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러시아의 I철학’과 ’철학자’ 

서 선 정* 

1. 전통적 ‘지혜’와 외래적 ‘철학’ 

모든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정 민족과 국가의 고유한 사상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미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고대 러시아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제 자리를 찾지 못해왔다. 서구 학문에 대한 경탄과 지 

향의 18세기가 지나고 전통 세계와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라나던 19세기에도 고대 러시아의 철학가나 철학 사상은 본격적 관심의 대 

상이 되지 못했다.1) 특히 당시에 이미 철학(φHJIOCO뼈j!)을 문화， 문학 속에서 

드러나는 민족의 고유성을 함의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가 있었 

음을 감안한다면2) 이 러 한 현상에 는 그만큼 고대 러 시 아의 문화에 있어 철학 

의 존재 자체가 미약했거나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서 철학이 비중있는 정신 

문화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하는 원인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1) 때로 연구서들에서 18-19세기 러시아에서 고대 러시아의 철학 사상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 이 

르지 는 않는다.(M. H. r뼈。B H H. c. K03JlOB(1900) PyCCKl1JI rþJUIOCC따K었 Mb/CJlb x-찌꺼 BB. 

M., CC. 5-22.) 

2) 예를 들어 19세기의 학자였던 가브릴은 ”모든 민족은 타민족과 변별되는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다소 학적인 형태를 띠거나， 혹은 전설， 이야기， 설교， 운문， 종교， 풍 

속 등에 산재해있는 고유한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철학적 사상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슬라브주의자와 서구주의자 간의 대립적 논쟁 속에서 각자 

의 논리에 역사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철학 

이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raBpHJIJ\ (BocKpeceHcKHH)(1840) HCTOPHß 뼈'J10COqJHH. lf. 6. 
Ka3aHb,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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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사에서 철학이라는 관념의 자리를 통시적으로 고짤해본다면 그 

것이 소섹되어옹 근본 이유를 그 외래적 근원에서 찾을 수 있흘 듯하다. 전통 

적 으로 떠 시 아에 는 사고 체 계 와 사상을 의 마 하는 관념 으로서 ‘까 혜 (MY.llPOCTb)’ 

가 존재쩨왔으며， 철학이라는 관념은 러시아에 기독교가 전래원 이후에서야 

비로소 뚱장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기독교 전래 이후의 종교 푼학 텍스트에 

서 최초포 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 철학은 종교적 사산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이해되어 포괄적 사상을 의미하눈 전통적 관념으로λ 의 지혜를 대 

체하지 봇했다는 점이다. 철학이 종교 사상과 논리라는 축소돗 함의를 지닌 

것에 비해 지혜는 인간， 삶， 자연， 신의 영역을 아우르는 진리와 사상을 일컨 

는 말이었고， 이러한 본래적 ‘지혜’와 외래적 ‘철학’ 간의 갈등판계는 이후의 

러시아문화사 속에서 일관된 양상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심지이 철학을 인간 

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논하는 객관적 학문을 지칭하는 {한어로 받아들 

인 현대 러시아의 연구에서도 그러한 자취렐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 

난 사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고대 러시아의 철학에 대한 연구들 이 많은 경우 

고대 러시아의 ‘철학적 사상(lþHJlOcolþcKa>l MblCJlb)’이라는 중립화된 용어를 통해 

‘철학’이라는 어휘의 직접적 사용을 우회해 온 것이 그것이다，3) .까울러 철학이 

독립적으로는 민족 고유의 사상 전체를 함의하기에는 미흡한 관념으로 간주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명백히 서구 유럽적 학문체 세에서 수용된 

철학과는 다른 의미영역을 갖는 러시아인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들에게 철학이라는 펜념이 수용된 

순간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데 이와 연관하여 철학이라는 관념페 대한 현대 

인들의 고정된 시선을 드러내어주는 철학 떤구서들은 그 출발 l 점을 지시해 

주고 있다. 즉 고대 러시아의 ‘철학’ 혹은 ‘철학적 사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 

에서 일관되게 종교 문학서들이나 설교가， 증교 문학가들을 고디 러시아의 철 

학적 사상의 원천이나 사상가로 다루고 있따는 점이다，4) 심오힌 자신의 사상 

3) 예를 들어， 1) M, H, rpoMOB H H, C, K03JloB(19!Xl); 2) B, φ nYCTapHHKOB( ~~OO5) φRπ'Ocoø

CKBJI Mb/Cllb B 얘eBHei1 Pycκ M, 둥이 있다. 

4) 그 예로 10-13세기의 철학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원초연대기(nOBeCTb speMe바없 JleT) 

이나 일라리온 주교(μHT， l1JIapHoH), 네스또르(HeCTOp)， 동굴수도원의 페 i도시(4)eO，llOCHil 

netlepCKHil), 뚜로프의 끼릴(KHPHJlJl TYPOBCKI때)， 블라디미르의 세라피온((‘단panHOH BJla.l\H

뻐pCKH때) 들과 같은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문학과 종교운학가， 설피가들을 철학적 

사상의 주요 사료로 다루고 있다: 1) A, φ， 3aMaJIeeB (1998) BoCTO'lHOCJIaBJlHCKHe Mb/CJlHTellH. 

3nOXB Cpel1HeBeKOBbJl. cn5,; 2) M, H, rpOMOB H H, c , K03JlOB (19!Xl); 3) I~. H, TIIXO싸Ip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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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파하기 위해 철학 이론을 정립한 사상가가 아니라 문학 작가들과 설교 

자들을 사상가로 다루고 있다는 이러한 정황은 자칫 고대 러시아의 사상적 

빈곤함을 드러내는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앞서 언급 

한 러시아 문화사적 특성으로서의 외래적 ‘철학’이 갖는 함의에로 되돌아가 

이해해야할 것이다，5) 즉 철학을 종교적 사상과 연관시켜 받아들인 러시아 문 

화는 기독교 사상의 도입 방식이었던 문자/기록 문화를 그 불가분의 부분으 

로 간주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폭 

넓은 의미에서의 민속적 관념들 외에 체계화된 사상은 기독교 유엽으로 인해 

본격화된 기록 시대의 개화와 더불어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정 

황은 초기 러시아의 사상적 발전의 특이성을 초기 러시아의 기독교 문화가 

갖는 특성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본래적 기독교 문화가 지닌 

매우 강력한 사상성， 서구의 한 시대를 사로잡은 강력한 문화 이념으로 작용 

한 기독교가 지닌 철학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고대 러시아 시기의 철학， 더 정 

확하게는 그 철학적 사상의 발전이 미약했던 것은 초기 러시아에 유입된 기 

독교가 종교 철학적 교리의 전파보다는 종교의 제식적， 실제적 전례화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6) 이는 고대 러시아의 초기 기독교 역 

사에서 뛰어난 교부 철학자가 나타날 수 없었던 원인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 

으로는 당대의 설교가나 종교적 제식을 위한 글을 주로 창작했던 종교문학가 

와 그들의 전례 문헌들이 당시의 기독교적 철학적 사상의 발전을 가늠해주는 

(l9E핑) η'CCKllJ/ KYJ1bTYPll 11-18 BB, M, 

5) 그려한 의미에서 고대 러시아의 철학적 사상의 원류를 전통적 관념이 아닌 종교문 
학으로부터 찾는 일련의 연구에선 그 출발지점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여겨진다. 

6) "이미 19세기에 고대 러시아사가들은 고대 러시아의 사회에 이콘 숭배나 정진， 미 

사와 같은 종교적 제식이 중심이 되는 ‘외변화된 은총’이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아래에서는 기도나 시편에 주술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논문들에서는 고대 러시아의 종교적 삶의 중심에는 신 

학적 연구가 아닌 실제적 수련(강조-필자)이 자리하고 있었던 만큼， 고대 러시아에 

는 뛰어난 철학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단 한 명의 뛰어난 신학자도 없었 

다는 결론을 내 리 고 있다"(8 ， φ. nycTapHHKoB(2005) "l1nefiHble HCTO'lHHKH npeBHepyc

CKofi iþHJlOcOiþCKOfi MblCJlH," φHπocorþCKllJ/ MblCJ1b B 껴þeBHeit Pycκ M‘, c. 7.) 실제로 

11-12세기 러시아의 설교문들을 보면 신학적 차원에서의 교리해석에 관한 설교문 

보다는 교회 전례를 위해 필수적인 설교문( TOp:l<eCTBeH뻐e C JlOBa)이나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종교적 원칙과 덕목 준수를 촉구하는 설교문(Y'lHTeJlbHble 

CJlOBa)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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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오늘날 언급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초기 기독교 문학 

과 철학적 관계의 근간에는 매우 오묘한 연관성이 자리하고 있 1斗. 자기 창작 

을 최소화하고 신의 말씀을 전달하며 보전해야하는 일개 필사기 (nHCel.l)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 고대 러시아의 문필가는 신의 말씀의 전달 l:~구인 문자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그것을 통해 신의 책(성경)을 주해하는 일향의 신의 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I<HJ1)I<HHI<)로서 인식되었다.1) 즉 글을 읽교; 쓰는 능력은 

문자와 닫의 내밀한 의미를 해독하는 것과 직결되었던 것이다. 결국 앓과 지 

식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고대 러시아의 종교 문학과 외래적 사상으로서의 철 

학은 깊은- 연관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게 된다. 

