르런 천으로 / 대기의 폼은 감싸여 있었다 / 그녀는 은밀히 푸른 천을 썼고 

/ 제 위로 펼쳐 놓았다./ 검은 고수머리를 지난 그녀는 / 천을 걷고 제 폼 

을 드려낸 채 서 있거나，/ 갑자기 모든 천을 경이롭게 펼치고는 / 환영처럼 

그 속에서 사라졌다 (…) 

<<f]PHB때eHHe(환영 )>>(1823) 

12) B. A. lKYKOBCKHH(1980), T. 1, CC. 118• 119. 
13) 같은 책， c. 299. 



160 러시아연구 제 16권 저12호 

시인이 시적 통찰로 고양되는 순간 ‘달력의 시간’은 느려지고 이유고 

죽는다. “내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순수하고도 절대적인 

영원성)이 나의 가운데 있게 된다 "14) 

c...) H 1< HaM TOrlla, l< aK reHH헤 npHneTano / 3a neCHe~ BeCenO따 CTapHHhI, / 
npeKpaCHoe, qTO HeKorlla EihIBaJJO / TOBapHlI\eM MnalleHqeCKOlí BeCHbI; / OT쩌Bmee 

HaM CH()Ba Oll<HBanO; / 빼HyBmHx JJeT CeMbe낀 oKpy>I<eHbI, / Bcë 껴rqmee MbI 3peJJH 

HaCT05lll\HM; / H BpeM5I HaM Ka3aJJOCb HeneT51IIl.HM. 15) 

(…) 그때 먼 시절의 즐거운 노래 뒤에서 / 흔처럼 우리에게 날아왔다. / 

언젠가 유년의 봄의 / 동무이곤 했던 황홀경이 / 사라진 것이 우리에게 되 

살아 왔고 / 지난 나날들띄 가족애 둘러싸인，/ 우리는 모든 최상의 것을 현 

재로서 응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은 날아가지 않는 듯 했다. 

써BeT 3aBeTa(맹세의 꽃)>>(1819) 

이와 같띠 시간을 자신의 내부에 아우르는 확장된 의식이 겪는 삶의 충일 

감의 회복판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신의 병적인 

곤혹감과 갱서적 강렬함을 폼반한다: 

(...) Kor Ila Ilyma CM5I TeHlla51 nonHa / npOpOqeCTBOM BenHKoro BHlleHb쩌 / H B 

õecnpeμeJJbHOe yHeceHa, - / CnHpaeToI B rpYIlH õone3HeHHoe qyBCTBO (...)16) 

(…) 위대한 환영(幻影)의 예언으로 / 곤혹한 영혼이 가득차고 / 무한을 향 
해 내달렸을 때，/ 가슴에서 병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J 

<<HeBblpa3HMoe(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보러가 딸하는 바와 같이 우연적이고 파편화된 삶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정신의 무한한 확장이 야기하는 전율이다. 예술이 재현하는 정태적인 조화의 

모습 속에 이러한 정신의 지향이 지닌 역동성과 내적인 시공 감각의 혁신의 

순간이 개엽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침묵’의 모티프가 시의 전면에 대두된다. 

14) 근대시의 무시간적 관조의 순간의 의미애 대한 셀링의 말을 필자가 변용한 것: 
“(…)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간과 지속이 이러한 관조의 순간 속에서는 사라진다.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아마도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순수하고 

도 절대썩인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기칼 하인츠 보러 

(1998), 268쪽에서 재인용 ) 
15) B. A. lKYl:OBCKHlí(1980), T. 1, c. 284. 
16) 같은 책， c.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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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꼽스끼의 시에서 되풀이되는 부활하는 과거의 이미지는 존재의 통일성의 

회복의 계기로서 시적 통찰의 순간이 지닌 적극적인 의미의 견지에서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양상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고착된 수동적 낭만주의자’로서의 시인 쥬꼽스끼에 대한 일반화된 이해가 포 

착하지 못한 그의 시인 정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가 제시된다. 

쥬꼽스끼는 무의미한 현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과거의 이상적인 삶의 기 

억 속으로 도피하는 시인이 아니다. 그의 시에서 되풀이되는 ‘이상적인 과거’ 

의 이미지는 단순히 순수한 유년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심리적 삶의 

체험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지금 · 여기’에서 되풀이되어 현현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이상적 존재상이다. ‘서정적 정지’의 순간이 지닌 찰나 

성과 반복성은 이 모순을 통일한다. 일상의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예기치 않 

게 되풀이되는 의식의 갱생의 체험은 선적 시간을 원형적 시간으로 되돌린다. 

일상 속의 이상적 삶의 순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이를 위한 시적 기투의 

시인 쥬꼽스끼의 면모는 그를 닫힌 전망의 시인이 아닌 열련 전망의 시인이 

게 한다. 그는 삶에 체념하는 시인이 아니라 무시간성의 수립을 통해 삶을 창 

조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시적 영감을 통해 부활하는 과거의 이 

미지와 창조의 모티프는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 Ce꺼 MHHoBaBruero rrpHBeT / (KaK rrpHneTeBruee He3anHO ayHoBeHbe / 

OT .nyra pom빠，1， rae ÕhlJl KOraa-TO UBeT, / CBJlTaJl MonoaocTb, rae lI<H.IIO yrroBaHbe), 
/ CHe ruerrHyBruee ayrue BOCnOMHHaHbe / 0 MHnOM pa}lOCTHOM H CKOPÕHOM CTapHHbl, 
/ CHJI CXOAJIillaJl CB꺼TbIHJI C BhlillHHhl, / CHe npHcyTcTBHe C03aaTenJl B C03}laHbe 

(...)17) 

(…) 지난 나날의 이 인사， / (언젠가 꽃이 피었던 조국의 초원으로부터 /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바람과 같은，/ 강렬한 희망이 삼았던 신성한 젊음) / 

옛 시절의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애처로운 것에 관해 / 영혼에 속삭인 이 회 

상，/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소，/ 피조물 속의 창조자의 이 임재 (..J 

<<HeBhIpa3HMoe(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 KaK yTpO HOBOrO TBOpeHbJl, / OHa rrneHHTenbHa rrpHruna / 11 rrepBbln 

rrnaMeHb BaOXHOBeHbJl / CTpyHaMH rrepBhlMH 3all<rna , ν (...) 11 HaM C CBOen 

ynblõKofi Jl CHOfi, / B cBoefi BeCenOCTH MnaaOn, / OHa Ka3anaCJI rrpeKpaCHO꺼 / 

BceOÕHOBnJI~men BeCHOn ι CaMa rapMOHH꺼 CB꺼TaJl - / Ee, KaK MHHnOCb, ÕhITHe, 

17) 같은 책， CC , 28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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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뻐IUIOCh ， ,Ilyllly pa3pelllaJI, / MaHHJla B paη OHa ee .181 

(...) 새로운 창조의 아챔 같은 / 매력으로 그녀는 왔다. / 그리고 영감의 

첫 불길을 / 첫 선율들로 지폈다. ν (시 해맑은 미소를 지년 그녀는 우리에 

게 / 지신의 유년의 쾌활웹 속에서 /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 황홀한 봄인 

듯 했다. // 신성한 조화 자체기. / 그녀의 존재인 듯 했고，/ 족쇄를 풀며 영 

혼을 / 그녀는 천국으로 유혹하는 듯 했다. 

