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라빈스키와 러시아 은세기: 
유라시아주의와 파시즘 사이에서*

 
이 지 연

- 개요 - 　
아도르노의 비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의 치열한 현

대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멀어져 퇴보를 향해 나아간 음악가로 간주되었
다. 적어도 그는 무조음악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동시대 음악가 쇤베르크와 
달리 첨예한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 음악의 정형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
판받았다. 유럽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상업성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초기의 러시아적 특성들마저도 점차 신고전주의 음악
으로 향해 가는 노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
한 스트라빈스키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그의 음악이 
보여준 실험성의 ‘다른 차원’을, 아도르노가 조목조목 비판하는 항목들의 
그 이면을 드러내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었다. 원시주의적 양식화라 비
판받은 그의 발레 <봄의 제전>이 러시아 모더니즘의 유기시학의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쇤베르크적 절대음악에 대한 추구의 극단
에 서있기 보다 절대성을 향한 다른 방식의 모색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망명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되
었던 유라시아주의의 맹아가 이미 그의 실험성 강한 발레에서 드러나는 양
상을 밝히면서 그것을 1910년대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시대정신의 정수로 
이해하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망명문단의 유라시아주의를 이해하려 한다. 
이 과정은 유럽의 지성들이 러시아 문화에서 보려했던 퇴행적 파시즘이라
는 ‘동양적’ 잔재를 유라시아주의적 유기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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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캐니(uncanny)’ 러시아

  
이 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전위적인 음악가이자 러시아 출신의 망명 작

곡가 이고리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음악에 관한 것이다. 특히 1913
년 초연된 그의 발레 뤼스(Ballets Russes) 대표작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을 중심으로 그의 음악을 은세기 러시아 모더니즘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읽어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는 또한 테오도르 아도르

노(T. Adorno) 등에 의해 스트라빈스키에게 지워진 파시즘의 혐의를 유라시

아주의라는 러시아 망명자들의 철학적 사유 구조 안에서 변론하려는 것이기

도 하다. 
<봄의 제전>이 1913년 5월 29일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서 초연될 당시 일으킨 소동은 음악사에 남은 대표적인 스

캔들의 하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1) 디아길레프(Diagilev)가 이끌던 발

레 뤼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참신하고 실험적인 형식들과 원시주의적인 생명

력에 매료되었던 유럽의 관객들은 <봄의 제전>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

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L`Apres-Midi D'un Faune)>에서 선정적인 춤을 

선보여 논란이 된 니진스키(V. Nijinsky)의 새로운 안무나 박스트(Bakst), 베

누아(Benois) 등 예술세계파(The World of Art) 화가들의 경이롭고 장식적인 

무대 역시 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더 높였다. 각각 러시아 민담과 장터극을 

소재로 하고 있는 스트라빈스키의 그 이전 발레 뤼스 작품 <불새(Firebird)>

1) 샹젤리제 극장 개관에 맞추어 기획된 <봄의 제전>에 대해 디아길레프도 스트라빈
스키도 엄청난 성공을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관중들은 심지어 작품에 대한 지
지자들과 반대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시끄러운 관중석과 기괴한 음향, 무대 
위 무용수들이 안무에 따라 발을 구르는 소음이 뒤엉킨 채 공연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고 말았다. 스트라빈스키는 발레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자리를 떴
지만 공연은 계속되었고 예정되었던 5일간의 공연 또한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되었다. 물론 스트라빈스키의 발레를 연구해 온 음악학자 타루스킨
(Richard Taruskin)의 지적에 따르면 <봄의 제전>에 얽힌 이러한 스캔들은 다소 과
장된 바가 없지 않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유럽 평단의 평가가 좋
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초연에서의 스캔들이 오히려 결국 이 작품의 성공
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R. Taruskin(2012) “Shocker 
Cools Into a ‘Rite’ of Passage,”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4를 참조하라.



와 <페트루쉬카(Petrushka)>가 거둔 성공도 파리 관중의 관심이 <봄의 제전>
이 초연되는 샹젤리제 극장에 집중되도록 한 이유였다.2) 

그러나 당대의 유럽 관객들이 느끼기에 <봄의 제전>은 그 이전의 작품들

과는 달랐다. 그들이 기대했던 ‘러시아적’ 이국성은 이미 허용되는 그로테스

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불길하게 울리는 관현악곡의 익숙하지 않은 리

듬은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작품 시작을 여는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바순

의 독주가 불러일으키는 묘한 불쾌감은 매우 자극적이었으며 뒤이어 무대 위

에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경련으로 마비된 듯한 몸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공

포스러웠다. 공연에 대한 당대의 많은 증언과 현재까지 남겨져 있는 자료들

을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된 최근의 공연들만 보아도(물론 당시 초연의 그것

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고전 발레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땅에 묶인 듯 발을 구르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려는 몸짓은 단조로웠지만 동시에 변칙적인 불안정한 음악의 리듬 

안에서 계속되면서 마지막의 갑작스러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3) 그것

은 기존의 발레 예술의 미학적 기대지평 안에서 창조된 새로움이 아닌 오히

려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낯설고 폭력적인 에너지와 같았다. 유럽의 지성

들이 이 작품의 원시적 생명력 가운데서 개인에 가해지는 폭력을 본다거나 

야수파 회화의 포효하는 듯한 비명을, 입체파 회화의 왜곡되고 해체된 주체

의 탄식을 듣는 것도 당연했다.4) 

2) <봄의 제전>을 둘러싼 스캔들을 비롯하여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뤼스 대표작들의 
러시아성의 문제, 러시아적인 것에 대한 유럽의 수용에 관해서는 이지연(2014) 
｢예술세계파와 발레루스의 제국 이미지｣, 러시아 제국의 팽창과 근대적 유라시
아 문화공간의 형성, 서울: 민속원, 181-194쪽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이 글에서
는 위 책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 물론 무용수들의 계속되는 점프는 애초의 스트라빈스키의 의도라기보다 즉흥적으
로 음악을 춤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했던 니진스키의 안무의 결과였다. 스트라빈스
키는 보다 움직임이 적은 몸짓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기획과 실제 초연 사이의 괴리와 이것이 이후 이 작
품 이해의 방향설정에 있어 야기한 오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Pieter C. van den 
Toorn(1987) Stravinsky and the Rite of Spring: The Beginnings of a Musical 
Language,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 of California Press, pp. 1-10 참조.