한편 꽉특한 관념 체계플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고대 러 λl 아의 문화/역 

사적 특수상황 외에도 고대 러시아인들의 철학적 관념 형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요소로서 비잔티움 제국과 불가리아 문화에서의 철학 관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독교와 문자문화의 도입과 철학이라는 용어의 등장이 불 

가분의 관계를 맺는 만큼 러시아의 종교문화 문자문화 개화를 위해 초석을 

제공한 비잔티움과 불가리아에서의 철학 관념은 고대 러시아에 원형적 모델 

로 기능했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비잔틴 문화가 외래적 기독 

교 문화의 원형이라면 불가리아의 문화는 비잔티움의 문화가 슬라브인들의 

세계로 유입되는 데 있어 슬라브식 ‘비판적 수용의 프리즙(pel.le H3H$I)’를 형성 

하였으묘로 당대 불가리아에서 통용된 ‘철학’ 관념에 대한 숙지눈 이러한 관 

점에서 매우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8) 아윌러 비잔티움에서 ‘친학’이 어떠한 

함의를 지녔던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동시대 러시아인들에 의해 이해되고 수 

용된’ 비잔티움의 철학에 대한 관념이 무잇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고대 러시아에서 널리 번역되어 읽혔던 비잔티쉰-의 문헌이나 

7) Simon Franklin(2002) Writing, Socieη αld Culture in Early Rw: ,. c. 950-1300, 

Cambridge, pp. 223-228 프랭클린이 지적하고 있듯， 문자와 책을 습 득하는 행위는 
기독교적 권위의 습득으로 이해되었던 만큼 초기 인들에게는 적대적 행위였다. 일 

례로 원초 연대기 988년의 기록에는 블라디미르 대공이 개종이후 ‘평특한 귀족의 

자제들을 불러 문자를 가르쳤을 때， 여전히 범신론적 자연신앙을 낀던 그들의 부 
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울며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nCPJI ， 

T. 1. 2001 , M., CTÓ. 81), 

8) 리하효프는 이를 비잔틴 문화의 ‘슬라브적 비평판(CnaB~HCKa~ peueH3씨 뻐3aHT뻐CKoã 

KynbTYPbI)’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l. C. J1Hxa'leB(1987) Pl1 3BHTHe pyccι oft 까fTepl1 Typbl 

X-XVII BB. H36pl1HHble p l1 60Tbl 8 TpeX TOMaX. T. 1. J1., cc.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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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창작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형적 관념을 바탕으로 고대 러시아 문헌 속에 나타나는 

‘철학’과 ‘철학자’의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비잔티움에서 ‘철학 

자’는 잘 교육을 받은， 혹은 특정 학파의 교육을 받은 계도자， 현자， 나아가 

교육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초기 기독교에서 점차 철학을 신학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성경 텍스트에 대해 주해하는 것을 ‘철학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9) 혹자는 고대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을 철학자로 불 

렀다고 간결히 정의하며 비잔티움에서보다 포괄적인 관념으로 사용되었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10) 그러나 실제 고대 러시아의 문헌들이 드러내는 철학자의 

형상과 철학에 대한 관념은 당대 러시아가 처한 문화적 상황을 통하여 새로 

운 ‘철학’， ‘철학자’ 관념으로 재형성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 

한 수용， 또한 수용자에 의한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고대 러시아의 여러 문 

헌에 나타난 ‘철학’의 함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심지어 상호 대립적인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본 논문은 초기 러시아 종교 문학 속에서 전통적인 지혜 (MYIlPOCTb) ， 지력， 

이성 (YM， pa3YM) , 간교한 꾀 (XHTpOCTb) 등 사고， 사상의 범주와 연관되는 여러 

관념들이 철학과 어떠한 위상을 통해 연관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전통적 

관념들과 철학 관념 간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고대 러시아의 ‘철학’ 

및 ‘철학자’ 관념이 지니는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철학자의 원형-비잔티움과 불가리아의 모델 

러시아인들을 포함한 슬라브인들에게 최초의 ‘철학자’로 자리 매김되는 이 

는 다름 아닌， 슬라브인들의 문자를 창제한 것으로 알려진 몬스딴띤(끼렬)이 

며， 슬라브인들의 문헌 중에 가장 최초로 ‘철학’과 ‘철학자’를 언급하는 문헌 

역시 슬라브어 창제에 관한 문헌이다. 그것은 끼릴 문자의 발생에 관한 짧은 

글인 「흑승 흐라브르의 문자에 대 한 이 야기 (CKa3aHHe 0 nHCbMeHaX 4epHOpH3ua 

9) E. 3. rpaHCTpeM (1970) ''f101.leMY KJIHMeHTa CMOJlJl TH1.Ia Ha3hIBaJlH <qlHJlOCOiþOM> ," TPY/Ibl 

OTpeßa ppeBHepyccKoB ßμTepaTypbl. Cf16., T. 25. C. 24-26. 

10) H. B. f10HμpKo(1992) 3nRCTOAHpHOe HaCßePRH φeBHeB Pycκ XI-XIII BB. Cf16., C.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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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6pa)J 와 끈스딴띤의 생애전인 「성 몬스딴띤의 생애전(lK“THe κOHCTaHTHHa)J 

이다. 이 두 문헌은 모두 고대 불가리아의 창작으로서 「문자에 때한 이야기」 

는 9세기 말-10세기 초의 창작으로 추정되멘 「꽁스딴띤 생애전，은 끈스딴띤 

이 사망한 869년에서 880년 사이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여겨깊다11) 이 두 

문헌에는 모두 슬라브 문자 창제자로서 곤스딴띤의 이름이 언급되며， 이 때 

그에게는 ‘철학자’라는 명사가 수식어처럼 부가된다. 예를 들어 f 끈스딴띤 생 

애전」의 낀 제목 "2월 14일， 성부블 가운데， 슬라브인들의 스장이자 최초의 

계도자이선 우리의 철학자(혹은 그대로 필로소프) 몬스딴띤의 생애와 삶， 그 

리 고 행 적 (MeCjl l.\a φeBpaJUI B 14. lKHTHe H :l<H3Hb H rrOllBHrH , H:I<e BC CBjl TbIX OT l.\a 

HaIllero KOHCTaHTHHa φHnoco~a ， rrepBoro HaCTaBHHKa H yqHTenjl CnaBjlHCKOrO 

Hapolla)"에서 드러나듯 꽁스딴띤은 ‘철학자’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 때 주의해 

야할 사실은 텍스트에서 그에 대한 지칭이 일반적인 성자전에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 CBjlTOH KOHCTaHTHH -- 과 달리 일관되게 철학자 

(φHnoco~)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끈스딴띤에 대한 규정어 

인 ‘φHJ10C()~’가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끼릴 문자를 창제한 곤스만띤을 지칭하 

는 고유 병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자면， 

제목에서 문제의 부분은 철학자 곤스딴띤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파， ‘곤스딴띤 

필로소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2) 이렇듯， 곤스딴띤에게 있어 ‘필로소프’가 

고유명사화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의 행상이 초기 러시아인들에게 철학 

자라는 낯선 존재에 대한 일종의 대표적 또델로서 자리 잡았E리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꽁스딴띤의 일생을 통시적으로 기술하 

고 있는 생애전에서 어느 지점부터 그를 ‘철학자’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점 

이다. 생애전 텍스트는 꽁스딴띤에게 바치는 작가의 짧은 헌사 이후 그의 출 

11) r문자에 대한 이야기」의 창작 연대와 작가인 흑승 흐라브르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단 그는 끼렬과 메포지의 제자이거나 끼떤 문자의 창제 

이후의 인물이면서 슬라브 세계의 초기 문자 상황을 기억하는 인물띤 만큼 일단 9 
세기 밀 -10세기 초의 승려로 추정되고 있다(CK838HHJ1 0 H8 'l8J1e CJ18ι뻐CKol1 I1HCb

MeHHOC 1"H. M., 1981, CC. 10, 174). 
12) 이는 두 문헌에서 모두위의 책에 실려 있는 「곤스딴띤 생애전」을 삼펴보면， 끈스 
딴띤은 단 한 번 "KOHCTaHTHH φHJIOCOiþ"로 지칭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φHJIOCOiþ’ 

이다. 이 텍스트의 인쇄본 간행자인 5. H φJIOp~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 

제 고대 슬라브어 펼사본에서는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까고， 몬스딴띤 

을 지칭하는 ‘φHJIOCOiþ’의 첫 @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고유명사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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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부터 출발하는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가 성장하기 이전，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에서 곤스딴띤은 “소년"(MaJIbQHK)이나 “그"(OH)와 같은 대명사를 통 

해 지칭된다.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에서 끈스딴띤은 신심이 두럽고 지혜로운 

자로 묘사되는데，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스스로 신의 종이 되기를 기 

도하는 순간 종결된다. 이와 동시에 끈스딴띤은 비잔틴의 수도인 콘스탄티노 

플로 향하여 그곳에서 수학하게 되는데， 이 때 그가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분야에 대한 서술이 몹시 홍미롭다. 

“짜리그라드(콘스탄티노플-필자)에 도착하자 선생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보 

내졌다. 세 달 만에 모든 문법을 배우고 다른 학문들을 시작해， 호머와 기하학 

을 공부했고， 레프와 포띠이에게서 변증법과 모든 철학의 가르침을 배웠고， 나 

아가 수사학과 산학(算學) 천문학과 음악 둥 다른 모든 그리스 학문을 사사했 

다. 다른 그 어떤 학생도 그(몬스딴띤-필자)처럼 공부하진 못했는데， 근변함에 

다 더해 한 학문이 다른 학문의 학습을 돕게 되는 속도가 결합되어，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다"(Kor Ila )((e n 

pHmeJl B Uapbrpall, OTllaJlH ero y'!HTem!M, '!T06b! y'!HJlCl!, 11 B 3 MeCl!ua OBJlalleJl 

Bcefi rpaMMaTHKofi H 3a HHb!e B3 l!J1Cl! HayKH, Hay'!HJlCl! )((e H rOMepy, H reOMeTpH 

H, H Y }]bBa, “ y φOTH꺼 마!aJleKTHKe ， H BceM iþHJlOCOiþCKHM y'!eHHl!M, a CBepx TO 

ro H pHTopHKe, H apHiþMeT싸<e ， H aCTpOHOMHH, H My3h1Ke, H BceM npO'!HM 3 J1J1HHCK 

HM y'!eHHl!M, 11 TaK H3y'!HJI HX Bce, KaK He H3y'깨JI HH OIlHH H3 HHX, TaK KaK CKO 

pOCTb C npHJle)((aHHeM CJlHJlaCb, nOMOral! OIlHa IlPyrofi, '!eM COBepmecTBy~TCl! Hay 

KH H HCKyccTBa).l3) 

신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그가 배운 것은 성경과 교회의 신학이 아닌， 산학， 

지리학， 수사학， 천문학， 음악 등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 전통(3JIJIHHCKHe YQeH깨) 

의 학문이었고， 그 속에 철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학이 그리스 전통의 것이 

라는 관념은 「문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언어가 나뉘 

듯 지식도 각 민족들에게 배분되어졌고， 이 때 철학은 그리스인들의 것으로 

인지되었다. 