<<꺼BJleHHe n033HH B BH,Il8 J1aJlJla PYK(랄라 룩의 모습속의 시의 출현)>>(1821) 

시적 영감이 지난 창조의 계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쥬꼽스끼의 시의 

라이트모티프의 하나인 ‘고요(THlIIHHa)’벅 모티프이다. 

(...) 11 BOl.(apHJlaC~ rroBclO,Ily THlIIHHa; / Bce CrrHT… J1HlIIh H3pe,llKa B 떠JleKO꺼 

ThMe rrpOM\{HTC~ / HeBH~THbIH r Jlac... HJlH KOαOJl끼M찌1뻐삐b비없IXH8아TπC~ 80αOJII뻐H뻐ia ... / l1J뻐 CO띠OH빠'Ir빠f 

3ameBe밍JlHπTπC~. ν 51 Ha 5pery O,llHH ... OKpeCTHOCTh BC~ MOJl\{HT ... / KaK rrpHBH,IleHHe, 
B TYMaHe rrpe,llo 뻐010 / Ce‘뼈 뻐a，/lbIX 5epe3 He,llBWI<HMO CTOHT / Ha,ll yCbIl1JleHHOIO 

BO,llOIO. // BXOlKy C BOJlHeHHeM rrO,ll HX CB~lIIeHHbIH KpOB; / Mo따 CJlyx B CeH THlIIHHe 

rrpHBen:bIH fOJlOC CJlbIlIIHT; / KaK 5hI 3φHpHoe TaM BeeT Mell< JlHCTOB, / KaK 51I 

HeBH.IlHMOe .IlhIlIIHT; ι (. .. ) Ho f .lle OH? .. CKpbIJlOCh BCe ... JlHlIIh TOJlhKO B THlIIHHe / 

KaK 5에 3HaKOMoe MHe CJlbllllHTC~ rrpH3BaHhe, / KaK 5y.llTo reH때 rryTh yKa3꾀BaeT 

MHe / Ha HeH3BeCTHoe CBH,IlaHbe. (...)19) 

(...) 그리고 도처에 고요가 깃들었다. / 모두가 잠들어 있다 ... 오직 간혹 

먼 어붙 속에서 / 불명료한 목소리가 내달릴 뿐 ... 아니면 물결이 일렁일 

뿐 ... / 아니면 졸린 잎사귀가 소란거릴 뿐. ν 냐는 강변에 홀로 있다 .. ‘ 사위 
가 침묵한다 ... / 환영처럼 안개 속에서 내 앞에 / 잠든 물 위에서 / 어린 

참나무렐의 가족이 미동도 없이 서 있다 ν 홍분괴 함께 그들의 신성한 지 

붕 아라로 들어선다. / 이 고요 속에서 내 귀는 친끈한 목소리를 듣는다. / 

저 곳 나뭇잎들 사이에서 영묘한 바람결이 느껴지는 듯 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까 숨 쉬는 듯하다. // (…)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는가? ..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었다 ... 오직 단지 고요 속에서 / 내게 익숙한 부름이 들리는 듯 

하다./ 미지의 만남을 향헨 길을 / 혼이 내게 가리켜 주는 듯하다 (...) 

<<C JlaB꺼HKa(슬라반까 강)>>(1815) 

18) 같은 책， c. 120. 
19) 같은 책， CC.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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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yrue ero yHhlJ1011 / C뾰CTbe TaM OaHO: / nO)I<HaaTbCJl, '-IT06 y MHJ10헤 / 

CTyI<HyJ10 OI<HO, / 니T06 lIpe l<paCHaJl JlBHJ1aCb, / 니T06 OT BblruHHbI / B THXHll aOJ1 

J1Hl.\OM CI<J10HHJ1aCb, / AHreJ1 THDlHHbI. (...)20) 

(…) 그리고 그의 음울한 영혼에 / 그곳에서 행복은 단 하나: / 사랑하는 
이의 창이 소리를 내기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기를，/ 고요의 천사가 / 

저 높은 곳으로부터 / 조용한 계곡으로 / 얼굴을 숙이기를 기다리는 것. (…) 
((Pbll.\apb ToreH6ypr(기사 또겐부르그)>>(1818) 

Be:l<HT BOJ1Ha, ruYMHT BOJ1Ha! / 3 aayWmB , Haa pel<oll / CHaHT pbI6al<; ayrua 1I0J1Ha 

/ f1pOXJ1aaHOη THDlHHOll. (...)21) 

물결이 달린다， 물결이 소란 떤다! / 어부는 상념에 잠긴 채 / 강 위에 앉 

아 있다; 영혼은 가득 차 있다 / 서늘한 고요로. (...) 
(<PbIÕal<(어 부)>>(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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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꼽스끼 의 ‘고요’는 어 떤 수동적 인 심 리 적 상태 가 아니 다. ‘삶의 창조’로서 

시가 지닌 적극적인 의미를 구현하는 ‘고요’의 모티프는 ‘다른 생’， ‘다른 세계’ 

의 모티프와 결부되어 있다. ‘다른 생’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고요의 공간이다. 

시적 통찰에 준비된 고양된 시인의 영혼은 이 ‘고요’의 세계에 들어선다. 고요 

는 시적 통찰의 순간 고양된 시인의 영혼이 거주하는 토포스이다. ‘고요’의 세 

계 속에서 시인은 일상의 ‘잠’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영묘한 기운의 느낌과 미 

지의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요’의 세계 속에서 시인은 존재의 신 

성하고 이상적인 여성적 모습을 대변한다. ‘고요’와의 대면을 통해， ‘고요’의 

목소리의 부름을 통해 시인은 존재의 경계를 넘는다. 