4) 가령 Michelle Duffy and Paul Atkinson(2014) “Unnatural Movements: Modernism’s 
Shaping of Intimate Relations in Stravinsky’s Le Sacre du Printemps,” 
Affirmations: Of the Modern, 1:2, p. 101; Hanna Järvinen(2009) “Dancing without 



<봄의 제전>을 둘러싼 소동은 유럽인들에게 이국적인 생명력으로서의 ‘러시

아적인 것’이 얼마나 쉽게 기괴하고 낯선 공포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뤼스 전작들을 장식하고 있는 러시아적 양식화에 

열광하던 서유럽 관객들은 정작 러시아성의 정수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스트

라빈스키 스스로 확신했던 작품 <봄의 제전>으로부터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

다. 그러나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의 초연을 둘러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당대

의 러시아 비평가들에게서는 가장 러시아적인 작품으로 환영받았으며 발레 뤼

스가 그 때까지 보여준 러시아풍에 대한 피상적 모방을 벗어나 진정한 러시아

성의 본질을, 그 원시적 근원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평가되었다.5)

사실 <봄의 제전>이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유독 러시아적인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뤼스 전작들과 비교해 볼 때 

<봄의 제전>의 줄거리만큼은 슬라브적 요소를 초월하는 유럽문화 보편의 신

화적 제의에 오히려 더 가깝다. 스트라빈스키가 이 작품의 제목을 정하게 된 

경로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령 세기말 비엔나의 젊은 분리파 예술

가들의 기관지 제목인 ‘성스러운 봄(Ver Sacrum)’을6) 그가 모르고 있었을 것

이라 생각하긴 어렵다.7) 국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젊은이를 희생양으로 바치

Space –  On Nijinsky's L'Après-midi d'un Faune(1912),” Dance Research, 27:1, pp. 
48-55 등 참조.

5) Hanna Järvinen(2013) “‘Great Horizons Flooded with the Alien Light of the Sun’: 
Le Sacre du Printemps in the Russian Context,” Dance Research, 31:1, pp. 10-14. 
러시아인들도 <봄의 제전>에서 공포를 보았지만 그것은 인간 주체의 소멸과 전체
성의 상실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에서의 그것과는 달랐다. 오히려 여기서의 인간
의 운명적 공포란 고대 신화의 땅 아틀란티스의 파멸을 주제로 하여 푸른 대지와 
그것을 집어 삼키는 검은 바다의 풍경을 그리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
는 아프로디테 상을 작품에 전면화하는 박스트(L. Bakst)의 1908년 작 <고대의 공포 
Древний Ужас, Terror Antiquus)>를 연상시킨다. 뱌체슬라프 이바노프(Вя. Иванов)
는 이 그림에 대한 글을 통해 인간의 숙명과 그것을 초월하려는 의지. 죽음과 그
것에 대한 극복, 불완전한 세계와 세계혼의 결합을 통한 상징주의적 합일과 총체
성의 회복을 이야기한 바 있다. Вяч. Иванов(1979)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Брюссель, 
Т. 3. С. 91-110을 보라.

6) 흔히 우리에게 <봄의 제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의 러시아어 제목은 직역
하자면 ‘성스러운 봄(Весна священная)’이다. 

7) 기관지 성스러운 봄에 대해서는 칼 쇼르스케(2006) 세기말 비엔나, 김병화 옮
김, 서울: 생각의 나무, 296-297쪽 등을 참조하라. 물론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을 
러시아 고유의 이교적 제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던 로마 제례로부터 차용하여 위기에 처한 문화의 재생을 위해 스스로를 제

물로 바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들의 구호는 <봄의 제전>의 줄거

리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유럽의 관객들은 이처럼 플롯의 친숙함 이면에 어렴풋이 존재하

는 낯설고 이상한 대상을 보았다. 익숙한 것, 혹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익숙

하다고 여겼던 신화의 줄거리와 러시아적 양식화의 관례들은 <봄의 제전>의 

강박적으로 전치된 리듬과 움직임 없는 춤 속에서, 레리흐(N. Roerich)가 창

조한 이교적이며 관조적인 무대 안에서 어느 순간 낯선 것이 되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 때 그들이 느낀 이러한 야릇한 감정은 프로이트가 자신

의 논문 ｢언캐니(The uncanny)｣(1919)를8) 통해 호프만의 작품을 분석하며 제

기한 바 있는 미적 경험으로서의 기괴함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는 마치 지금

까지의 발레 뤼스 작품들에서 언뜻언뜻 흐릿하게 보였던 자신의 알 수 없는 

심연을, 망각된 흐릿한 기억을 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다시 말해, 프로이트

가 예로 들고 있는 호프만의 작품 ｢모래 인간｣의 코펠리우스와도 같이 반복

되는 대상,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그 근원이 되며 자신의 억압된 

금기와 무의식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자기모순적인 대상을 전면적으로 응

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원시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움직임의 무

대 가운데서 죽음을 보는 섬뜩한 경험이기도 했다.
사실 1900년대 초 유럽에서 ‘러시아풍’은 언젠가 중국풍이 그러했던 것처럼 

큰 인기를 누리며 귀족들의 문화적 장식품이 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들의 러시아는 여전히 서구의 고질적 오리엔탈리즘의 구조 속에서 사유

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서구 문명이 맞이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국적이고 

‘어린’ 러시아 문화의 매혹은 ‘전염병’이자 ‘위험한 열병’과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 자유를 의미했다.9) 이는 긍정적인 경우 현재의 유럽 문화

가 자신의 문화적 유년기의 모습을 상기하도록 하는 자극이었다. 러시아성은 

서구 문화가 인위적으로 부정해 온 자신의 문화적 원시성의 흔적이자, 합리주

의적 서구 문명의 기저에 숨겨진 관능과 기괴함, 폭력 등의 무의식의 표출로 

이해되었다.10)   

8) Sigmund Freud(2003) The Uncanny, trans. by David McLintock, London; Penguin 
Classics, pp. 123-163. 

9) O. Bulgakova(2005) “The Russian Vogue in Europe and Hollywood: The Transformation 
of Russian Stereotypes through the 1920s,” The Russian Review, 64, pp. 215-216.