“말이 나뉘었듯， 여러 민족들 간에는 도덕률과 습속， 규칙， 지식들도 그처럼 

나뒤어졌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측지술이， (…)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하늘과 땅，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적힌 신성한 책들이，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문법과 수사학， 철학이 할당되었다(강조-필자)，"(TO l<aK 

13) 앞의 책， c,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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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DeneHW 6wnH R3μJ<H ， TaJ< lI:e pa3DeneHW 6WÆI Mell:Dy pa3HWMH HapO [laMH HpaBW 

H 06뻐aH ， yC TaBW H 3aJ<OHW H 3HaHHR: erllllUHaM 3eMneMeplle("') eB며RM :I<e -

CBRT빼e I<HllrH, B J<OTOpWX HallllcaHo, I< a I< 60r COTBoplln He60 11 3eμTIIO ， H Bce, 

'ITO Hll Heìl, H 'IenOBe I< a, H Bce 1I0 1I0pRDJ<y , J< a J< HallllcaHo, a rpe I< aM -

rpa뻐lLTHICa， pHTopHICa, φHJlOCOIþHJI.)14l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유대인들의 ‘칭스러운 책’틀 

간의 변별성이다. 고대 러시아에서 철학이 종교적 전통과 밀접하깨 연관된 것 

을 생각한다면， 성서의 이야기를 다른 ‘성스러운 책’들의 지식과 철학은 어떠 

한 차이를 가진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꽁스딴띤의 수학 과정에 대한 이 

야기 속에 나타나 있다. 

우선 ‘소년’으로 호칭되던 꽁스딴띤은 앞서 언급한 “문법， 호머， 기하학， 변 

증법， 철학， 수사학， 산학， 천문학과 음악 등 다른 모든 그리스 1꽉문”을 수학 

한 이후에 처음으로 ‘철학자’로 명명된다. 즉， ‘철학자’이게 한 지식은 신학이 

아니라， 세속 학문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임쓸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 

과 신학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로고페뜨가 그(몬스딴띤 필자)의 그런 포습을 보게 되자， 자선의 집을 

다스궐 수 있는 권력과 황제의 궁전을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 :1:: 록 했다. 

하루는 문득 그에게 이렇게 불었다. ‘철학자(강조-필자)여， 철학띠 도대체 

무엇인까?’ 몬스딴띤이 자신의 영묘한 지혜(강조 필자)로 곧바로 더답하였다: 

‘신의 창조물과 인간의 물(物)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창조주익 모습과 

형상임을 가르치므로， 그만큼 인간은 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그때부터 

그를 더욱 총애하여 그토록 위대하고 정직한 사람인 로고페뜨는 언깨나 모든 

것을 불곤 했다. 그(몬스딴띤-필자)는 몇몇 단어에 섬오한 뜻을 담아 철학의 

가르침을 로고페뜨에 게 가르쳤다 .. (KorDa yB때en nor때eT ， 'I TO OH T<lJ<OB , Dan 

eMy BÆ1CTb HaD CBOIIM DOMOM H 6e3 60R3HII BXODIITb B uecapCI<“e rranaT삐. 11 

ClIpOCIIJ[ ero ODHall:DW, rOBopR: ((φκ1I0COlþ， XOTen 6μ R y3HaTb, '[TO eCTb 

빼J10COφHJI?>> OH lI:e (CBOIIM) HCKycH뻐 yNON cpa3y OTBeTlln: “ 3HaH'찌e Bellleìl 

60ll:eCTEieHHWX 11 'IenOBe'leC I<IIX, HaC I<OnbI<O MOll:eT 'IeJlOBe I< lIpll6nll311TbCJI I< 60ry, 
'ITO y 'lHT 'IenOBe I< a DenaMII 6b1Tb 1I0 06pa3Y 11 lIoD06싸o COTBopllBrnero '， I~O." 11 OT 

3Toro (BpeMeHII) e띠e 60nbrne B03A1oÕlln ero H 1I0CTORHHO c lIpa뻐saJI ero OÕ。

BceM CTonb Benll I<lIìl 'IeCTHwìl M싸<. OH lI:e lIoy'laA ero 빼nocoiþC I< OI'~i y'leH때， 

113nOll:IIE rny60I<lIe MbICnll B HeMHorllX cnoBax) .l ~jl 

14) CKB3BHlUl 0 HB I.fBJ1e CJ1BBJlHCKOH nnCbMeHHOCTlf. M., 1981, 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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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철학은 곧 신의 창조물과 인간의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신학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자 

신의 형상과 흡사하게 창조한 만큼 그러한 지식을 통해 인간은 신을 깨닫고 

신에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력의 결과물로서의 철학은 

신학에 대하나 유용성의 측변에서 철학은 다시 신학적 사유와 조우하게 된다. 

결국 철학은 신학 바깥의 영역에 처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학문 

이지만 그것이 신의 섭리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 봉사하는 한， 철학은 신학 

에 의해， 종교의 척도에 의해 배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철학은 신 

학적 견지에서는 해로움도 이로움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 

은 존재였던 셈이다. 이렇듯 철학적 배움을 통하여 신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된 끈스딴띤은 이후 당대 유명한 이교도， 까프까즈의 까간， 유태인 둥 그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이들과 논쟁적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 정 

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아울러 자신의 지식을 통 

해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 끼렬 문자를 창제하는 것에서도 드러 

나듯 매우 신실한 성자로 형상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잔티움에는 세속학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 

었는데， 세속학문을 ‘높은 경지의 지혜 (BbIC IIla.ll MYllPOCTb)’를 잘 받아들이기 위 

한 조건을 갖추는 펼수 선행과정으로서 생각한 그룹과 이를 신의 영묘한 지혜 

를 인식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단정한 그룹이 있었다고 한다 16) 이 때 

끈스딴띤이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에서 사사한 포띠이와 례프는 전자의 그 

룹에 속해 있었고， 몬스딴띤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 

다. 즉 곤스딴띤이 슬라브 세계의 최초의 철학자로 명명되었던 것은 그가 단 

순히 슬라브인들의 문자를 정립한 공로로 ‘철학자’라는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니 

며， 그의 교육， 철학적 입장 등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속세의 학문으로서 철학이 신학의 대척점에 있는 인간적， 지상적 지혜의 산 

물인 만큼， 철학은 신학에 위배， 또는 ‘무관’한 분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러시아인들에게 최초의 철학자로 인식된 꽁스딴띤의 모델을 통해 적어도 러 

시아에서 뛰어난 철학자는 뛰어난 교부， 성자로 인지될 수 있었고， 신학에 보 

조적이며 유사 신학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관념이 러시아인들의 사고 속에 최 

15) 앞의 책， c. 73. 

16) CKa3aHHJI 0 Ha!.{aJ1e CJ1aBJlHCKoft nHCbMeHHOCTH, M., 1981,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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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원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치예프 루시의 

시대에 이미 콘스탄티노플과의 직접적인 신학적 교류가 많았던 만름， 신학과 

철학 간익 대립성을 지지하는 논리를 견치하는 러시아인들이 1갔을 수 밖에 

없었고， 씨러한 양가적 태도는 이후 초기 러시아 종교 문학 속에서 지속적으 

로 드러나게 되면서 혼돈을 야기하게 된다 17) 

3. 러시아적 수용의 사례 

3. 1. ‘첼학자의 말’ r원초연대기 j 

고대 러시아인들의 철학과 철학자에 대한 이중적 관념은 「원것-연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원초연대기」에는 몇몇 철학자들이 등장한마. 912년에는 

마법사의 예언처럼 자신의 애마에 의해 죽눈 공후 현묘한 올렉 (1319빼어 QJIer)의 

이야기에 이어 그리스의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사람들을 위해 

선한 마법을 썼던 아뿔로니 띠안스끼 (AnOJIJIOH깨 THaHCKHil)의 일화가 

소개되면서 이러한 마술이 많은 경우 악마의 작용에 의한 것샤로서 인간을 

해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때 아빨로니가 맹목적으로 마법에 빠진 

17) 이런 판점에서， 관스딴띤 펄로소프의 실제 행적 속에서 그가 러시까 문화에서 철 
학자로서 폭넓게 자리매김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하는 뿌쓰:따르니꼬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뿌스따르니꼬프는 끼예프 루시가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 몬스딴띤의 독특한 철학적 사유가 당대에 매우 유행했을 이유가 없다고 평 

가하면서， 고대 러시아의 철학적 사유에 끼 친 그의 역할을 평하했냐. 물론， 그는 

고대 려시아의 철학적 사유의 발전과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낀 사상적 근원 

을 찾았던 만큼， 자신의 견지에서는 생애전 텍스트 속에서 꽁스딴젠의 철학주의， 

혹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 구체적 변모가 그 어떤 형태로 루시에 얀、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관스딴씬의 형상은 고대 리시아에 존재했 