‘고요 속의 목소리’， 다시 말해 ‘소리나는 고요’라는 모순 형용은 미적 근대 

성의 시간 형식의 본질을 표현한다. ‘소리나는 고요’는 현실이 심미적으로 말 

소된， 한 인간의 고독한 몽상만이 자리하는 공간이다. 고요의 목소리는 천상 

어딘가에서 전해져 오는 초월적 세계의 전언이다. 소리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라기보다는 해독되어야 할 대상， 삶의 비밀스러움을 담고 있는 수수께끼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요는 “잠재적인 침묵"22)이다. 고요의 목소리， 음악은 존재를 

천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소리와 음악은 감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의 접면，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가 만나는 연결고리이다. 순수하며 

20) B, A, :l<yI<OBCKH꺼(1980) ， T. 2, c. 124. 

21) 같은 책， c. 121. 
22) c. C. ABepHHl.\eB(1996) "Pa3MblDlJ1eHH꺼 Haa lIepeBOaaMH :l<YKoBC I<OrO," n03ThI, M., c.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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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유딱 속에서 감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원성은 융합된다. 

쥬꼽스끼는 18-19세기의 수사적 , 송가적 전통 및 에피쿠로스주의와도 대립 

되는， ‘고요’에 대한 자신의 이해 속으로 ‘인간의 내적 전체성의 회복’으로서의 

전통적인 정교적 관점의 고요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며，앙) 이를 적극적인 시 

학의 원칙으로 변모시킨다. 쥬꼽스끼의 ‘고요’는 창조적(창조하는) 의식의 상 

태이다. 다시 말해 쥬꼽스끼의 미학에서 ‘고요’논 시와 예술 창조 과정의 본질 

을 표현한따. 쥬꼽스끼에게 창조행위의 본질은 자아와 까연， 자아와 세계구조 

(MHpO3 lIaHW:l), 자아와 신성이 일체가 되는 순간의 수립이다. 이 창조적 의식의 

발현 속에서 자연과 세계는 변형된다. 쥬꼽스끼 시의 예술적 세계상， 시인의 

미적 의식 속의 세계는 창조되는 세계이다，24) 창조적 의식의 순간은 조화로운 

전일성 속섹 세계와 삶이 훨현하는 순간이며， 이 순간에 인간은 모든 존재들 

과 원칙들띄 연결고리로서 세계의 중섬열 수 있다. 이 황홀경의 세계상은 신 

과 인간의 공동의 창조 행위의 결과이다. 창조하는 의식의 삶 속에서 ‘지상’과 

‘천상’의 낭만주의적 대립은 절대적인 이원적 고착성을 벗는다. ‘지상’에서 ‘천 

상’의 상징을 보고 이를 구현하는 시인의 삶을 통해 ‘지상’의 가치는 정당화된 

다，25) 반드시 ‘이 곳에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저 곳’의 삶을 창조하는 행위가 

시이다，26) 이와 같이 창조히는 외식의 ‘고요’는 내적 통찰과 정신적 엑스타시 

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변형의 과정 속의 신과 인간의 합일이다. 그래서 

‘고요’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소(CXO，IJIR U\aJl C BJlTbI없I C B마뻐b“뻐뻐.m띠III뼈u 

조물 속의 창조주의 임 재 (npHCYTCTBHe COJ며TeJlJl B C0311aHbe)" 이 다. 이 것 이 

쥬꼽스끼의 삶의 창조의 이상을 구현하는 행복론이자 시의 철학이다. 

R My3y IOHylO, 6꾀BaJlO ， / BCTpetfaJl B nO ，QJlyHHo낀 CTopOHe, / H B,QoxHoBeHHe 

J1eTaJlO / C He6ec, He3BaHoe’ 1<0 MHe; / 에a Bce 3eMHoe HaBO,QHJlO / *HBOTBOpJl~HH 

23) H, A, nonJlaBc l<aJl (1999) "MOTHB nOl<oJl B paHHeM TBOptfeCTBe B‘ A, *YKoBcKoro ," BeCTHHK 

TOMCKoro rocypapcTBeHHoro YHHBepcHTeTa, r 268, ψ'HJIOJIOrHJl， πHTepa TypOBepeHHe, 

TOMCI<, c , 34, 

24) 쥬꼽스끼의 고요의 모티프와 ‘창조되는 세계’로서의 그의 시의 예술적 세계상 사이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같은 책， c , 36 참조‘ 
25) B, A, Oca.Hl<llHa(때01) BH6JIeifcKO-eBaHreJIbCKaJl TPaJI찌HJl B 3CTeTHKe H n033HH pyccKoro 

pOMaHTH3Ma(ABTopeiþepar i lHCCepTal.\HH Ha COHCKa~me y맨HOH CTeneHH ,QOI< TOpa 

iþHJlOJlO대tfeC I<HX HaYK), EI<arepHH6ypr , c , 21. 
26) C, C, AB때HHl.\eB(1996) ， CC , 152-15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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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yq OHO - / 11 ,1\JUl MeHJI B TO BpeMJI 6bIJlO / JKH3Hb H n033HJI O,1\HO. / / c..) He 

3HalO, CBeTJlbIX B ，1\OXHOBeHH꺼 / Kor,1\a BOpOTlITC꺼 qpe,1\a ,- / Ho TbI 3HaKOM MHe , 
'IHCTbIlI reHHlI! / 11 CBeTHT MHe TBO꺼 3Be3 ,1\a! / nOKa eme ee CH꺼Hbe / l\yma 

yMeeT pa3 J1HQaTb: / He yMepJlo OqapOBaHbe! / BblJ10e C6Y,1\eTCJI 0 1lJlTb.27) 

나는 청순한 뮤즈를 / 달 아래 세상에서 만나곤 했다./ 그리고 부름 없이 

영감은 / 천상으로부터 내게 날아오곤 했고， / 지상의 모든 것 위로 / 생명 
의 빛을 가져오곤 했다 / 그리고 그때 내게 / 삶과 시는 하나였다. ν (...) 
밝은 영감들의 행렬이 / 언제 되돌아올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대 

를 안다， 순수한 시혼이여! / 그리고 그대의 벌이 내게 빛난다!/ 영혼이 아 
직 그 빛을 / 식별할 수 있을 동안에는./ 매료는 죽지 않았다! / 과거는 다 
시 이루어지리라. 

<<)1 MY3Y IOHylO, ÕbIB aJJO ... (나는 청 순한 뮤즈를 ...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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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고 조화로웠던 과거의 삶은 기억의 공간 속에 유폐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 복원에 대한 믿음의 담보가 된다. 그리고 시적 영감의 일깨 

움， 시를 쓰는 행위는 이 조화의 순간의 수립으로서 행복한 것이 된다. 