 때때로 관능적인 흥분이 아시아적 마법으로 생명을 얻은 이들 페르시안 
인형들을 사로잡아 몸부림치게 한다. 어린아이다움, 잔인함, 원시적인 호화
스러움, 고양이와도 같은 몸의 유연성, 몸짓과 표정의 이국적임, 무대장치가 
보여주는 폭력적이면서도 기괴한 음조, 군집한 검은 눈알들, 한 무리의 발
작적 성격,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팽창하는 군중,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러시아 발레의 특징임은 분명하다(Camille Mauclair).11)    

그러나 포스트니체 시대의 트라우마와 함께 가부장적 문화의 파괴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복권되었던 설명하기 어려운 분열적이고 부조리한 인간의 심

연의 형상들은 매우 손쉽게 러시아적인 것과 결합된다. 프로이트가 급기야 

1918년 유아기 신경증에 관하여(From the History of an Infantile Neurosis)
에 소개하고 있는 늑대인간(Wolfman)이라는 별명의 환자 판케예프(Pankeev)
가 발레 뤼스의 다수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유태계 

러시아 귀족이자 망명자였다는 사실도 이러한 러시아성에 대한 당대 유럽인

들의 해석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12) 프로이트가 기술하고 있는 늑

대인간이 자신의 꿈을 대할 때 느낀 공포의 감정은 당시 유럽인들이 러시아 

발레를 볼 때 느꼈던 기괴한 감정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때 프로이트가 

자신의 오랜 환자 판케예프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는 옥사나 불가코바(O. Bulgakova)가 지적하고 있듯이 1920년대 이후 독

일 표현주의 영화가 수용한 러시아적 기괴함이나 프랑스 문화에서 형성된 정

체성 분열을 겪는 ‘러시아적’ 주인공의 형상으로도 이어진다.13) 폴 레니(Paul 
Leni)나 로버트 비네(Robert Wiene) 등의 표현주의 영화감독들은 러시아를 어

두움과 악몽의 공간으로 그렸다. 이반 뇌제는 욕망과 잔혹성의 화신으로 묘사

10) Hanna Järvinen(2007) “Fans, fawns and fauns: Ballet stardom, dancing genius and 
the queer afterlife of Vaslav Nijinsky,” in Kari Kallioniemi, Kimi Kärki, Janne 
Mäkelä, and Hannu Salmi(eds.) History of Stardom Reconsidered, Turku: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r Culture, pp. 117-118. http://iipc.utu.fi/reconsidered/Jarvinen.pdf.
(검색일: 2015.03.20). 

11) Hanna Järvinen(2013), 5에서 재인용.
12) S. 프로이트(2004) 늑대인간: 프로이트 전집 11, 김명희 역, 서울: 열린책들 참조.
13) Oksana Bulgakova(2005), 216-222. 1920-30년대 프랑스 영화에는 러시아인 단역이 

감초처럼 등장했다. 러시아 초기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배우 이반 모즈주힌(Ivan 
Mozzhukhin)은 러시아 망명영화제작자들의 작품 뿐 아니라 프랑스 영화의 러시아
와 상관없는 배역을 연기할 때조차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가면을 바꿔 쓰는 분
열적 인물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원작을 영화화 하면서 주인공의 형상에 라스푸틴이

나 타라스 불리바, 스페이드의 여왕 등의 기이한 이야기가 더해지기도 했으며 

이는 점차 기행과 독재, 광기와 그로테스크의 아우라가 러시아라는 기호를 잠

식해 가게 했다. 로버트 비네 감독은 1923년 <라스콜리니코프(Raskolnikov)>를 

제작하였으며 그의 동생인 콘래드는 1924년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Power 
of Darkness)｣을 영화화하는 등, 많은 러시아 사실주의 작품들이 영화로 제작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의 대표적 주인공들에는 

신경증적이고 불안감에 사로잡힌, 정신적 폐허와 혼돈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주

의적 인간의 특징이 더해졌다. 그들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은유로서 영화 공

간 역시 날카롭고 왜곡된 구성주의 건축을 닮은 기하학적 도형들로 채워져 분

열적인 주인공의 황폐함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이 때 당시의 비평가들은 이러

한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분열과 카오스, 광기와 

신경증, 파괴와 퇴폐야말로 뿌리 깊은 ‘러시아성’의 결과물이라 여겼다.14) 
프로이트가 평생 매달렸던 도스토예프스키와 그 주인공들에 대한 정신 분

석 또한 단순히 병리학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민족정체성이라

는 문화적 맥락에 의거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연구 대상이었던 작가 도스토

예프스키와 환자 늑대인간 판케예프를 하나의 “러시아적 인간형”으로 결합하

고 있다는 사실은15) 이를 증명한다. 프로이트가 판케예프의 꿈을 기록하면서 

지적하는 짐승에 대한 공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요소들은 1928년 그

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관한 논문모음집의 서문으로 발표한 ｢도스토

예프스키와 부친살해(Dostoevsky and Parricide)｣에 기술된 작가 도스토예프스

키에 대한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반복된다.16) 프로이트는 자신의 선조가 도스

토예프스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땅에 오랫동안 살았

다는 사실에서 자신과 작가간의 묘한 동질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17) 프로이

트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태도는 그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만큼이나, 그의 

14) Oksana Bulgakova(2005), 217-218.
15) James L. Rice(1993) Freud’s Russia: National Identity in the Evolution of 

Psychoanalysis,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Transaction Publishers, 
pp. 2-5, 112-117.

16) Sigmund Freud(1927) “Dostoevsky and parricide,” in Daniel Rancour-Laferriere 
(ed.)(1989) Russian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41-57.

17) Sigmund Freud(1927), 9-12.



동시대인들이 러시아적 원시주의를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양가적이었다. 
J. 라이스(James Rice)는 프로이트에게 나타난 러시아의 형상을 추적하고 

있는 자신의 책 마지막에 이르러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러시아에 대한 관심

을 가리켜 그것이 “금지된 영토, 아버지의 땅, 고대적인 독재와 현대적 제노

사이드가 공존하는 곳, 자신의 가장 소중하면서 또한 문제적인 환자의 고향

이자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고향, 부친살해와 황제살해의 

공간, 꿈을 현실로 육화하려는 혁명의 폭력적 에너지로 넘치는 세계”를 향한 

지향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프로이트에게 있어 불가해한 폭력과 죽음

의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인간정신의 심연과도 같은 미지의 땅

으로서 파괴적인 자유의 에너지로 충만한 공간으로 이해되었던 러시아는, 라

이스의 결론에 이르면 어느새 러시아 제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독재와 허무주

의, 테러와 혁명의 폭력성을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큰 영향을 준 전

근대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라이스 저작의 에필로그에서 제사로 사

용된 프로이트가 쓴 편지의 한 구절, “나는 여전히 내가 떠나온 감옥을 매우 

사랑합니다”와 교호하면서 러시아를 일종의 문명의 감옥으로, 극복되고 치유

되어야 하는 원시성의 공간으로 규정하게 한다. 프로이트에게 러시아는 인간

의 무의식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으며 그것은 곧 도래할 

인류의 운명이기도 했다는 그의 책 마지막 문장은 프로이트의 죽음 이후 유

태인들이 맞이하게 된 민족적 수난의 역사를 암시하면서 자연스레 러시아성

의 문제에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형상을 덧씌우고 있다.18) 
이처럼 서구와 구별되는 ‘동양’의 제국이자 서구의 문화적 타자라는 고유

의 정체성이 주는 낯섦이 이후 러시아 역사가 보여주는 전체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독재정치라는 역사적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점차 파시즘과 테러, 
폭력성의 맹아로 평가되는 것은 서구의 학자들에게 있어 그리 드문 경우가 

아닐뿐더러 사실 아도르노가 바그너(R. Wagner)와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공히 

행하고 있는 비판의 궤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도르노는 1948년 발표한 신음악의 철학(Philosophie der neuen Musik)

에서 스트라빈스키를 비판하면서 음악이 주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는 <봄의 제

전>에서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도래를 감지하였으며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 

대비되는 음악정신의 퇴행을 보았다. 그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서 벌어지고 

18) Sigmund Freud(1927), 223-233을 보라.