던 다양한 철학적 사유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행해져야할， 고대 러 

시아인들의 사유 속에서 철학과 철학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딘가 하는 본래 

적인 푼제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이할 부분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측 

면에서 관스딴띤이 끼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B. 0 nyCTapHHKOB 

(2005a) "HlleAHble HCTO'lHHKH IlpeBHepyccKoA φHJlOCO꺼CKO MblC JlH," ψ 1fJlOcoIþCKaJf M 

blCJlb B l1peBHeit PyCH. M., cc.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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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초연대기」의 작가 

네스또르는 철학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다: “아뿔로니는 마법적 요술에 매우 

능했으나 현명한 그는 결코 철학적 교묘함에 광분하여 빠져들지 않았다"(51KO 

TO TaKOBbI다 ropa3Hb 6bICTb BOJllIle6HbIMb rrpeJlmeHHeMb, .lI KO BOHHy 3a3p.lllIle BeJlbIη 

ArrOJlOHHH, .lI KO HeHCTOBbCTBeH Ha C.lI 뻐J10COrþbCKalO XHTpOCTb HMYlIla.)18l 즉， 

철학은 신묘함(XHTpOCTb)과 같은 다소 악마적 능력이나， 신성모독적 묘술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인간의 독자적 자기 사유의 결과물로서의 철학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판단 능력을 갖게 된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었던 셈이고， 이는 곧 신의 질서와 섭리에 대한 인간적 도전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초연대기」에서 마술을 부렸던 

아뿔로니를 철학적 교묘함에 광분한 배덕한 존재와 동일시하지 않고 애써 

변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의 사도들이나 성자들 역시 드물지만 예언의 

능력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철학적 교묘함/마술이 유용성과 기능적 측면에서 신학과 신의 섭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을 드러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초연대기」의 986년 항목에는 루시 땅에 각각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사신들이 블라디미르 대공에게 다녀간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슬람교의 사신들은 “마호메트 교의 불가리 아인들(60JlrapbI MarOMeTaHCKO인 BepbI)" 

로서 자신들이 직접 이슬람교의 이로움을 말하며， 교황이 보낸 “로마에서 온 

사람들(HH03eMllbI H3 PHMa)"로 표현되어 있는 가톨릭의 사신들은 교황의 입을 

빌어 블라디미르에게 가톨릭의 교리를 설파하며 “네게 교황이 이르길: 너의 

땅은 우리 땅과 마찬가지이나 당신네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빛이기 때문이다(TaK Te6e rOBO띠T rrarra: 3eMJI.lI TBO.ll 

TaKa.ll )j(e , KaK H HaIlla , a Bepa BaIlla He rroxo)j(e Ha HaIlly , TaK KaK HalIla Bepa -

CBeT.)"라고 말한다， 유대교에서 온 사신들은 “하자르의 유대인들(xa3apCKHe H 

YJleH)"로서 자신들의 신과 방랑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 이들은 블라디미르와 

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가 지니는 교리와 우월성을 납득시키는데 모두 

실패하는데， 블라디미르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쉽게 거절의 이유를 찾아낸 

다. 이러한 여러 사신들 끝에 가장 마지막에 그리스로부터의 사신이 도달하는 

데， 그의 존재는 텍스트에서 그는 철학자로 명명되며 “그 후， 그리스인들 

18) "nOBeCTb BpeMeHHhlX JleT ," EH6.刀HOTeKa .J1HTepa Typbl 껴þeBHeη PyCH. T. 1, cn6. , 1997, 

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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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블라디미르에게 철학자를 보냈다(3aTeM npllC J1aJ1ll rpeKll K BJ1é1 llllMllPY 빼J10C 

o@a)” -, 실질적인 정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매우 긴 대화를 통헤| 블라디미르 
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철학자로서 그의 존재는 다른 종교의 사신들에 비 

해 매우 꼭보적이며， 네스또르는 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서뀔-태도를 견지 

하고 있는 듯 여겨진다. 흔히 ‘철학자의 말’(Pe뾰 IþllJ1ocolþa)19l로 명병되는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에서 온 철학자는 우선 블라디미르에게 찾아았던 여러 종 

교들의 진실하지 못함에 대해 논박한 후， 이후 기독교의 기본적띤 교리를 창 

세기로부터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 출애굽기 등의 구약의 

이야기와 예수강림에 대한 여러 예언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통해 실현된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 설파한다. 블라디미르 대공과의 문답 형삭으로 진행된 

이 대화에서 모든 블라디미르의 질문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향하 

며， 이에 대해 철학자는 간결한 말로써 성서 속의 이야기들을 텅원해 대답하 

고 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학적 문답의 형식을 갖는 이 대짜 속에서 철 

학자는 신학자와 같은 태도플 드러낸다. 또한 논쟁적 기독교 전~):자로 형상화 

되는 철학자의 모습은 철학자 성 끈스딴띤을 연상케 한다. 몇및익 연구에서 

이 부분이 비러시아 슬라브 지역， 정확하게는 불가리아로부터 친래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과 무판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찌) 신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학문인 신학과 인간 인간의 창작인 사물에 대한 학문인 

철학이 만들어내는 대립구도 속에서 비신학적인 존재여야 할 친학자의 형상 

이 지극히 선학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은 꽁스딴띤 편로소프를 통 

해 생성된 철학자， 철학에 대한 이중적 관념이 이후 고대 러시아 문화 속에서 

재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성 꽁스딴띤의 생애전」과 「원초띤대기」에서 나타나는 신학과 철학 

간의 평화롭지만 아슬아슬한 조우는 근원적인 지점에서 여전히 갈등의 요소 

를 갖고 있었고， 이는 이후 다른 텍스트틀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3.2. 끌리멘뜨의 서한 

초기 러시아의 종교 문학 작품 중 철학과 철학자의 문제가 까장 표면화된 

19) 앞의 책， CC. 132-152. 

20) M. H. THxoMHpoB(1968) HCTOPHJl 뼈JTOCOrþHH B 5 T. T. 1, M., 1968. cc.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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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끌리멘뜨가 스몰렌스끄의 포마에게 보내는 서한(nOcnaHHK KnHMeHTa 

K CMOneHcKoMy φOMe)J을 꼽을 수 있다. 끌리멘뜨는 끼예프 루시의 야로슬라프 

에 의해 촉발된 탈비잔틴 기획의 일환으로 일라리온 대주교(MHT. liJIapHOH)에 

이어 러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대주교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서， 대주교로 추 

대된 해인 1147년의 연대기 기록에는 “그 이전 러시아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문필가이자 철학자”로 소개되어 있다.21) 끌리멘뜨에 대한 

연대기의 중립적 서술에도 불구하고끌리멘뜨의 서한」은 그 서두에 드러나 

있듯， 끌리멘뜨의 ‘철학자연’하는 태도에 대한 포마의 비난에 대한 해명서이 

다 

“내게 말하길， ‘겉멋에 절어 글 쓰며， 스스로 철학자인체 한다，’ 그리고 제 

스스로 드러내길: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썼는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내게 말하길， ‘철학자인양 쓴다’， 정말 억울한 것은 

마치 내가 숭엄한 글(성서-펼자)을 버려둔 채， 그리스의 간교함을 찬양하며 

호머， 아리스토탤레스， 플라톤 둥의 글을 인용하며 쓴다(강조-필자)고 네가 

말하는 것 이 다."(Pe'lemll MII: ((CJlaBllmIlCJI , llllma, IþIlJlOCOIþ CJI TBOpJl>>, a nepBlle CaM 

CJI OÔJIII'laemll: eraa K Toôb '1TO IlllCaX, Hb HII nllcax, HII nllCaTII IIMaM. A pe'le띠H 

뻐 ((tHJIOCO빠ell nH.e.H>>, a TO BeJ뻐11 KpllBO nllmemll, a aa OCTaBJlb a3 

nO'lIlTaeMaa nllCaHlla, H3 nHCaX OT OWHpa, H OT APHCTOTeJUl, H OT IlnaToHa, 
Hze 80 eJIHHbCKKX 뻐pbx CJIa8Hb õb.a).껑) 

21) “그 해에 이자슬라프는 끌림 스몰랴티치를 자룹으로부터 데려와 대주교에 
앉혔는데， 그는 고행계를 받은 흑숭이었으며， 러시아 땅에서 유래 없는 문필가이자 

철학가였다(B TO %e J1bTO nOCTaBII H3 J1 CJlaBb MIITpOnOJlIITOMb KJJIIMa CMOJlJlTII 'Ia BWBelIb 

113b 3apyôa, ôb ÔO '1epHOpIl3e'lb CKIIMHIIKb 11 ÔμCTb KHII%HIIKb 11 IþIlJlOCOlþb, TaKb JlKO%e 

B PyCKOl\ 3eMJlII He ÔJlmeTb)."(l7o.nHOe COφaHHe pyCCKHX .neTOI1HCei/. T. 2. 찌laTbeBCKaJl 

J1eTOnIlCb), M., 2001. CTÔ. 340. 