쥬꼽스끼에게 시작(詩作)이 ‘고요’의 영적 공간， 곧 시간이 소멸된 ‘조화로운 

전체성의 황홀경의 순간’에 대한 매혹으로서 행복한 것임을 이해할 때， 그의 

시의 정서적 주조음인 벨랑콜리 역시 새로운 빛을 부여받는다. 초기 낭만주의 

시대의 지배적인 시적 정서인 벨랑콜리는 쥬꼽스끼의 창조적 고요의 이상과 

밀접히 연관되며 그의 시가 드러내는 미적 근대성의 양상과 관련하여 고유한 

맥락을 지닌다. 

쥬꼽스끼의 벨랑콜리는 독특한 정서이다. 그것은 ‘슬픔’의 일종이지만， 그 

조음은 단일하지 않다. 쥬꼽스끼는 이 독특한 종류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한 

다. 시인은 “부재하는 것만이 아름답다”라는 루소의 아포리즘을 발전시켜 벨 

랑콜리를 “활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기롭게 하는， 그리고 달콤한 슬픔， 

어떤 어렴풋한 지향”으로 정의한다.28) 이렇게 정의된 시인의 벨랑콜리는 그의 

‘시의 철학’과 길항관계에 놓인 ‘삶의 철학’의 토대를 이룬다. 

쥬꼽스끼에게 벨랑콜리는 ‘결핍’의 느낌이다. 곧 멜랑콜리는 어딘가에 존재 

하는 ‘충만’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벨랑콜리는 ‘충만’에 대한 영혼의 

지향과 분리될 수 없이 결부된 무력감이다. ‘결핍’에 대한 느낌과 ‘충만’에 대 

한 지향， 이 두 계기의 동시적 공존이 멜랑콜리를 즐겁고 동시에 우울한 (혹 

27) B. A. JKYKoBcKHlI(1980), T. 1, c. 300 
28) A. H. BeceJloBcKHlI(1999) JJ033H51 'l}'BCTBa H <<cepne'lHoro BOOtψa:KeHH5l>>， M., c.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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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울하고 동시에 즐거운) 복합적인 정서적 상태로 만든다. 그것은 개인의 

일시적인 정서적 침잠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철학29)의 의미를 지닌 “총체적 

인 세계지깎"30)이다. 

쥬꼽스끼의 멜랑콜리의 71 저에는 ‘우연생’과 ‘영원성’띄 순간적인 통일로서 

‘미적 근대성’이 지니는 근원챔인 부정성이 자리한다. 쥬꼽스끼 자신도 이 점 

에 대해 말한다. 

3TO He 3Ha'lIlT TOJ1bKO TO, '1TO He cyll(eCTByeT ‘ npeKpaCIiOe cyll(eCTByeT, HO 

ero HeT, IIÕO OHO, TaK CKa3aTb, HaM 5lB J1Sl eTC쩌 e,[(IIHCTBeHHO ,[(J1Sl TOrO, '1TOÕbI 

IIC'Ie3HYTb, '1TOÕbI H때 CKa3aTbCSl, O%IIBIITb, OÕHOBIITb ,[(ymy, - HO ero He y ,[(ep%aTb. 

HII pa3f‘JlS!,[(eTb, HII nOCTllrH:ýTb MbI He CMO%eM; OH He IIMeeT H찌 IIMeHII, HII oõpa3a; 

。HO nOCell(aeT Hac B J1y 'lmHe MIIHyTbI %1I3HII - BeJ1l1'1eCTBeHHoe 3peJ1l1l1(e npllpO,[(bI, 
eIlle ÕOJIee BeJlll'leCTBeHHoe 3peJ1I1Ille ,[(ymH '1eJ10Be'leCK때，31) 

이것(황홀경 - 연구자)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황홀경 

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재한다， 왜냐하변， 말하자면， 그것은 오직 사 

라지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해지기 위해， 영혼을 

생기롭게 하고 새롭게 하지 위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려는 그것을 붙잡을 

수도， 석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름도 형상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최상의 순간에(자연의 장엄한 광경， 인간 영혼의 훨씬 더 장엄 

한 광칭) 우리를 방문한다. 

<<0 MeJ1aHX0J11111 B %1I3HII 11 B n0331111(삶과 시에서의 멜땅콜리에 관하여)>> 

즉 ‘창조하는 의식의 고요’ 속에서 변모되는 세계의 모습을 체험하는 데 있 

어서의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찰나적인 순간은 곧 허 

물어질 불딴한 균형(조화)의 상태이다. 시가 구현하는 창조적 고요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쥬꼽스끼의 세계지각에 결부되는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정서적 주 

29) 에세이 「삶과 시에서의 벨랑콜리에 관하여 (0 MeJ1aHXOJ1뻐 B %H3HII 11 B n0331111)J 에 

서 쥬꼽스끼는 이렇게 말한다: “계시가 영혼을 밝히고 믿음이 그 속으로 내려오자 

마자 곧 영혼의 슬퓨은 그 본성을 바꾸지 않은 채 지고한 활동을 향하고 영혼을 

고결하게 한다(KaK CKOpO OTKpOBeHlle OCBeTIIJ10 ,[(ymy 11 Bepa ComJ1a B Hee, CKOPÕb 

ee, He nepeMeHJlSl npllpO,[(bI cBoell:, oõpaIllaeTc Sl B BbICOKylO ,[(eSl TeJ1bHOCTb, ÕJ1aropo,[(
cTByeT tlymy)."(φ. 3. KaHYHoBa(1994) "CooTHOmeHIIe xy,[(O%eCTBeHHoro 11 peJ1l1r1l03HOrO 

C03HaHml B 3CTeTHKe B. A. Jl<YI<oBcKoro(1830-1840)," EBaHreJIbCKIfH TeKCT B pyCCKO깨 

JIIfTepa. Type XVIII- XX BeKoB, neTpo3aBo,[(cK , C. 164에 서 재 인용) 
30) K. H. fpllropbSlH(1990) flyDlKHHCKaJ1 3πerlfJl， 1I., c. 75. 
31) 같은 책， c. 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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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인 벨랑콜리가 대두된다. ‘결핍’은 충만을 예고하고， ‘충만’은 다시 ‘결핍’을 

이끈다. 벨랑콜리는 황홀경의 미적 전율， 창조적 고요의 순간을 에워싼다. 그 

것은 시를 통한 ‘삶의 창조’률 이끄는 정서적 동력이다. 여기에 쥬꼽스끼가 평 

생 지속되기를 희망한32) 멜랑콜리의 ‘성스러운 달콤함’이， 그의 삶의 행동 윤 

리가 자리한다. 이처럼 쥬꼽스끼에게 있어 벨랑콜리는 창조하는 의식의 본질 

적인 정서적 조건이며， 시인에게 있어 삶과 시의 관계가 지닌 ‘미적 근대성’의 

고유한 발현 양상을 이룬다. 