있는 인간이 음악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 즉 음악의 힘에 의해 지배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 지극히 순응적이고 종속적인 상황을 불편해 

했으며 그것이 결국에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정해진 화해(일종의 변증법

적 전망)의 대단원을 향해 가는 허위의식일뿐더러 당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합하는 상업성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19) 동일성의 원리가 낳은 

시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순수형식으로서의 음악이 전락하고 해

체되며 개인 역시 사회의 객관적 정신이라는 폭력에 굴복되고 마는 결과를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아도르노의 책이 발간된 1948년이라는 시기가 말해주듯이 엄 히 

말해 그의 이러한 비판은 서유럽의 근대적 역사발전 모델을 역행하는 러시아 

역사에 대한 환멸, 더 나아가 그가 겪어야만 했던 전기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계몽’의 과정을 거친 현대 세계가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라는 재난의 징

후들로 물드는 것을 목도한 그는 인류의 자연지배의 역사로서의 ‘계몽’ 자체

에 내재하는 테러의 단초를 발견해내었으며 인간의 문명사가 보여주는 벗어

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부정의 변증법’이라는 반성적 방법론을 통해 해

방시키려 했다. 아도르노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진정한 예술적 사유에 이

르지 못한 채 현대 예술의 치열한 고민과 자기 파괴적 실험성을 그저 흉내 

내고 있을 뿐이라 지적한다. 쇤베르크의 음악적 엄격함이 철저히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고행을 선택한 고독한 주체의 해방의 몸짓을 드러내고 있다면, 
새로움을 가장한 스트라빈스키의 낭만주의는 그 어떤 진정한 부정도 성취하

지 못한 채 여전히 야만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한 주체의 근거 없는 이

상을 단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철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합리적 

계기’와 ‘미메시스적 계기’의 불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 이를 통

해 유토피아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순수성의 공간인 예술이 마법적인 비

합리성의 폭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에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회화성을 중시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에 대한 아도르노

의 비판은 그가 바그너의 종합예술(Gesamtkunstwerk)에의 지향이 드러내는 

총체성의 환상 가운데서 은폐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의 인상을 분리해 내는 

과정과도 동일했다.20)

19) Theodor W. Adorno(1980) Philosophy of modern music, trans. by Anne G. Mitchell 
and Wesley V. Blomster, New York: The Seabury Press, pp. 135-217 참조.

20) 가령 알랭 바디우(2010) 바그너는 위험한가, 김성호 옮김, 서울: 북인더갭, 89- 



그러나 아도르노의 스트라빈스키 비판을 읽다보면 그가 자신의 글에서 조

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항목들이야말로 어쩌면 스트라빈스키 음악 미학의 가

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령 그가 주목하고 

있는 파괴적 에너지와 주체의 상실, 개인의 소멸과 전체성을 향한 지향, 종

교적 낭만주의에 가까운 총체적 종합예술의 추구 등의 특징은 다름 아닌 스

트라빈스키의 음악을 환호한 러시아 비평가들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바

로 그 지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스트라빈스키에서 본 것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단지 동일한 현상들이 각각의 역사적 경험의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을 뿐이다.21) 서유럽의 평자들이 섬뜩하게 본 주체성을 잃은 개

인의 좀비와 같은 몸짓은 러시아 평자들에게는 기존의 발레음악이 표현한 적 

없었던 움직임과 힘을, 그 폭발의 긍정적 에너지를 재현하는 군중의 포효를 

의미했다.22) 그것은 아도르노의 비판과는 달리 예술의 미메시스적 절대를 향

해 비상하는 또 하나의 부정의 방법론, 당시 러시아 은세기 문화 일반이 보

여주는 새로운 비판적 리얼리즘이기도 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읽도록 한 서유럽의 ‘섬뜩하고 

이상한(uncanny)’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러시아 모더니스트들과 망명예술가

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유기적 총체성의 시학이라는 두 축 사이

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아도르노의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러시아 문화의 맥락 안에

서 새롭게 조명하는 과정으로서 <봄의 제전>을 당대의 미학적 실험의 프리

즘을 통해 읽으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트라빈스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전기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영향을 드러내기를 꺼렸던 이들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8, 111-118쪽에 서술된 아도르노의 바그너 비판에 대한 바디우의 해석을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 

21) James L. Marsh(1983) “Adorno's Critique of Stravinsky,” New German Critique,  
28, pp. 147-169를 보라. 이 글에서 저자는 아도르노의 스트라빈스키 비판의 문제점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트라빈스키의 많은 특징들이 아도르노가 높이 평가
하고 있는 쇤베르크의 음악미학과 유사한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2) 러시아에서의 <봄의 제전>에 관한 평가는 Hanna Järvinen(2013), 11-20 참조.



II. 스트라빈스키의 거짓말: ‘은세기’의 그림자  

폴란드 귀족으로서 러시아에서 태어나 음악교육을 받았고 프랑스와 스위스

에서 활동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뉴욕에서 생을 마감

하였으며 죽어서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묻힌 스트라빈스키는 에스페란토

와 같은 음악으로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의 삶을 살았던 

작곡가로 평가된다. 물론 그는 1962년 처음으로 모국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

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자신은 평생을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로 사고하였

으며 당연히 자신의 음악에는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러시아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고백한다.23)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주 가면을 쓰며 자신의 본심을 

밝히지 않는 스트라빈스키이지만 이것만큼은 사실로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지

만,24) 그의 전사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 후 그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열었던 첫 

공연의 첫 번째 곡이 자신의 첫 아내의 죽음에 바쳐진 <송가(Ode)>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그가 이 작품을 아내에게 헌정한 것에 대해 이 역

시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음악적 형식의 제사(題詞)에 불과하며 그

와 아내의 관계가 전혀 좋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정착하여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때 작곡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비가적 정조와 노스탤지어를 고려한다면 떠나온 조국을 방문한 스트라빈

스키의 회한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욱이 공연 2부를 연 작품 또한 

아내를 잃은 주인공의 애가로부터 시작되는 발레곡 <오르페우스(Orpheus)>였

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가 자신의 첫 러시아 공연에서 유형자로서의 자신

의 상실의 삶에 대한 깊은 애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25) 
란 쿤데라는 스트라빈스키의 고전주의로부터 음열기법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형식들에 대해 그것이 일종의 가면이었다고 말한다.26) 러시아 민담과 

23) J. Cross(2013) “Stravinsky in exile,” in Tamara Levitz(ed.) Stravinsky and His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p. 4-6.   