22) "nOCJlaHlle KJJIIMeHTa CMOJIJITII 'Ia ," BH6.nHOTeKa .nHTepaTypu ßpeBHei/ pyCH. T. 4, cnô. , 

1997, c. 119. 한편 텍스트 내적 증거들에 의해 이 서한은 끌리멘뜨의 창작임이 명 
백하나， 그 최초의 창작본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려 아파나시 

(AlþaHac lIl\ MHIIX)에 의해 재구성된 형태로 전해진다. 그러나 뽀늬르꼬(H. B. nOHblpK 

이에 따르면， 텍스트 징후들에 의해 추정하건데 끌리멘뜨를 교회 문학의 권위로 받 

아들였을 세대임이 분명한 만큼 아파나시는 12후반-13세기에 생존한 인물이라 추 

정되며， 따라서 끌리벤뜨의 텍스트에 그가 가한 수정이나 재편집은 끌리멘뜨의 본 

래 서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 간주된다. 실제로 현 

재까지 전해져오는 세 필사본들에서 모두 의미상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어긋난 

문단들이 존재하므로， 뽀늬르꼬는 자신의 연구서에서 원텍스트로의 재구를 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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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의 비난의 핵심은 끌리멘뜨가 철학자를 가장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가 성서를 인용하지 않고 호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또다시 신성한 

신학과 세속학문으로서의 철학 간의 대립 구도이다. 한편， 여기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포마의 비난이 그것의 신성모독성에 있지 않고， 끌믿 벤뜨의 허세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즉， 철학과 철학자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마법적 교묘함과 감은 반신학적 

세속적 분야에 입지하는 것보다는， 지식의 넓음을 현학적으로 괴사하는 일종의 

허세 - 초기 러시아의 정교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죄 의 한 종류인 

- 의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끌리벤뜨의 해명은 첫째， 자신의 성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드러내고， 둘째， 자신의 허영에 대한 자기 반문과 항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서한에는 성서의 다양한 이야기 - “혹은 모세가 쓴 

창세기를 읽겠다"(Anle Jlli nO'lHTalO 5bITHìtCKblX KHHrb 60rOBHJllIa f10HCH.lI) - 와 

그것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주해 “성경의 의미를 세밀히 이해하려 해야 하는 

것 아니 던가"(HbCTb JlH Jlbno nblTa TH nOToHKy 50*eCTBeHblX nHCaHHfl '1 ) - 가 주를 

이루며， 그가 비난 받은 허영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물유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솔로몬의 말-필자) 역시 영예룹 쫓아 쓴 것인가7" (A TO CJlaBbl *e 

Jlli Hllla mlIlleT7), “이(모세의 말 펼자) 역시 허세를 위해 읽는다는 말인가"(HH JlH 

Toro no패TaTH TlIleCJlaBHa pa.1m7), “이것도(성경의 이야기를 우화적프로 이해하는 

것-필자) 허 영 인가7"(Erlla TlIleCJlaBHe H TOH eCTb7) , 한편， 끌리 멘뜨는 자신이 

그러한 그리스 철학자들을 인용한 것은 승려들을 향한 글이 아니라 공후와의 

서신에서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서한에는 그리스 철학에 대딴 지식 대신 

성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 창세기， 시편1 잠언， 레위기， 다니덴， 요한계시록， 

요나， 4대 복음서， 로마서， 고린도서 등-와 세상 만물의 신비를 신꽉적 견지에서 

설명한 「요한 엑자르흐의 6일기(천지창조) (HIecTollHeB 110aHWl 3K3apxa) J, 

r생리학자(φH3HOJlOr)J과 같은 종교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글에서 철학자연하는 태도와 허세로 민삭된 것일까? 

끌리벤뜨까 말하듯， 그를 비난한 포마의 스승인 그리고E 를 비롯하여 

끌리멘뜨까 알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이 이띠 그리스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철학자의 오명을 씌운 것 

이 문헨을 출판하고 있다(H， B, nOHblpKo (1992), CC, 114-123) , 그러 나 여 기 서 는 일 반 

적으로 고대 문학 선집에서 출판되는 필사본에 기록된 원형태로 인 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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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는 않다.23) 

“무엇을 내가 철학식으로 썼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사도， 

성스런 제자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은 신의 왕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우화에 담긴 비밀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대여， 내가 

사람들애게서 영광을 찾는 철학(강조-펼자)인가?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묘사할 때， 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내게 이 아이르 공후의 딸은 어떤 

의미인가?’， 영적으로 물어보니 내게 답하길， ‘이것 저것 모두이다’ 가나안인의 

딸은 내게 무엇인지 난 영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말의 뜻을 찾는다."(Iho IþHJlOCOlþbD llHCaX, He CBbMb! XpHCTOC peKJIb 

CB5I TbIMb y 'leHHKoM H anOCTOJlOMb: <<BaMb eCTb lIaHO BbllaTH TallHbI l1apCTBHa, a 

npO'lHM Bb npHT'IaX>>. To J1H, J1IOÕHMH'Ie, iþHJlOcoiþba, elOlI<e CJlaBbI H띠Y OT 

'1eJlOBeKb? 

CnHcalO~HM eBaHreJlHCTOM '1lOlIeCa XpHCTOBa, xo~y pa3yMbTH npbBOllHb H 

lIyXOBHb. <<4TO MHb lI~ep싸o AHpa I<H 5I 3꺼?>> - npamalO npbBOllHb, H pe'leTb MH: <<T。

H TO eCTb>>. 4TO MH lI~epHIO XaHaOHblH5I, Hb xomy yBbllarH lIyXOBHb. 니TO MH 

KpOBOTO'lHBOIO, HO H~y CHJI삐 cJIOB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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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은 끌리멘뜨와 포마의 서로 다른 철학에 대한 태도를 엿보게 

해준다. 즉， 끌리멘뜨는 포마가 비난하는 자신의 ‘철학자연’하는 태도가 다름 

아닌 ‘우화(HHOCKa3aTeJlbHO)’를 통해 ‘영적으로(.IlYXOBHO) ’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강변하며， 아울러 우화를 통한 신비로운 진실에의 

접큰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예비된 것임을 성경(마태 13:11, 마가 4:10, 누 

가 8:10)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 성서에서 성스러운 비밀이 예수의 제자와 

23) 끌리멘뜨의 언급 중에는 다음과 갇이 당대 교회 승려들의 교육 및 지적 풍토를 

암시 해주는 부분이 언급되 어 있다 "fpHropHìI 3HaJlb aJliþy, 51KOll<e H TbI, H BHTy 

nOllOÕHO, H BCIO 20 H 4 CJlOBeCb rpaMoTy. A CJlblmHm TbI, 10 Y MeHe My*H, HMlI<e eCMb 

caMOBHlIel1b, HlI<e MOll<eT ellHHb pe~H aJliþy, He pe l<Y, Ha CTO, HJlH lIBbcTb, HJlH TpHCTa, 

HJlH 4-cTa, a BHTy TaKOll<"("nOCJlaHHe KJII깨1M써싸싸u싸~‘‘빠’ 

aφ'peBHei? Pyc.대Mκ: T. 4, cnõ. ,’ 1애997’ Cι. 1퍼34예). 그리스어 문자로 여러 문구를 이야기해내는 

이러한 연습은 그란스뜨렘의 분석에 따르면 비잔티움에서 세속학문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를 통한 언어유회의 일종으로 ‘cxellorpa빼51 (OXEDOVp때ta)’로 

불리 던 것 이 라 한다(E. 3. fpaHcTpeM(1970), CC. 21-23). 

24) "nOCJlaHHe KJlHMeHTa CMOJl꺼 TH'I a，" BH6JIHOTeKa JIHTepaTypu lJpeBHei? PycH. T. 4 , cnõ. , 

1997, C‘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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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 혜에는 우화의 형태로 주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1러한 이유로 

그 자신이 단어의 숨은 의미 내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찾그 .. 자 하는 것이 

라고 말하며 그것이 결코 허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님을 강변한다. 이는 끌리 

멘뜨가 자각하듯， 그가 철학을 통해 허세를 부린다는 비난의 본젤은 성경이나 

종교 텍스트가 갖는 갚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그가 즐겨하는 사용하는 비 

유적 주해법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끌리멘뜨가 쓴 서 판의 대부분은 

성서 속 사건에 대한 비유적 주해의 옳음을 논증하는 것에 바쳐셔 있다. 

한편 그의 이러한 해명 속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철학’과 성서에 대한 ‘영적 

인 이해나 우화’ 간에 설정되는 대립관계이다. 즉， 끌리멘뜨는 ‘영적’인 이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해석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대기 

속에서 ‘첩학자’로 서술되는 끌리멘뜨 역시 신학에 대한 접근템으로서의 ‘철 

학’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악마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끌리멘뜨가 선조 

인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한탄하는 것도 산적 현묘함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경건한 노력이 아닌 오딴한 간계함을 경계히는 의미로 이 

해할 수 있다.엉) 

그렇다면 끌리멘뜨가 주장하는 신의 전래에 도달하는 우화걱이며 영적인 

주해법은 무엇이며， 왜 포마를 비롯한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의 내상이 되었을 

까? 