5.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쥬꼽스끼의 삶과 시의 철학이 구현하는 근 

대시적 자질의 개인적 문맥이 기반으로 하는 민족문화적 계기에 대한 이해의 

단초 역시 제시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서 

시인이 체험하는 자연의 광경에 의한 영혼의 삶의 깨어남은 단순히 주관적인 

정서적 체험의 시적 진실이 아니다. 이 순간에 시인은 삶이 무의미의 굴레를 

벗고 순수한 이상적 의미를 회복하는， 충일감의 무시간성의 세계， 절대적 현 

재의 세계 속으로 들어선다. 시인은 이 영적 삶의 갱생을 바로 ‘위대한 신비 

극’으로 받아들인다. 석양의 광경은 ‘위대한 몽상’ 속의 ‘지상의 변형’의 신비 

적 체험을 낳는다. 

(...) CB.5I Tble TaHHCTBa, JlHlIlb Ceplll.\e 3HaeT BaC. / He qaCTO JlH B BeJlHqe 

cTBeHHbIÌl qaC / BeqepHerO 3eMllll npeOÕpa:l<eH돼 • / Korlla 며lIla CM.5ITeHHa.5I nOJlHa 

/ npOpOqeCTBOM BeJlHKOrO BHlleHb.51 / H B ÕeCnpelleJlbHOe yHeceHa (…) 
(…) 신성한 비밀들이여， 오직 가슴만이 그대들을 아노라./ 지상의 저녁의 

변모의 / 위대한 시각에 / 위대한 환영(幻影)의 예언으로 / 곤혹한 영혼이 
가득차고 / 무한을 향해 내달렸을 때 (".l 

<<HeBblpa3HMoe(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곧 쥬꼽스끼에게 시적 영감의 본질은 신비주의의 빛 속에서 변모된 삶의 

지각에 있고， 시작(詩作)이 ‘생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신비주의 

32) A. H. BeceJloBcKHH(1999), c.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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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향된 의식을 통해 가능하다. 신비주의적 계기는 쥬꼽스끼의 ‘고요의 

이상’과 ‘벨랑콜리의 윤리학’의 토양을 이룬다，33) 

신비주의의 계기가 지닌 적극성은 쥬꼽스끼를 통해 발현되는 러시아의 미 

적 근대성익 원형적 모습이 지닌 주도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원적 세계 

관에 기반달 둔 낭만주의의 보편성 속에서 러시아 서정시의 낭만주의적 서정 

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주도적인 노선의 하나는 쥬꼽스끼에 의해 정초된 신바 

주의적 낭만주의의 전통이다. 신비주의의 계기는 쥬꼽스끼의 ‘말할 수 없음’에 

본질적인 의의를 지니고 개입한다. 그것은 시인 쥬꼽스끼의 예술 철학 및 삶 

의 철학에 있어 본질적인 꾀미를 지닌다. 비니쪼끼 (α. BHHHUKHfí)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는 지상의 신성한 염원 속의 신이다(n0331UI eCTb Eor B CB .sJTbIX 

Me'n ax 3eMJ1H)"라는 명제를 통해 쥬꼽스끼는 예술의 신비주의적인 본질과 의 

의를 가장 충만한 형태로 표현한다，34) 시는 자기 내면 속의 신성의 발견에 대 

한 추구이다. 시인은 자기침잠의 갚이에 상응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 

진리에 접관한다. 쥬꼽스끼에게 시는 이 객관적인 선적 진리를 포착하는 수단 

이다. 이로부터 쥬꼽스끼의 시어는 ‘심리주띄적’이고 ‘영지적일’ 뿐 아니라 ‘신 

비주의적’이다. “시인은 개별적인 감정괴 영혼의 엽원의 표현자가 아니라 시 

인의 영혼달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념의 표현자 개별적인 인간의 이상이 

아닌 모든 피 조물을 관류하는 창조주의 이 상의 표현자이 다 "35) 이 로부터 구꼽 

스꺼의 견해가 지닌 한계가 보왼된다. 곧 쥬꼽스끼의 문체가 지닌 환기성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진실로서의 심리적 체험의 세계의 절대성”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전기적， 윤리적， 미적， 그리고 선비주의적 계기들의 통 

일성으로서의 시어의 다층성 "36)과 관계된다. 

33) r기사 또겐부르그」와 실러꾀 원전을 비교하며 쥬꼽스끼의 시가 지닌 완전히 새로 

운 창작으로서의 성격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아베린쩨프는 설러의 시를 배경 

으로 부각되는 쥬꼽스끼의 시인 정신의 고유한 면모가 사랑의 주제와 결부된 ’고 

요‘의 모티프가 지년 신비주의적 속성에 있음을 밝힌다. C. C. ABepIIHueB(1996), CC. 
160-163을 참조. 벨랑콜리의 독특한 감정은 신비주의적 통찰이나 계시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정서적 자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찌. 에 BIIHIIUKII따(1997) YreXH Me.π8. HXOJIHκ 

Y'/eHble 3 i1I1HCKH MOC[(OBCKOro KyJIbrypOJIOrH'feCKOrO JIH1(efl, No. 1310, B삐ll. 2, M., cc. 
151-152;를 참조. 

34) 11. 10. BIIHIlUKIlIt(1998) He 'fTO 0 I1PHB“'I1eHHflX, Y 'feHble 3aI1HCKH. MOCKOBCKoro KyJIbrypo

JIOrH'feCKOrO JIHI.(efl, No. 3-4, M., c. 10. 
35) 같은 책， 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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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꼽스끼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시학은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종교 

적 의식의 지평과 본질적으로 관계한다. ‘유한한 피조물의 외양’ 속에서 절대 

적인 무한의 이상의 자질들을 포착하는 것은 오직 신비주의적으로 고양된 정 

서 속에서 가능하다.37) 

그렇다면 쥬꼽스끼의 ‘신비주의적 낭만주의’의 문화적 토양은 어디에서 찾 

을 수 있는가? 쥬꼽스끼의 시가 구현하는 러시아의 미적 근대성의 원형적 모 

습에서 신비주의의 빛이 지닌 주도적 계기는 18세기 러시아의 사회적 삶의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계몽주의적 근대’에 대한 대항적인 문화 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 ‘문화적 근대’의 운동을 주도한 것이 러시아 초기 

낭만주의 의 문화적 토양을 이 룬 ‘러 시 아 프리 메 이 슨(PYCCKoe MaCOHCTBO)’이 다. 