24) Margarita Mazo(1990) “Stravinsky’s ‘Les Noces’ and Russian Village Wedding 
Ritual,”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p. 100.

25) J. Cross(2013), 7-10.
26) Milan Kundera(1995) “Improvisation in Homage to Stravinsky,” in Testaments 



인형극을 소재로 한 발레, 그리스 비극을 주제로 하는 오페라와 바흐의 푸

가, 오라토리오의 장중함을 보여주는 종교음악, 심지어 모차르트적 우아함을 

표현하는 관현악곡과 쇤베르크를 능가하는 실험성을 드러내는 후기의 대표작

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형식들 가운데서 스트라빈스키가 자신의 진정한 얼

굴인 망명자의 상실감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그의 음악 

안에서 러시아적인 요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주되고 있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가령 <오르페우스>의 멜로디 라인이 보여주는 명백한 바흐적 기원에도 불

구하고 제임스 크로스(J. Cross)는 그 가운데서 <봄의 제전>이나 <결혼(Les 
Noces)>과 같이 러시아 색을 분명히 드러내는 작품들의 특징인 민속음악의 

반복적인 모티브를 추출해 내며 그것이 스트라빈스키에게서 상실과 애도의 

알레고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는 쿤데라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스트

라빈스키를 브로드스키(J. Brodsky)나 나보코프(V. Nabokov) 등의 러시아 망

명작가들과의 유비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1920년대 이후 그의 복고적 성향

이나 지나칠 정도로 건조한 형식주의는 브로드스키나 나보코프의 작품이 그

러했던 것처럼 망명자의 실존적 공허를 가리고 있는 가면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27) 또한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적 연구가 중 한 명으로서 거의 1800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서의 저자이기도 한 R. 타루스킨(R. Taruskin)은 신고전

주의적 표면 아래 은닉된 채 흐르고 있는 국민음악파로부터 계승한 민속적 

멜로디와 림스키-코르사코프를 연상시키는 옥타토닉(octatonic) 음계 속에서, 
스트라빈스키가 러시아 은세기 문화로부터 흡수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의 

영향 가운데에서 이러한 러시아적 성격을 찾아낸다.28) S. 사벤코(S. Savenko) 

Betrayed, trans. by Linda Asher, London: Faber and Faber, pp. 96–98. 
27) J. Cross(2013), 3-19.
28) 옥타토닉 음계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8음음계로서 

온음과 반음이 교대로 전개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가령 일반적인 디아토닉
(diatonic) 음계가 3,4음 사이, 7,8음 사이가 반음인 것과 달리 옥타토닉 음계는 온- 
반-온-반-온-반-온 혹은 반-온-반-온-반-온-반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기법은 당시 림
스키-코르사코프에게 수학하던 젊은 페테르부르크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타루스킨은 자신의 역작에서 특히 이러한 옥타토닉 음계의 
변주를 통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적 민족주의의 요소를 추출해 낸다. 상세한 내용
에 관해서는 Richard Taruskin(1996) Stravinsky and the Russian traditions, Univ. 
of California Press를 보라. 2권으로 된 그의 저서 전체가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아



역시 스트라빈스키가 1860-70년대 출판된 아파나시예프(A. N. Afanasyev)의 러

시아 민요와 민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소재로 하는 노래들을 여러 

편 작곡했음을 지적하면서 가령 <페트루쉬카>나 <봄의 제전>의 경우 러시아 

민요의 전통적 다성적 멜로디 구조가 드러나 있음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서 러시아 정교의 미사 음악의 흔적들도 어렵

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당시 페테르부르크 문인들의 예술관으로부터 받은 음

악적 영향들도 편지와 자서전 등의 자료들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보인다.29) 
이처럼 스트라빈스키 음악은 그가 러시아를 떠나 1차 대전 이후 유럽에 

정착하는 1910년대 말~1920년대 초 모습을 드러내는 신고전주의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러시아적 토양 없이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발레 뤼스가 유럽인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킨 ‘러시아적 원시성’과 니

진스키 개인의 관능적인 안무에 대한 열광은 당시 러시아 내에서 스트라빈스

키 음악의 피상적인 러시아적 양식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초

래했으며, 러시아 황실발레의 전통을 분명히 계승함에도 의도적으로 그것으

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듯 드러내려 했던 디아길레프의 의도 역시 발레 뤼스 

예술가들의 반(反)러시아적 성향을 지적하게 만들었다.30) 반면 동시에 유럽

에서 논란을 일으킨 <봄의 제전>의 경우 그 안에 녹아 있는 당대 러시아 문

화의 형식들은 간과된 채 러시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예술적 표상이

라 평가되었다.31) 이어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 비평의 시대에는 

<봄의 제전>을 필두로 한 스트라빈스키 작품 전반에 대해 러시아 민요를 왜

곡하고 과장하여 카니발의 거울에 비춰놓은 것이라는 조소와 함께 ‘음악적 

데카당스’, ‘형식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32) 스트라빈스키의 작품

을 다시 러시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 지나서였

다. 그가 자신의 초기 작품이 보여주는 러시아 모더니즘의 명백한 특성들과 

거리를 두면서 망명 후 점차 고전주의의 음악적 형식들을 채택한 것은 이와 

적 요소들을 설명해 내는 작업에 바쳐져 있다. 
29) S. Savenko(2013) “Stravinsky: The View from Russia,” in Tamara Levitz(ed.) 

Stravinsky and His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p. 255-272. 
30) Hanna Järvinen(2008) “‘The Russian Barnum’: Russian opinions on Diaghilev’s 

Ballets Russes, 1909-1914,” Dance Research, 26:1, p. 32.
31) Hanna Järvinen(2008), 26.
32) Т. Хренников(1948) “За творчество, достойное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Советская 

музыка, 1(Январь-Февраль), С. 58-59; S. Savenko(2013), 260-261에서 재인용.