“솔화몬에게 가까이 다가가 우화로 말했다: (…) 또는 ‘영묘한 지혜가 내게 

사원을 세웠고 일곱 기둥을 정초했다’ (…) 이에 대해 솔로몬까 말하길， 

‘영묘한 지혜가 내게 사원을 세웠다’에서 영묘한 지혜는 신성이띠， 사원은 

인간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실한 신인 그리스도는 사원에서 j 쉽 순결한 

우리 성모로부터 받은 우리 몸에 정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고 ‘일곱 

기둥을 정초하다’는 우리 성스런 교부와 신의 체득자의 일곱 서l 계회의를 

뜻한다 (TOp4HBb 6J1a:l<eHHOMY COJlOMOHy, peKYIllY Bb npHT'laX: 1''') I1J1H: 

<<npeMY,llpOCTb C03tla ce6b XpaM H yTBeptlH CeMtlb CTOJlllOB>>. (-. ‘ ) Ce 60 

r J1arOJl8Tb COJlOMOH <<lIpeMytlpOCTb C03tla ce6b xpaM>>: lIpeMytlpoCTb eCTb 

50:l<eCTBO, a xpaM - 4eJlOBe4eCTBo, aKH BO xpaM 60 BCeJlHCJI Bb l.noTb, lO:I<e 

lIpHJlTb OT lIpe4HCTbla BJlatl꾀1까111a Hamea 50ropotlHl1a HCTHHHbllí HaUll, XPHCTOC 

25) ’'11 1I0CMOTpH’ KaKHMH CJlOBa뻐 J1bCTHBb뻐 1I0 tlYwaeT ee H 1I0tlBHraeT, H 6blC‘ Tpy COTBOpJleT 

Ha tleJlO BKymeHHJI. rOBOpHT elí" ECJIH BKycHTe OT tjpeBa, 6ytleTe KaK 5.: r pa3써elO마IMH 

3J10 H tl06po". (…) TOT4ac lIP뼈때3HJ1aCb K tlpesy H 6b1CTpO BKycHJla H My*y tlaJIa. YB비 

뻐e， HeMolllHoMY, lIpaOTl1b1 MOH CbeJIH lIJIOtl H CT aJlH HarH!"(앞의 책， c.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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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b A e:l<e <<yTBeplIIIBb 7 CTOJlnOB>> - cllpb4 7 COÕOPOB CB5ITbIX 11 õorOHOCHμ 

HamllX OTel.lb).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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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은 끌리멘뜨가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 주해의 가장 대표적 사례 

이다. 잠언 9장 1절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혜가 짓는 교회와 일곱 기둥>에 

대한 구절을 끌리멘뜨는 알레고리적 비유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각각 신성과 

인성， 7개의 세계회의에 모인 성자들과 신성한 교부들로 해석한다. 끌리멘뜨 

의 서한의 대부분은 성서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로 가득하며，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들은 이후 키렬 투롭스끼로 계보를 잇는 고대 러시아의 알레고리-우화적 

기법의 효시로 규정되기도 한다.잉)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이러한 주해가 그 성 

서나 종교서 (C BJlTble rHII띠)의 권위를 빌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끌리멘뜨의 서한을 사료학(HCT04HHKOBellHHe)의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에 의하 

면， 이 글에는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교리 문답서 (BonpOCbI H 

OTBeTbI)의 형식을 띈 당대의 문헌들이 차용되어 있는 만큼， 주해 자체가 끌리 

멘뜨의 개인적 창작인 것은 아니다.잃) 심지어는 끌리멘뜨가 철학자인체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의 이유가 되었던 호머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대 

한 인용마저도 그가 차용한 교부의 종교주해 속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잃) 만약 끌리멘뜨가 그의 주해들을 정교회 교부를 직접 인용하며 작성했 

다면， 아마도 그러한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가 

과거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신의 해석인 것처럼 침묵한 것에 있는 것 

이다. 즉， 다시 말해 부정적， 악마적 철학과 신학으로서 영적 비유적 주해의 

26) 앞의 책， c. 120. 

27) H. K. HIIKoJlbcKlln(1892) 0 J1HTepaTypHblx Tpy;:WX MHTpOIlOJ1HTa KJ1HMeHTa CMOJ1Jl THtfa, 
IlHCaTeJ1Jl 12 B. cnõ. 참조， 한편 끌리멘뜨의 이러한 태도는 비잔티웅의 정교회 유파 
중 성서에 대한 알레고리적 주해를 지향했던 알렉산드르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서 실상 끌리벤뜨의 서한 전체가 알레고리적 성서 주해법에 대한 방어적 논증에 

해 당한다고 지 적 되 기 도 한다(H. B. nOH꾀pKo(1992) ， c. 96). 

28)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말의 학자 니꼴스끼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H. K. HII

KOJlbCKIIH(1892), CC. 6-63). 한편 뽀늬 르꼬는 니 꼴스끼 의 지 적 으로부터 출발하여 끌 

리 멘뜨의 서 한이 "113õoPHIIK", "CJlOBeCa 113ÕpaHHa5l", "KHllra TOJlKOBaHlln HII때Thl I1pa

KJIl깨CKoro Ha 16 CJlOB rpllrop뻐 BOrOCJlOBa"와 같은 당대의 종교서틀을 차용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H. B. nOHhlpKo(1992), CC. 97-114). 

29) 앞의 책， c.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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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성서와 종교서라는 권위에의 성설하고도 겸손한 귀속어 있으며， 자기 

화한 지식의 과시는 허세이자， 철학적 오만으로 이해된 것이 따. 끌리멘뜨의 

서한에 나타난 우화적 알레고리 기법이 이후 고대 러시아 종교문학의 전통적 

기법으로 자리잡되， 이 기법이 12세기 끼예프 루시의 도시 뚜il~ 프의 주교 끼 

렬에게서 관찰되는 바처럼 인용에 의한 성실한 주해와 강박적이리만큼 철저 

한 사료 표현을 통해 보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r: -. 아울러 끌려 

멘뜨에 꾀해 부정되었던 ‘철학’과 도마에 꾀해 비난되었던 끌리멘뜨의 ‘철학’ 

도 동일한 것으로서 슬라브인들의 최초의 철학자인 몬스딴띤이 그의 생애전 

에서 드려 낸 바 있는 철학의 양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꽉문인 철학이 

사고의 띤습이자 기술로서 신학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첼 수도， 신올 

모독하는 악마의 것으로 배척될 수도 있었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던 셈이 

다. 

결론적으로 끌리멘뜨의 서한에서 관찰되는 <철학 對 신학>피라는 대립항 

은 〈인간의 오만한 자기 과시적 지혜 對 성서에 의한 자기겸향적 유추와 사 

고〉간의 대립항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가치적으로 〈자기 확신과 오 

만 對 자기 겸양〉의 대립항으로 나아간다. 철학이라는 관념에 대한 절대적 

가치평가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철학의 태도에 대한 대립적 7，-치 평가는 다 

시 철학과 연계된 여러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신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자기 확신과 오만 對 자기 겸양〉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에 으 해 철학을 규 

정하는 방식은 다시 철학의 사고 과정에 연계된 관념들에도 그뎌로 적용된다. 

끌리벤뜨가 성서에 대한 자신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해 

제시하는 비유에는 인간의 사고력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 있다. 

1)돌을 치고 나무를 지치거나 사람의 손을 비벼 만들어지는 불 꽃을 보라. 

불이 타오를 때는 인간의 꾀를 통해 어떻게 그 속에 던져진 전 결한 것이 
정화되는지를 보라. ( ... ) 불꽃으로 태우면， 그 속에 놓인 금은 01 정화되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가 되며， 그 속이1 가득했던 

더러움들은 모두 제거된다. 이렇듯， 신의 피조물인 불이 신에게 봉사하듯， 



고대 러시아의 ‘철학’과 ‘철학자’ 

신에 의해 사고력을 부여받은， 생각할 수 있고， 현명한 인간은 ... (BII:I<b ÕO JlKO 

:l<e ce OrHb OT KaMeHIIJI IIcbKae 11 OT llpbBa IICXOWl!\, lI:1<e COCTaBJIJl eM eCTb 11 

CbHb~aeMb qenoBbqbCKμMII Be~eCTBeHWMII pyKaMII; erlla :l<e cllny 113rOpbHlla 

npllllMeT OrHb, CMOTpll, KaKO TII qenOBeqbCKWMII X빼TpOCTbMII qllcTb!\maa Be~b ， 

BnaraeMa Bb Hb, Oqllll\aeTCJI. ( ••• ) 11 113:1<araeTCJI OrHWHWMb pa3ropbHlleM, 11 

Oqll띠aeTCJI BbnO:l<HOe TO 3naTO 11 cpeõpo, 11 oTllaBaeTCJI BnO:l<IIBmeMy e 11 qTO 11 

õe3 Bpblla, a BMbmeHaa Ta B He qepHOCTb Õe3 Bpblla nOrIlÕHeT. na enll TO OrHb 

Be~eCTBeHb CI때， lI:1<e 50rOMb COTBOpeH Ha cny:l<õy yMHy 11 CMhlcneHy 11 CnoBecHy 

qenOBeKy . ..)30l 

85 

불꽃이 그 속에 떨어뜨려진 금과 은의 더러움을 불태우고 순수한 금과 은 

으로 되돌려놓등 신에 의해 사고력 (YM)을 부여받은 인간은 지력을 통해 신의 

순수한 진실을 비유와 단어의 오염을 뚫고 드러내어야함을 암시한다. 신에 의 

해 부여받은 지력에 대한 끌리멘뜨의 논리는 성서와 종교정전들을 비유적으 

로 이해하는 자신의 주해법이 종교적으로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이 분명하다. 이때， 사고력은 그 자체로서 결코 신의 지혜를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불완전하며 보조적인 능력이다. 