쥬꼽스끼의 시의 철학과 삶의 철학은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프리메이슨’ 운동 

과 맥을 같이 한다. 쥬꼽스끼의 시를 통한 러시아의 ‘미적 근대성’이 지닌 고 

유성을 논구하는 데 있어 러시아 프리메이슨 운동의 지적 풍경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들이 쥬꼽스끼의 시에서 지닌 반향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대 

두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18세기는 근대화의 기점이며 동시에 이후 드라마틱한 갈등 상황 

으로 발전되는 러시아 근대 문화의 내적 모순이 노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계 

몽주의와 ‘러시아 프리메이슨의 선비주의적 노선’은 18세기 러시아 문화의 양 

극을 형성한다.잃) 계몽주의가 정치적 · 사회적 근대의 이념적 • 철학적 입장이 

었다면， ‘신비주의적 프리메이슨’은 종교와 예술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난 ‘현실 

적 근대성’에 대한 대항이었다. 18세기 후반 당대의 거의 모든 문화층들을 사 

로잡은 후 뿌쉬낀 전후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어’들 중의 하나가 되 

었던39) 러시아 프리메이슨 운동은 러시아의 ‘미적 근대성의 시적 이념’의 민 

족 문화 내적으로 고유한 원천(의 허-나)이다. 

프리메이슨의 세계지각과 인간 존재론은 쥬꼽스끼 시의 직접적인 토양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비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자연과 세계에 대한 

36) 같은 책. 

37) φ. 3. KaHYHoBa(1994) , CC. 159-160 참조. 

38) r. φJIOPOBCKllll(2003) Jlym pyccKoro 6oroCJIOBH51, r Jl. IV JleTep6yprcKH깨 IlepeBopOT, 
tf. 6. MaCOHCTBO를 참조(http://www.vehi.net/florovsky /pu ti/04.html) 

39) B. H. CaxapoB(2000) "003T II <<lleTll BIlOBbI>>. HOBoe 0 MaCOHCKllX CBJ\ 3꺼X A. C. 

OymKllHa(Oo apXllBHblM MaTepllaJIaM)," 참조(http://www.masonry.ru/articles/a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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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이다. 츄꼽스끼의 시적 영감의 순간을 채우는 신비주의적 지각 속에서 대 

두되는 세계의 조화로운 전일성의 생생한 느낌은 프리메이슨의 자연철학과 

직접적인 맥을 잇는다. 인간은 이 전일성의 세계의 중심이다. “그는 빛과 어 

둠， 영과 물질， 삶과 죽음， 일시적앤 것과 영원한 것 등 다양한 세계들과 원칙 

들의 갈등익 중심에 서서 이들의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40) 전일성의 중섬으 

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당위여자 이상적 지향점이다. 일상적인 지각 속의 

세계는 분열과 갈등의 공간이고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로서의 일상적인 자아 

는 불완전한 세계의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운동은 계몽주의 

의 ‘합리적띤 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낳은 존재의 분열성에 대한 의 

식적인 자각과 함께 태동하는 지각의 전체성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갈구의 기 

원이다.41) 

이와 같이 쥬꼽스끼의 초기 낭만주의적 서정이 구현하는 러시아 근대시의 

껴원적 풍정은 칸트적인 유미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프리메이슨 운동은 

문화 세속화의 시대 상황 속에서 러시아 문화의 기저인 종교적 의식에 일어 

난 근본적인 변화 양상을 러시아 근대시의 서정성에 고유한 민족 문화 내적 

토대로 만븐다. 러시아의 ‘미적 근대성’의 기원으로서 프리메이슨 운동은 계몽 

주의의 합테주의적 정신이 중세 문화의 선적인 영원불변성의 위상에 가한 

공격에 맞선 종교적 의식의 대응이다. 그것은 문화의 세속화의 반영이며 동시 

에 이에 대한 저항인 세속적 개인의 종교성의 구현이다. 쥬꼽스끼의 시에서 

채계와 삶의 전일성에 대한 내밀한 체험은 프리메이슨의 ‘내적 교회 (BHYTpeHH.lUI 

l\epKOBb)’의 이상과 상통한다. 쥬꼽스끼의 ‘말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미와 신비 

주의적인 콩교적 통찰의 계기는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중서l 적 영원 

성의 문화에서 종교가 차지하던 권위를 문화 세속화의 사대에 시가， 시적 체 

험의 순간적인 황홀경이 대선한다. ‘시의 종교화’는 ‘미적 근대성’의 고유한 양 

상이다. 프피메이슨 운동의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빼쩨르부르그적인 타존 

재성으로부격 자신으로의 회귀 "42)에 즉 타자적 근매를 부정하는 과거로의 회 

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성의 반영이자 반발언 ‘종교의 내면화’， 

삶의 우연적 순간을 통한 신비주의적인 영척 체험에 대한 지향이다. 

40) B. 11. CaxapoB(2003) "4aJlHHJI BeTXoro AnaMa. 4eJlOBeK B φHJlOCOφHH pyCCKHX MaCOHOB" 

(http://archives.narod.rulHomo.htm). 

41) r. φJ10pOBC KHH (2003)을 참조. 

42)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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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심미적 의식의 표출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궁극적으 

로 의미하는 ‘고요의 순간들’에서 전면에 대두되는 것은 ‘신의 인지 순간들’이 

다. 쥬꼽스끼의 종교적 의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의 시학의 기원이자 

그 고유한 양상을 결정한다. 나아가 쥬꼽스끼의 ‘말할 수 없음’이 예술 마니페 

스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신비주의적 계기가 ‘삶의 창조’ 

의 이상과 연관된 적극적인 행동 철학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곧 쥬꼽스끼 

의 벨랑콜리의 윤리학 역시 프리메이슨 운동에 깊은 연원을 둔다. 

서로 길항(浩抗)하는 삶과 시를 화해시키는 쥬꼽스끼의 벨랑콜리의 정신적 

기원에는 프리메이슨의 죽음에 대한 반(反)비극적 사고가， 그리고 이와 결부 

된 타나토스의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nHeR MOHX e~e BecHoro / OT~HR ~OM nOKHHyn 꺼/ Bce 3aÕbITO ÕbInO MHOro 

/ H ceMeRcTBO H ~py3b~ ， ν B pH3e CTpaHHHKa yõoroìi, / C ~eTCKOìi B Cep~l1e 

npOCTOTOìi, / 51 noruen nyTeM-~opOro꺼 • / Bepa Õbln BO:l<a TbI따 Moìi, ν H B Ha~e

~e， B yBepeHbe / nyTb Ka3anC~ He~an하<， / "CTpaHHHK - CflblliIaflOCb - TepneHbe! 