같은 러시아에서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동시에 그는 1920년

대 이후의 글과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러시아적 뿌리를 부정하고 그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민족을 초월한, 순수예술로서의 음악적 형식 그 자체에 탐닉하

는 작곡가로 평가되고자 했다.33) 이 때문인지 그는 때로 분명 그 자신의 음

악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예술가들로부터

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부정한다.34) 

1. 스크랴빈과 러시아 상징주의

무엇보다 눈에 띄는 스트라빈스키의 거짓말은 바로 스크랴빈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한 번도 스크랴빈의 ‘과한(bombastic)’ 음악을 

좋아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35)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다. 적어도 젊

은 시절 스트라빈스키에게 스크랴빈은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

하는 자료들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종합예술(Gesamtkunstwerk)’의 이상을 외치던 시대, 시인들이 세계의 내적

인 음악을 시 안에서 창조해 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가들 역시 음

악이 시적이고 회화적이며 극적인 것이 되길 원했다. 스크랴빈의 음악과 색

채의 연관성에 대한 탐구 또한 당시 페테르부르크 예술가들 사이에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다.36) 스크랴빈은 뱌체슬라프 이바노프(Vyacheslav Ivanov)
와 교류하였고 시를 쓰기도 했다. 그가 직접 상징주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지

33) Benedikte Brincker and Jens Brincker(2004) “Musical constructions of 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of Bartók and Stravinsky,” Nations and Nationalism, 10:4, pp. 
588-589. 그가 러시아적 영향을 축소하고 보다 국제적인 음악가로 인정받기를 원
했던 모습은 1935-6년에 출판된 그의 프랑스 시기의 전기나 1946년의 하버드 강
연록 음악적 시(Musical Poetry), 말년의 로버트 크래프트(Robert Craft)와의 인
터뷰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34) Richard Taruskin(1996), 4-6.
35) Igor Stravinsky and Robert Craft(1960) Memories and commentar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p. 65.
36) 1910-20년대 페테르부르크에서 마튜신(Матюшин)을 주축으로 칸딘스키(Кандинский), 

필로노프(Филонов) 등이 함께 했던 색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색을 통해 구현되는 
유기적 세계의 형상에 관해서는 М. Тильберг(2008) Цветная вселенная: Михаил 
Матюшин об искусстве и зрении, М.: НЛО를 참조하라.



는 않았다 하더라도 ‘종합예술’로서의 음악을 통해 제의적 황홀경을 추구한 

그가 상징주의자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1909-1910년에 걸쳐 작곡된 그의 작품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The Poem 
of Fire)>는 분명 발몬트의 시집 녹색의 정원(Зеленый вертоград)에 포함되

어 있는 불을 찬미하며 새로운 신을 소환하는 세 편의 시에 대한 답가였

다.37) 스트라빈스키 역시 발몬트의 이 시집에 포함된 시 ｢별의 얼굴을 한 왕

(Звездоликий)｣에 곡을 붙인 합창곡을 1912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는 발

레 <봄의 제전>에서의 제사의식이 바쳐지는 슬라브적 이교의 태양신 야릴로

(Ярило)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라이트모티브를 만들어 낸다.38) 
유럽에서 활동하던 스크랴빈은 당시 페테르부르크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

다.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수학하며 그의 집에 빈번히 드나들었던 스트라빈

스키가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1908-9년에 걸쳐 몇 차례 만나기도 했다. 1905년부터 시작된 은세기 페테르부

르크 문화계의 스크랴빈 음악에 대한 열광은 그의 <법열의 시(Le Poeme de 
l’Extase)>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던 1909년 1월 정점에 이른다. 스트라

빈스키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스크랴빈에게 자신이 그의 음악을 직접 연주했으

며 그를 자신의 공연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합창곡 <별의 얼굴을 한 왕>과 <봄의 제전>이 창작되던 시기 스트라빈스키의 

스크랴빈에 대한 숭앙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스크랴빈의 <프로메테우스>나 

<법열의 시>를 면 히 연구했고 이는 1910년대 초반 작곡된 <페트루쉬카>와 

<봄의 제전>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차용된다. 특히 그의 민족주의적 색채의 

음계들에는 교묘하게 스크랴빈의 흔적들이 녹아 있다. 심지어 타루스킨은 스

크랴빈으로부터 변주된 ‘프로메테우스 코드’의 화성을 통해 상이해 보이는 스트

라빈스키의 두 작품 <페트루쉬카>와 <봄의 제전>을 관통하는 러시아성의 실체

를 추적해 낸다.39) 스크랴빈은 페테르부르크 모더니즘의 시대 한 가운데서 성장

37) Richard Taruskin(1996), 789.
38) 물론 스트라빈스키는 발몬트의 시로 성악곡을 만든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

었던 것이라기보다 음성적 울림이 좋아서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 1910년 경에
는 발몬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브류소프나 아크메이스트였던 고로데츠
키(S. Gorodetsky)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음은 자명하다. <봄의 제전>의 태양신 야
릴로의 형상에 대해 타루스킨은 그것이 고로데츠키의 시로부터 가져온 것이라 지
적한다. 이에 관해서는 Richard Taruskin(1996), 859-860을 보라.    

39) Richard Taruskin(1996), 799-816에 인용된 악보들을 통해 스트라빈스키의 스크랴



하고 있던 음악가 스트라빈스키에게 음악적 준거이자 상징과 같았다.
그러나 이후 스트라빈스키는 스크랴빈의 명성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최고조

에 이른 것이 1905년이라 회상하고 있으며,40) 타루스킨은 이 부분에 대해 

1900년대 후반 본격적인 작품 발표를 시작한 스트라빈스키가 자신의 작품이 

스크랴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주장한다. 타루스킨은 아울러 위 고백 뿐 아니라 스트라빈스키

의 전기에서 스크랴빈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

적한다. 이는 물론 1916년 출판된 사바네예프(L. Savaneyev)의 회고록을 통해 

스크랴빈이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에 대해 혹평하거나 무관심했음을 알게 된 

스트라빈스키의 개인적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1) 또한 스크랴빈

이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음악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을 뿐더러 그들의 음악을 진지하게 동등한 음악적 동료의 것으로 간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큰 상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스트라빈스키는 스

크랴빈 뿐 아니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전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

한다. 그리고 1920년 마침내 그의 신고전주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레곡 <풀치넬라(Pulcinella>가 발표되기에 이른다. 스크랴빈은 그의 초기 창

작을 정초한 시대정신의 상징인 동시에 그가 망명과 러시아 내에서의 부정적

인 평가를 겪으며 이후 자신의 초기작을 비롯한 러시아 정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충실한 제자로서 작곡가의 길에 들어선 스트라빈스키

가 1900년대 초반 페테르부르크 모더니즘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성장한 것

은 당연하다. 지난 세기 후반 이미 그의 스승과 선배 음악가들은 이동파의 

리얼리즘 회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후 예술세계파가 계승한 민속예술의 장

식주의와 유미주의에 매혹되고 있었다. 세기말의 종말론적 분위기와 데카당

스, 초기 상징주의자들의 신지학적 추구, 새로운 예술 형식에의 지향, 흘릐스

트(Хлысты)와 같은 이교 분리종파의 제의에 대한 관심은 페테르부르크의 젊

은 지식인들의 삶에 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상징주의 시인들이 보여주는 

예술창조에 있어서의 순교자적이라 할 정도의 신비주의적(theurgic) 긴장감과 

빈으로부터의 음악적 차용을 분명히 볼 수 있다.
40) 실제로 스트라빈스키가 스크랴빈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08년 3월 6일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마지막 생일 파티에서였다.(Richard Taruskin 1996: 792) 
41) Richard Taruskin(1996), 791-799.