종교 신학적 차원에서 사고력과 인간의 판단력의 문제는 이미 여러 교부들 

과 설교가들에 의해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성스럽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무엇이며， 그녀의 다섯 남편과 

여섯 번째 남편， 야곱의 우불과 야곱의 아들들， 그 가축들은 내게 무엇인가? 그 
러나 이라클리야의 주교가 알고 싶은가 하며 내게 말하길， 사마리아여인은 영 

혼이오， 그녀의 다섯 남편은 감정이며， 여섯 번째 남편은 사고력이며，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박해자이며， 야곱의 아들들은 선행이요， 그 가축들은 은총의 생 

각들이 다(4TO MII CaMapJlH비HelO， JlKO a~e CBJlTa eCTb, “nll 5-10 My*1I eJl IInll 6-Mb, 
IInll KnaWl 3eM HaKOBnllM 11 ChlHbMII HJiKoBnll 11 CKOThl IIX! Ho peqeTb MII HpaKnb!\cK 

wìl enllCKonb, aBBa, Toro nll Xomemll yBbllaTII: CaMapJlHblHII eCTb llyma, a 5-Tb My* 

b eJl - 5 qIOBbCTBb, a meCT꾀 My*b eJl - YMb, KnaWl 3b HJlKOBnb -- 3anllHaTenb n。

HaKOBb, ChlHOBe HaKOBnll -- lloõpwa llbTenll, CKOTIIII :l<e -õna3째 no뻐cnμ) .31) 

30) "nOcnaHlle KnllMeHTa CMOnJlTllqa," DH6JlHOreKB JlHrepBrypb/ llpeBHeil PyCH. T. 4, cnõ., 
1997, c. 134. 끌리멘뜨의 서한은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사본 자체가 훼손되고， 여러 
명의 펼사과정을 거쳐 수정된 본으로서， 이 부분 역시 중단되어 있다. 그러나 비유 

를 통해 이후의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31)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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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외· 사마리아와의 조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위의 인용문은 인간의 지력과 지력의 판단을 !보조하는 오감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성서 속 이 일화가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에게 

예배를 드려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끌리멘 

뜨는 등장 인물들 간의 비유적 의미를 설점한다. 특히 성서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파거의 다섯 남편과 당시의 여섯 번째 남편을 남편으j 인정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역시 그들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의 선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을 떠올린다면 오감을 의미하는 과거의 다섯 남편과 지력 

을 의미따는 현재의 남편은 모두 영혼을 띄미하는 사마리아 이언을 위해 궁 

극적인 꼭표가 되지 못한다. 즉 신의 진실과 영적 세계를 향힌 인간 개인의 

영혼을 위해 오감과 지력은 순간적인 수단씨 될 뿐，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논리를 함 더 확장시켜 

보자면， 궁극적으로 사고력의 결과가 지향해야할 것은 인간의 ;q 식이 아니라 

신적 진실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며 이는 바로 자신의 주해가 ‘성학’적인 것임 

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임을 강변한 끌리멘뜨의 주장에 다름 이니다. 또한 인 

간 판단의 근거로서 오감과 사고 및 영혼에 대한 이러한 분석판 비록 종교적 

인 주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고대 러시아의 종교 문학 속에 이마 근대적 의 

미에서의 절학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뜨러내준다. 이러한 사실은 재차 고 

대 러시아에서의 ‘철학’의 문제가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딛적인 질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세계관 아래 〈신적인 것 對 인간적띤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한 판단의 문제였음을 드러내어준다. 즉 쥔학이 인간적 

세속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 절대 이성과 진리， 진실의 자리셰 도전할 때， 

그것은 신과 같아질 수 있다며 이브를 유혹한 뱀이자， 악마였던 것이다. 

특히 철학과 인간의 지력이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지혜에 대힌 관념은 고대 

러시아의 종교 문학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절대적 명제였다 32) 

4) 뚜리는 신의 피조물이며 원하는 대로 신이 창조한 피조불틀을 움직일 수 

32) 이러힌 인간적 계기에 대한 엄격한 절제의 경향은 결국 초기 종교 문학에서 작가 
들의 ‘자기비하적 양식 (caMOYHH4H*HTenbHwe ~Op뻐1)’이라는 다소 독특깐 분학 형식을 

‘문학적 에티켓(nHTepaTYPHwß 3THKeT)’으로 만들어내었는데， 특히 종 iil적 교리와 세 

계관이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작용하였던 초기 고대 러시아의 작가돋-애게는 필수적 

인 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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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더 신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의 

영묘한 지혜를 우리의 지력은 결코 헤아릴 수 없도다 . ..(na all\e 뻐 y50 TBapb 

cYlI\e 50:l<l!a, OT HerO COTBOpeHOIO TBap1!1O ,llbHCTByeMb, Jll<O:l<e XOlI\eM, TO 4TO HbI 

eCTb, B03JII0 5JIeHI!I!, na4e Hal!na4e nOMbIII\JIJlTI! 0 503b, ero:l<e cOBbTa I! 
npeMy,llpOCTI! Hamb y1‘b HI! xy:l<b 1l0c TI!rHyTI! He MO:l<eT . ..)33) 

5) 곧 신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충만케 하셨다. 그리하여 황제의 
지배자， 그의 아름다움과 현명함， 학문에 대한 성실함에 대해 

들으셨도다(BCl<ope :l<e 50r I!CnOJIHI!JI BOIO 50Jl띠I!XCJI ero. 뼈o 0 l<paCOTe ero I! 
My,llpOCTI! I! npl!JIe:l<aHl!1! B Hayl< aX, CBoHcTBeHHoMy eMY, yCJIbImaB, npaBI!TeJIb 

l1ecapJl).34) 

6) 지혜로운 자의 심장은 아름다움과 지혜를 동해 그의 몸 안에서 
강인해진다. ( ... ) 지혜로운 자를 보낼 때는 그에게 조금만 설명하라 ( ... ) 
현명 한 자들의 눈은 축복받은 일을 향한다(Cep，lll1 e 50 CMbICJIeHarO y l<pbnJIJleTCJI 

Bb TeJIeC I! ero l< paCOTOIO I! My，llpOCT뻐. ( ... ) My*a 50 My,llpa nO CblJla낀 - I! MaJI。

eMy l<a:l<1! ( ... ) 041! 50 My,llpbIX :l<eJIalOT 5JIarμ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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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부분들에서 보듯， 현묘함(rrpeMY.llPOCTb)은 신성의 영역으로서 인간의 

사고력 (YM) 이 도달하기 힘든 경지를 일컬으며， 반면 인간적인 지혜는 ‘MY.llPOCTb’, 

‘MY.llpbIH’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대 러시아에서 신의 지혜로 

서 ‘rrpeMY.llpOCTb’는 소피아(aoiþta)를 통해 종교적 예술적으로도 형상화되었 

다，36) 신의 지혜와 섭리는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었으므로， 고대 러시아의 여 

러 도시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을 모방하여 새로운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신의 은총과 축복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콘화에 

서는 다양한 소피아의 형상을 가진 “신의 지혜가 자기 집을 짓다(I1peMY.llpOCTb 

C03 .lla ce6e .llOM)"라는 슈젤이 발전하였다. 신의 지혜를 대체하는 소피아의 형 

상은 고대 러시아의 독특한 미적 사상적 특성을 드러내어주는데， 신의 지혜 

(rrpeMY.llPOCTb)가 종교사상적 관념 이 면서 미 적 관념 이 었다는 것 이 그것 이 다.37) 

또한 인용문에서 관찰되듯， 인간의 현명함에 대한 묘사는 흔히 그 아름다움의 

32) 앞의 책， c.l34. 

34) CKa3aHHß 0 Ha~aπe CJ1aBßHCKoií nHCbMeHHOCTH, M., 1981, c. 72. 

35) "CJIOBO naHl!l!JIa 3aT04HI!l<a," EH6.πHOTeKa J1HTepaTypM DpeBHeií FγCH. T. 4, cn5., 1997, 
CC. 268, 278. 

36) M. H. rpoMoB(200l) "05pa3 Cal<paJIbHOH npeMy,llpOCTI!," μ~eiíHMe Te~eHHß ßpeBHepyccKoií 

MblCJlκ cn5., CC. 46-47. 

37) 앞의 책 , CC.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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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과 함께 서술되는데， 이는 아름다움과 결합된 신의 지혜라는- 소피아의 형 

상이 인간적 지혜의 관념 속으로도 투사된 것이다. 신의 것과 인간의 것 사이 

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범주적 연계는 ‘신적인 것의 투영으로서의 인간적인 

것’이라는 의미론을 발전시키며， 신적 관념띄 인간적 영역으로의 차용 가능성 

을 제기한다. 

7) 누가 신의 인총을 모두 다 말해줄 것인가! 신은 지혜로운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도시의 지배자나 목자， 교육자들 중에 승려를 선택하;“1 않고 

이로써 신의 이름이 더 영광되리니 마치 낮은 자가 철학자릅 보다 더 

현명한 듯 그를 선택하셨다(KbTO HCnOBbcTb MHJlOCbpbDHe 50뼈e! Ce ÕO He 

H3ôbpa OTb npeMYDphlxb 빼J10CO빠， HH OTb BJlaCTeJlHHb rpaDb naCTyxa H y뼈TeJIJI 

HHOKhlHMb, Hb -- Da ceMb npOC JlaBHTbC~ HM꺼 rocnODHHe - 꺼KO rpyôb [’비 He Bb:!<a 

npeMYDpbß ~HJlOCO~b 꺼BHC~!)38) 

8) 오래지 않아 모든 문볍들을 깨쳤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치혜와 지력， 
그가 빨리 깨치는 것에 놀라워하였다( 11 BCKOpb H3Bhl앤 BC~ rpaMaTII써~， H ~KO 

:l<e BC JbMbμODHTHC~ 0 npeMYDpOcTH H pa3yMb DeTHma H 0 BoopbMb er。

y 'leHHH).39) 

9)지혜로운 자에게 죄를 꾸짖으면 더 지혜로와지리니 (lla꺼 6。 끼JeMYDpoMy 
K\l nPT ,, )4Q) BHHy -- npeMYDpHe DYDeTbJ. 

위의 인용문틀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인깐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지혜 (MYllPOCTb)대신 신적인 현묘함을 의미하는 ‘npeMYllPOCTb 뜰 사용하고 

있다. 특히 7)과 8)의 예에서는 주인공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럭이 인간적인 

것이라기꾀다는 신에 의해 주어진， 선택받은 자의 성스러운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적 지혜를 인간에게로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샀다. 또한 이 

러한 차용은 좀 더 발전하여 7)의 첫 번째 예에서나 9)의 예에서 충분한 이유 

로 정당화되지 않는 문맥에서도 단순히 신의 지혜에 비견될만한 ‘놀라운’ 인 

간적 지혜를 의미하기 위해서 ‘npeMYAPoCTb’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41) 

38) ")I(HTHe φeODOCH~ ne'lepc l<oro," EHðJlHOreKa JlHreparypu JJpeBHeJl Pycκ T. 1, cnõ., 
1997, c. 354. 