/ np~MO ， np~MO Ha BOCTOK ‘ ν TbI yBH~Hrub XpaM ~y~ecHbIη/ TbI B CB~THnH~e 

Boìi~erub; / TaM B HeTneHHOCTH HeÕeCHOìi / Bce 3eMHOe oõpeTerub ," (...) 

내 삶의 봄날에 이미 / 나는 아비의 집을 버렸다， / 모든 것이 내게 잊혀 

졌다，/ 가족도 벗도. μ 방랑자의 초라한 법의를 입고，/ 아이의 순진무구한 

마음을 지닌 채，/ 나는 길을 떠났다 / 믿음이 나의 인도자였다. ν 희망 속 

에서， 확신 속에서 / 길은 멀지 않은 듯 했다. ν 부름이 들렸다· “방랑자여， 

인내할 지어다! / 동방을 향해 정진하라， 정진하라. ν 그대는 경이로운 사원 

을 볼 지어다， / 그대는 성소에 들어갈 지어다， / 그곳에서 그대는 천상의 

불멸 속에서 / 모든 지상의 것을 얻을 지어다，" (...) 

<<nYTeruecTBeHHHK(여 행 자)>>(1815) 

K BOCTOKY, Bcë K BOCTOKy / CTpeMneH싸o 3eMnH - / K BOCTOKY, Bcë K BOC

TOKy / J1eTHT MO~ ~yrua; / naneKO Ha BOCTOKe, / 3a CHHeBO꺼 neCOB, / 3a CHHHMH 

ropal에H / npeKpaCHa~ :!<HBeT, ("'l 

동방을 향한， 쉽 없이 동방을 향한 / 대지의 지향，/ 내 영혼은 날아간다， 

/ 동방을 향해， 내내 동방을 향해， / 저 먼 동쪽에，/ 숲들의 푸르름 뒷켠에， 

/ 푸른 산들 너머에 / 아름다운 여인이 산다， (…) 
<(necH~(노래 )>>(1815) 

K BOCTOKy ~ CTpeMnroCb ~yruoro! / npeneCTHa~ BnepBble TaM / 51BHnacb B ÕneCKe 

Hat\ 3eMnëro / OÕpa~OBaHHblM HeÕeCaM, (...) 

내 영혼은 동방을 향한다! / 매력적인 여인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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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쁨에 겨운 천상에 / 광휘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 
<<RBJleHlle rI0331111 B BlIlle JlaJlJla PYK(랄라 룩의 모습 속의 시의 출현))) 

이 시행}들은 시인의 삶의 모토를 구현한다. 이 시들을 관류하는 주제는 영 

혼의 신성딴 토포스를 향해 가는 편력이다. 여기에는 주인공의 가시밭길의 모 

티프가 수딴된다. ‘동방’이 상정하는 완전한 존재의 성소(聖所)가 지상의 고행 

의 끝에서 기다린다. 

쥬꼽스끼의 서정에서 신벼로운 계시를 통해 경험적 세계의 경계를 넘고자 

하는 지향파 완전한 존재를 향한 길로서의 지상의 고행의 수용은 서로 길항 

하는 기제띠다. 시인은 세계를 이중적으로 지각한다. 지상의 삶의 고난은 신 

의 사자(50)/(없 npaBellHHJ<)로서의 시인의 위상을 통해 축성된다. 그것은 죽음 

을 향한 길이다. 죽음은 비극적이지 않다. 그것은 지상적 존재의 죽음을 통해 

영적 존재료서의 재탄생을 꾀미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존재 이월이다. 

쥬꼽스끼의 시간성 위의 고행과 무시간성의 완전한 존재상으로서의 삶과 죽 

음에 대한 이해는 프리때이슨의 인간화된 시간의식과 띠상향에 대한 인식의 

직접적인 염향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프리메이슨의 삶의 철학에서 인간의 

삶은 지고판 진리를 향한 “아스트라이아의 황금 세기 (:lOJlOTOìí BeK ACTpeH)" 

를 향한 도정이다. 시간은 이 활동 동안 지속되고 이상향의 획득과 함께 소 

멸된다. 이 이상향의 시적 형상이 동방이다. 그곳은 불가침적인 고요의 영원 

한 왕국이다. 인간은 이 왕국으로부터 추락한 존재이고 그의 삶은 영적 부활 

을 통해 상실된 지고한 인식을 획득함으로써 그곳으로 희귀하는 과정이다. 시 

간의 범주는 이 동방을 향한 편력자의 여정이 지속되는 동안 존재한다.43) 그 

러므로 시간의 소멸， 즉， 애초의 지고한 존재성의 획득으로서의， 상실된 이상 

향의 회복으로서의 죽음은 깔망의 대상이 된다. 

쥬꼽스끼 시의 중심적인 슈셋은 “지상의 고행을 거쳐 다다르는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완전한 합일”이다. 이 여성챔 형상들은 시인의 영혼과 주변 세계 

를 새롭게 변모시킨다. 이 행상들의 출현에 대한 기대와 예감이 쥬꼽스끼 시 

의 중심 테마이다. 이 형상될은 신비주의적 황홀경의 순간에 시인에게 출현한 

다. 그것은 일상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 재탄생한 영혼의 토포스인 고요의 육 

화된 모습듣H‘노을’， ‘순수한 미 의 혼’， ‘소중한 손님 ’, ‘한밤의 별’， ‘달’ 등)이 다. 

시인의 소피아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연정이 타나토스의 열망임을 한 세기 

43) B. H. CaxapoB(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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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시 인 블록은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죽음은 위 대 한 축복이 다" 그리 고 

그것은 “영원한 여성성”의 바람 같이 고요하게 그에게로 왔다(“CMepTb 

BeJIl!KOe ÕJIaro". H OHa Tl!XO rrpl!lIlJIa K HeMY, KaK IlYHOBeH l!e "Be'lHO낀 )j(eHCTBeH 

HOCTl!")"44) 

알렉산드르 블록이 통찰한 바와 같이， 쥬꼽스끼의 여인의 형상들은 위대한 축복 

으로서의 죽음의 본질을 구헌한다. 그리고 죽음은 쥬꼽스끼의 삶의 모토이다. 

타나토스의 열망이 쥬꼽스끼의 삶을 지배한다. 시는 죽음을 수동적으로 기다 

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과감한 자기투척이다. 시인의 무의식 

깊숙이 잠재된 고요한 휴지의 상태에 대한 지향이 시적 통찰의 순간에 적극 

적으로 발현된다. 모성적 존재에 대한 갈망은 곧 죽음에 대한 갈구이다. “죽 

음으로 상징되는 전체성의 품 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내밀한 

욕망이다. 죽음은 단순히 존재의 무화가 아닌 긴장과 갈등이 해소된 평화와 

안식의 세계이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이 무의 세계 죽음은 저 멀리 앞에 있 

는 것인 동시에 그가 떠나왔던 저 뒤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죽음의 순간은 

향수의 시간이자 영원의 시간이다 "45) 시는 이 죽음의 순간을 삶 속에 구현함 

으로써 근대의 시간의 무화하는 힘에 저항한다. 