신화적이고 제의적인 문학에의 지향은 사실 이미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세계 

형성에 있어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을 준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이라 할 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러시아 민속에 대한 관심이나 신비주의적 이교

도들의 제례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합창곡과 관현악곡을 비롯해 폴 베를

렌(P. Verlene)과 발몬트(K. Balmont)의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곡을 연달아 창

작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는 1900년대 초의 발몬트에 대한 관심에 이어 벨르

이(A. Bely), 블록(A. Blok), 솔로비요프(V. Solovyev)와 쿠즈민(M. Kuzmin), 
레미조프(A. Remizov), 더 나아가 아방가르드의 전위적 시인들의 작품에 이

르기까지 당대의 문인들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다.42) 
<페트루쉬카>가 1911년 프랑스에서 공연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작품에

서 블록의 ｢발라간칙(Балаганчик)｣(1907)의 반향을 읽은 것은 당연했다. <페

트루쉬카>는 물론 블록 뿐 아니라 당시 러시아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민중극의 유희성과 그로테스크에 대한 열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

나 <페트루쉬카>의 화려한 의상과 무대가 블록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루복적

인 소박함과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페트루쉬카의 실존적인 

분열이 원시적 생명력과 결합되어 만들어 내는 기묘한 조화는 블록의 드라마

와 매우 흡사했다. 발레 뤼스의 한 시즌을 평가하며 투겐홀드(Я. Тугенхольд)
가 지적하고 있듯이 심지어 그것은 블록 뿐 아니라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러시아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43) 그

것은 유럽인들이 이 작품에서 본 러시아성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블록이 자신의 시와 에세이를 통해 드러낸 러시아 민족의 스키타이적 근

원에 대한 사색 또한 1910년대 중반에는 이미 페테르부르크 지식인 전반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레리흐가 원시주의적 제의에 대한 회화적 재현 가운데

서 도달하려 했던 치유의 기쁨이란 바로 이러한 블록의 스키타이의 생명력에 

대한 긍정과 유사하다. 막시 리안 볼로쉰(M. Voloshin)은 당시의 회화 예술

의 원시주의를 지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예술형식이라 주장했으며 원

42) 그는 아버지로부터 7000여권의 장서와 함께 책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았으며 여기
에는 러시아 문학과 민담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T. Monighetti 
(2013) “Stravinsky’s Russian Library,” in Tamara Levitz(ed.) Stravinsky and His 
World, pp. 61-62를 보라.  

43) Я. Тугенхольд(1911) “Итоги сезона (письмо из Парижа),” Аполлон, № 6, С. 74, 
в кн. Т. М. Родина(1972) Александр Блок и русский театр начала XX века, М.: 
Наука, С. 148-149.



시주의적 정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림스키-코르사코프마저 글라주노프

(Glazunov)에게 쓴 러시아 오페라에 대한 글을 통해 고대 민족의 투박하고 

거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44) 가장 대표적인 ‘스키타이적’ 음악가라 할 

프로코피예프를 비롯하여 벨랴예프 서클에 속한 젊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들에게서 스키타이의 주제의 단순화되고 원시적인 멜로디의 흔적을, 게

르쉔존(Gershenzon)과 고로데츠키(Gorodetsky), 발몬트의 시원적 고대와 원시

성에 대한 탐닉의 영향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레리흐와의 공동 작업 가운데서 ｢원초연대기(Летопись временных лет)｣에 

기록된 원시적 이교 예식을 발레로 재현하려 했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

전>은 이처럼 스크랴빈과 1세대 상징주의자들, 예술세계파로부터 블록과 벨

르이를 비롯한 젊은 상징주의자들, 더 나아가 아크메이즘과 음악적 아방가르

드에 이르는 1900년대 초반 페테르부르크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종합예술’로 기획되었다. 
   
2. 루리에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포스트아포칼립시스 

스트라빈스키가 자신의 미국 망명 시기 인정하기를 꺼렸던 또 한 명의 음

악가는 아르투르 루리에(Arthur Lourié, 1892?~1966)였다. 스트라빈스키는 그

의 죽음을 뒤늦게 <르몽드>지를 통해 접하고는 수브친스키(P. Suvchinsky)에
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평생 한 번도 루리에가 쓴 음악을 들어본 적 없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다. 1930년대 중반 갈라선 이

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대화를 나눈 적 없긴 했지만 젊

은 시절 자신의 음악적 대변자이자 그의 음악에 대한 평론가, 심지어 그의 

조수 역할을 자처한 루리에와의 음악적 교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스트라빈스키 후기의 음악적 동지이자 자서전의 공저자로서 늘 그의 변론자

가 되었던 로버트 크래프트(R. Craft)마저도 스트라빈스키가 적어도 루리에의 

1920년대 말~30년대 초반의 두 작품인 <영적 협주곡(Concerto Spirituale)> 
(1929)과 <변증법적 교향곡(Sinfonia dialectica)>(1930) 만큼은 몰랐을 리 없으

며 심지어 이 작품에 대해 그가 루리에와 수차례 논의했고 작품을 연주할 

지휘자를 섭외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다.45) 심지어 스트라빈스

44) Richard Taruskin(1996), 853-856.



키 연구가 중 어떤 이들은 어떻게 무명의 음악가인 루리에가 스트라빈스키 

음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

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지 의아해할 정도이다.46) 
루리에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 뿐 아니라 위의 서방의 연구가들에게도 생소

한 이름이지만47) 1900년대 초반 페테르부르크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한 입지

를 차지하고 있었던 음악가이자 사상가였다. 마야코프스키(V. Mayakovsky)가 
“루리에를 모르는 사람은 바보(Тот дурье, кто не знает Лурье)”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세기말의 데카당스로부터 러시아 혁명으로 이르는 격동의 시대 

페테르부르크 젊은 엘리트들의 삶과 예술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그

는 유리 안넨코프(Yu. Annenkov)나 표트르 미투리치(P. Miturich) 같은 모더

니스트 초상화가들이 즐겨 그린 페테르부르크의 댄디였으며, 아흐마토바(A. 
Akhmatova)의 연인이었고,48) 카바레 “방황하는 개(Stray Dog)”의 대표 연주

자였다. 그는 블록과 벨르이의 열렬한 독자였고 이들의 종말론적 비전을 공유

했으며 혁명의 필연성을 긍정했다. 그가 블록의 ｢눈의 가면(Снежная маска)｣
과 ｢12(Двенадцать)｣을 바탕으로 창작한 오페라-발레 <페테르부르크>(1920)
는49)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분 남겨진 악보와 가사를 통해 그가 그 

45) R. Taruskin(2014) “Turania revisited, with Lourié my guide,” in Klára Móricz and 
Simon Morrison(eds.) Funeral Games in Honor of Arthur Vincent Lourié, Oxford: 
Oxford Univ. Press, pp. 63-64.