39) ")I(HTHe φeODoCH~ ne'lepc l<oro," EHð.π'HOreKa JlHreparypu JJpeBHeJl PyClf. T. 1, cnõ., 
1997, c. 356 

40) "CJlOBO llaHHHJla 3aTO'lHHKa," EHðJlHOreKa JlHreparypu φeBHeJl PyCH. T. 4, cnô., 1997, 
c.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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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My.llpOCTb’ 외에도 신의 예지와 섭리， 완벽한 지혜와 창조력을 의미하는 

어휘인 ‘꾀， 간교함(XHTpOCTb) ’， ‘교묘함(HCKYCHbIA) ’ 등도 문헌에 따라 명백히 

인간의 것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신의 은총이 투영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놀라우리만치 완벽함을 찬탄하며 서술하기 위해 차용된 사례를 찾 

아볼 수 있다. 

「페오도시 생애전」의 일부인 7)의 예에서 보듯， 신의 선택은 인간적 지혜와 

현명함이 아니라 믿음과 영혼에 있었다. 이는 신의 진리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와 믿음임을 믿었던페오도 

시 생애전」 작가 네스또르의 태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당대에 통용된 인간적 

지식과 철학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경우 신적인 현묘함의 

가치에 비견되는 것은 철학적 사고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이다. (“마치 낮 

은 자가 철학자들 보다 더 현명한 듯") 이는 철학이 사변적인 지식으로 이해 

되었다면， 신적인 진리와 지혜는 인간적인 한계와 조건을 초월한 관념이었음 

을 드러내어준다. 

한편， 신적인 섭리와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 ‘npeMy.llpOCTb’가 러시아인들의 

인간적 지혜를 의미하는 ‘MY.llpOCTb’의 최상급 형태인 것 역시 인간적 지혜가 

신성한 신적 지혜의 그림자로서 이해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며， 아울러 신적 진 

리에 대립되었던， 철학은 인간의 지혜와 사상으로서의 ‘MY.llpOCTb’를 대체하지 

못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즉， 고대 러시아에서 철학은 진리와 지혜， 사상이라 

는 근원적인 관념에 대해 주변적 관념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5. 나오며 

고대 러시아의 철학이， 불가리아와 그리스식 관념의 영향을 받아 최초에는 

「원초연대기」에서 드러나듯， 긍정적인 외래의 관념으로 인식되었다가 러시아 

적인 독특한 양가적 관념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았다. 아울러 사고와 지혜와 같 

은 추상적 관념의 형성 역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한 생성물이며 그러한 

배경을 고려치 않고 절대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41) 흥미로운 사실은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npeMYllpOCTb’가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없다. 

이는 ‘npeMyllpocTb’가 뛰어난 인간적 능력을 서술하기 위해 차용된 경우라 하더라 

도， 그것이 갖는 긍정성은 기본적인 어휘 의미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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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고대 러시아의 철학에 대한 양가적 입장에는 칠학이라는 가 

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던 신학의 근본 논리가 반영되어 있싸고 할 수 있 

다. 인간젝인 것을 부정하고 펌하하게 되는 출발점으로서 ‘인간꾀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는 인간적인 것을 긍정파게 되는 논 

리의 함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에 의해 주어진 인간적띤 모든 것은 

신의 영굉의 희미한 투영일 수 있었고， 이눈 고대 러시아 문학이서 신이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경 속 구절과 더불어 자기 확신과 오 

만이라는 죄를 짓게도 할 수 있었다. 신적 계기 (õO:i<eCTBeHHoe H깅니aJIo)와 인간 

적 계기 (qeJIOBeqeCKOe HaqaJIO)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갈등과 혼돈파 양상은 인 

간적 지혜와 철학 관념에 대한 경계와 갈등을 야기했다. 고대 떠시아의 기독 

교적 세계에서 철학적 사유는 신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제한될 때 수용되었 

고， 인간적인 지력의 산물로서는 배척되었고， 인간적 사유의 산섣로서는 철학 

이라는 그 이름마저도 쉽사리 배척되었다.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관 만큼 철학 

은 전통적인 지혜를 대체할 수 없었고， 오래도록 독립적인 학문E 로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틀은 문화적 대폭발을 일E켰던 19세기 

-20세기 러시아 문화 속에서도 문학이나 예술을 비롯한 다른 영걱에 비해 상 

대적으로 철학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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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Me 

’ φHJIOCOIþ ’ M ’ φHJIOCOIþH.5I ’ B l{peBHeü PyCH 

Co , COH-lIl1CoHr’ 

B lIaHHoη CTaTbe MbI rrOCTaBHM rrepe.ll co6olO 3a.lla<Jy rrpoc끄e싸ITb 3Ha<JeHHe 

!þHJIOCO빼H H !þHJIOCO!þa B llpeBHefi PyCH. HeCMOTp.ll Ha TO, <JT。 써e C XIX B. 

OC03HaBa.naCb Ba)j(HOCTb OpHrHHaJIbHOfi MbICJIH α1I.lI rrOHHMaHH.lI K~I.1bTypbI ， Ha.110 

rrpH3HaTbC.lI B TOM, <JTO .llO CHX rrop B POCCHH He.llOCTaTO <JHCI He H3y<JeHa 

.llpeBHepyC: CKa.ll !þHJIOCO!þH.lI KaK H.llefiHbJe HCTOI<H pyccKoro HapO.lla. [1PH “ 3y<JeHHH 

.llpeBHepyC: CKofi !þHJIOCO!þHH 3aMe <JaeTC.lI TO , <JTO B POCCHl1 lIa )j(e COBpeMeHHble 

HCCJIe.llOB a. TeJIH rro pyCCKO낀 띠HJIOCO!þHH 06pamalOTC.lI K pyccKofi peJIHrH03HO찌 

JIHTepaType KaK CaMOMY OCHOBHOMy HCTO<JHHKy lIpeBHepyccKo잉 !þH.10CO!þHH. 3TO 

rroToMY' C O.llHOfi CTOpOHbI, B llpeBHefi PyCH TpalIHUHOHHO cymecTBι El aJIO rrOH.lITHe 

MYlIPOCTb, 03Ha <Ja lOma.ll HapO.llHylO MbICJIb B CaMOM llmpOKOM C뻐，JCJIe H C lIPyrofi 

CTOpOHbI, B KHeBCKOfi PyCH tþHJIOCOtþH.lI rrpe.llCTaBJI꺼기a co6olO 3allMCTBOBaHHOfi 

KOHuerrUHefi , BMeCTe C rrpHH.lITHeM Xp“CTHaHCTBa. 113 TaKOfi CI끼 yaUHlI ， <JTo6bI 

Ha회TH OTlB eT Ha BOrrpOCbI '4TO 3a .llpeBHepyccKa.ll tþHJIOCO!þH.lI’, HaM CJIe.llyeT 

06paTHTb BHHMaHHe Ha TOT MOMeHT, KOr.lla KHeBCKa.ll PyCb rrpHH.lIJIa )~pHCTHaHCTBO. 

B 3THX HCTOpH<JeCKHX MOMeHTaX HrpaJIO KJIIOYeBylO pOJIb rrOH.lI THe 여”지OCO!þHH H3 

BH3aHT짜1 KaK r JIaBHefimHfi HCTO<JHHK UHBHJIH3 aUHH H rrOH.lITHe )j(e qlllJIOCOtþHH H3 

ÓOJIrapHH, KOTOpa.ll 6bIJIa cBoeo6pa3HOfi rrpH3MOfi lIJI.lI CJIaB.lIHCKHx: CTpaH rrpH 

rrpHH.lITHH HHOpOlIHOfi KyJIbTypbI. B 3TOfi CTaTbe rrO lIJIe )j(aT aHaJIH3y JIHTepaTypble 

rraM.lITHHKI’ KaK <~HTHe CB. KOHCTaHTHHa>>, <<[JOBeCTb BpeMeHHbIX JIe r>>, <<[JOCJIaHH.lI 

KJIHMeHTa CM01l.llTH<Ja>> H lIPyrHe rrHCbMeHHbJe TeKCTbI, r .lle yrroM.llHyTbl 뼈JIOCO빼.lI H 

tþHJIOCO!þ. Hame paCCMOTpeHHe rrOKa3bIBaeT, 4TO B lIaHHbIX TeKCTaX C OcymecTBylOT 

lIBe T04KH 3peHH.lI 0 !þHJIOCO!þ“H. C OlIHO낀 CTOpOHbl !þIlJIOCO!þH.lI C411 raJIaCb OlIHOfi 

H3 CBeTCKIIX HayK, rrpOTHBOrrOJIO)j(HOfi TeOJIOrμH ， a C .llpyro낀 CTOpOHbl OHa 

rrpHHHMaJIaCb KaK BCrrOMaraTeJIbHa.ll HayKa .111l.ll y <JeHH.lI óora, T.e. αIJI rrOHHMaHHJI 

6Q)KeCTBeHHO다 HCTHHbI C rrO.llaHHblM ÓOrOM yMOM. 4TO rr03BO.~HJIO TaK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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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6HBaJIeHTHOCTb? KaK "5or COTBOpHJI l!eJIOBeKa no ero nono6mo" H naJI eM)' 

pa3yM ilJUI n03HaHHjj 5 Q)!<bei1 HCTHHbI, TaK B yMeHHH l!eJIOBel!eCKOrO pa3뻐미lJIeHHJJ ， 

T. e. B !þHJIOCO!þHH CYII\eCTBylOT Bel!HO npOTHBOCTOjj띠HX nBa Hal!aJIa 

l!eJIOBel!eCKOe H 60*eCTBeH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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