6. 

러시아 시문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반성과 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러시아 근대시의 중요한 한 원류인 쥬꼽스끼의 시에서 근대 

적 서정성의 보편성과 고유한 민족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때 중 

요한 것이 근대의 삶에 대한 시적 대응이 ‘무시간성’의 수립을 통한 ‘삶의 창 

조’로서 지닌 적극적인 제기이다. 아울러 쥬꼽스끼의 시의 세계상과 인간상은 

러시아 프리메이슨 문화 운동에 기반을 두는 신비주의적 계기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쥬꼽스끼의 ‘황홀경’은 러시야 근대 정신문화에 대해 본질적인 의의를 지닌 

44) A. A. BJlol< (1960-1963) C06pBHHe CO'lHHeHJ꺼 B 8-H TOMBX, T. 5, M.:J1., c. 576. 
45) 남진우(2001)， 254, 255쪽. 한국 시인 검종삼의 시인의식과 관련된 남진우의 이 언 

급들은 근대시에 보편적인 ‘고요’의 모티프에 대한 비교문학적 조명의 한 단초로서 

홍미롭다. 



174 려째아연구 제 16권 쩌12호 

다. 그것은 러시아 문화를 관류하는 정신의 한 국면을 형성하며 러시아 근대 

시문화의 까장 중요한 벡터의 하니가 된다 따라서 쥬꼽스끼 시의 문화적 패 

러다임에 때한 연구는 근대 러시아 시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 비교문화학적 

시각 형성응을 위한 토대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 러시아 프리메이슨의 

세계지각과 인간 존재론은 쥬꼽스끼 시의 주요 모티프와 관련하여 단편적으 

로 고찰되썼을 뿐이다. 러시아 프리메이슨의 세계지각과 인간 존재론은 프리 

메이슨 자체가 계몽주의와 마찬기지로 근대 초기 러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닌 ‘외래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발원하는 뭔류와의 비교를 통한 

고유한 면모의 규명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동시대 사회와 문화에 대해 나아 

가 19세기 사회사상과 종교철학에 대해 그것이 지닌 중요한 의의에 대한 폭 

넓은 조명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은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 이트논 러시아 시의 뚱요한 한 노선을 쥬꼽스끼가 정초한 ‘기원과의 대 

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될 후속 연구가 문화사적 관점과 시사적 관점이 통 

합된 지평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잡이기-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와 후 

속 연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담론들이 러시아 서정시와 러시아 문화의 통 

합적 연구 및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가치도 지니게 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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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n:bTypHIlH KOHTeKCT "MHra npeKpaCHOrO 

B JUlpHKe B. Ao J(YKOBC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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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x<oH-CYJI 

JIMpHKa B. A. lKyKoBcKoro, KaK OilHH H3 caMblX Ba:KHbIX HCTOKOB pyCCKOH JIHpHKH 

HOBoro BpeMeHH, ilaBHO CTaJIa npeilMeTOM cepbe3HO찌 HayqHOH ilHCKyCCHH. aa:Ke OT 

T1l\aTeJIbHOrO HCCJIeilOBaHH.ll ero n03THKH Haile.llTbC.ll Ha KaKYIO-HH6Yilb HayqHylO 

HOBH3Hy eCTeCTBeHHO TpyilHO. OilHaKo , BonpeKH 3TOMy 3HaqHMOCTb ero JIHpHKH 

KaK HCTOKa pyCCKoH ilyxoBHOH KyJIbTypbI XIX BeKa Bce :Ke OC TaeTC.ll BeJIHKHM. 

aaHHa.ll pa60Ta .llBJI.ll eTC.ll nonbITKOH nepeqHTaTb JIHpHKy lKyKoBcKoro C TOqKH 

3peHH.ll 06mHOcTH napailHr뻐 KyJIbTypbI HOBoro BpeMeHH H ee oc060c깨 B pyCCKOH 

BepCHH. ABTOp 06pamaeT BHHMaHHe B qaCTHOCTH Ha ceMaHTHqeCKHe acneKTbI ilO

MHHaHTHblX MOTHBOB H 3MOUHOHaJIbHbIX KOHCTaHT B JIHpHKe lKyKoBcKoro , KOTopble 

qyTb JIH He nponycTHJIH HCCJIeilOBaTeJIH B CBOHX cTpyKTypaJIHCTCKHX nOilXOilax 

K ero n03THKe. Ha ~oHe Bce06meH xapaKTepHCTHKH JIHpHKH HOBoro BpeMeHH JIH

pH3M lKyKoBcKoro OTJIHqaeTC.ll CBoeη oc06eHHO더 HnOCTaCblO KaK OJIHueTBOpeHHeM 

pyCCKOH ayxoBHo-n03THqeCKO낀 KyJIbTypbI, KOTOpa.ll HenpeCTaHHO CTpeMHJIHCb K 

n03THqeCKOMY HileaJIy ":KH3HeTBOpqeCTBa." 11 3TO :Ke npOCBeqHBaeTC.ll B n033HH 

lKyKoBcKoro qepe3 npμ3My MOTHBa "THIIIHHbl" H 3MOUHOHaJIbHylO KOHcTaHTy "MeJIaH-

XOJIHH." 

CneUl빼HKa pyCCKoH 3CTeTHQeCKO인 KyJIbTypbI HOBoro BpeMeHH 3aKJIIOQaeTC.ll B 

'HaTypiþHJIOcoiþHH" H "OHTOJIOrHH" pyccKoro MacoHcTBa, C KOTOpbIMH TeCHO CB.ll 3aHbI 

MOTI1BHble H 3MOUHOHaJIbHble KOHCT aHTbI JIHpHKμ lKyKoBcKoro, B 3TOM :Ke H eCTb 

KyJIbTypOJIOrHQeCKa.ll aKTyaJIbHOCTb "MHCTHQeCKOrO pOMaHTH3Ma" lKyKoBcKoro. "MHr 

npeKpaCHoro" B JIHpHKe lKyKoBcKoro , 6YilYQH OilHHM H3 caMblX Ba:KHbIX BeKTopOB 

HOBOBpe~‘eHHOH pyCCK。디 n03THQeCKOH KyJIbTypbI, HMeeT iþyHilaMeHTaJIbHOe 3HaQeHHe 

αul pyCCKOll ayxOBHO디 KyJIbTypbI HOBoro BpeM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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