46) Klára Móricz(2013) “Symphonies and Funeral Games: Lourié’s Critique of Stravinsky’s 
Neoclassicism,” in T. Levitz(ed.) Stravinsky and His World, pp. 105-106.

47) 그의 음악은 1990년대에서야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등의 노력에 힘입어 
공연 레퍼토리에 편입되며 소개될 수 있었다. 그 전까지 그는 타루스킨이 지적하
고 있듯이 “20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잊혀진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 R. Taruskin 
(1996), vol. 2, p. 1585.

48) 아흐마토바 연구가들은 루리에의 흔적이 1920년대 이후에도 아흐마토바의 작품에
서 떠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의 ｢주인공 없는 서사시(Поэма без героя)｣
에 반영된 루리에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Klára Móricz(2014b) “Retrieving what 
time destroys: The palimpsest of Lourié’s The Blackamoor of Peter the Great,” 
Klára Móricz and Simon Morrison(eds.), 150-151을 참조하라. 

49) Artur Lur’ye(1920) “Peterburg: Opera-Ballet in Two Acts on Poems by Alexander 
Blok,” in Л. З. Корабельникова(1999) “Американские дневники Артура Лурье,” 
Кельдишевский сборник: музык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е чтения памяти Ю. В. Кельдиша, 
М.: GII, C. 235; Klára Móricz(2014a) “Introduction: Endgames and Funeral 
games,” in Klára Móricz and Simon Morrison(eds.), 10-11에서 재인용.



누구보다 블록에게 있어서의 혁명이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

작하게 한다. 
불협화음의 클러스터가 연출하는 시대의 소음 가운데서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4박자의 행진 리듬은 작품의 진행과 함께 점점 거세어지며 마침내 

｢12｣를 바탕으로 한 2부에서 폭발하듯 전면화 된다. 원시주의적이며 해체적

인 음악적 실험을 총동원한 이 작품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에너

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블록의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차스투

쉬카(частушка)의 리듬과 가사를 살려 만들어진 아리아에서는 오히려 블록이 

자신의 시의 압축적 언어 가운데 은닉해 둔 혁명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읽을 

수 있었다. 눈보라와 같이 소용돌이치는 혁명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가운데 마지

막 무반주로 들리는 외침 “신이여 축복하소서(Господи, благослови!)”는 블록 

서사시의 불가해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체하면서 1920년 이미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고 그 이듬해 생을 마감한 시인 자신의 절규를 대신 들려주었다.50)  
그는 또한 러시아 미래주의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화가 니콜라이 쿨빈(N. 

Kulbin)의 총애를 받으며 흘레브니코프(V. Khlevnikov)를 즐겨 읽고 심지어 

그의 문학을 음악으로 형상화하려 했던 아방가르드 음악가로서, 크로마티즘

(chromatism)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무조음악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음악적 

실험가이기도 했다.51) 이러한 실험정신을 높이 샀던 혁명기 러시아 민중계몽

위원회(Наркомпрос)의 위원장 루나차르스키(A. Lunacharsky)는 그를 음악분

과 대표위원으로 임명한다. 
1922년 러시아를 떠나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 정착한 루리에는 파리의 

러시아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페테르부르크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

하는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자처한다. 유럽에 도착한 그는 바로 스트라빈스

키를 찾았고 그들의 만남은 1924년 1월 브뤼셀에서 성사된다.52) 그에게 스트

라빈스키는 자신이 떠나온 페테르부르크와 그것의 문화적 텍스트의 화신이었

다. 그는 10년간 스트라빈스키의 곁에 머물며 그의 조수이자 여행의 동반자

로 함께 했다. 이 시기 그의 대표적인 음악들은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을 분명

50) 루리에의 오페라-발레에 관한 분석은 위의 Klára Móricz(2014a), 10-11에 인용된 
루리에가 쓴 대본을 바탕으로 하였다.

51) Klára Móricz(2014a), 3-6.
52) Лариса Казанская(2010) “Лурье и Стравинский: в тени гения,” Музык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2, С. 104. 



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스트라빈스키를 자신 주변

의 학자와 사상가, 작가들에게 소개시켰고 자신의 사상 또한 적극적으로 피

력하였다. 특히 그를 통해 이루어진 가톨릭 사상가이자 네오토미즘의 신봉자

였던 자크 마리탱(J. Maritain)과의 교류는 이후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적 

음악 형식의 정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곡가 니콜라이 나보코프(N. Nabokov)는 루리에를 ‘스트라빈스키의 그림

자’라 불렀고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의 창시자 중 하나로서 스트라빈스키

의 오랜 측근으로 남아 있었던 수브친스키나 스트라빈스키의 전기 작가인 스

테픈 왈쉬(S. Walsh)는 그를 ‘스트라빈스키의 시종’이라 폄하하고 있지만, 스

트라빈스키 자신도 1929년 경에는 루리에의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루리에의 음악들은 

분명 그의 페테르부르크 시기로부터의 연장선상에 있다. 
1921년 블록의 죽음은 이들 페테르부르크 예술가들에게 찬란한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것은 페트로그라트(Петроград)로 이름을 바꾸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페테르부르크에게 바쳐진 장례와도 같았다. 이 시기 페테르

부르크를 떠난 루리에와 러시아 망명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페테르부르

크에 대한 기억을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공간 안에서 부활시키려 했다. 1920년대

부터 30년에 이르는 시기 푸쉬킨과 레르몬토프(M. Lermontov), 블록의 시를 바

탕으로 작곡된 루리에의 음악은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그에 대

한 기억의 연장에 바쳐져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루리에에게 바로 그러

한 페테르부르크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문화적 유산을 집약해 놓은 이상향과 

같았다. 이 시기 이미 이들의 음악적 견해의 차이가 루리에의 저술들을 통해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리에에게 스트라빈스키는 자신이 상실한 러

시아의 형상으로서 일종의 강령처럼 존재했던 것 같다.53)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이후 서로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개인적인 사건

들로 인해 벌어지게 된다. 볼셰비키로서 러시아 혁명의 옹호자였던 루리에에

게 정치적 우파였던 스트라빈스키는 지나치게 부르주아적으로 보였다. 또한 

그가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반감에서 무솔리니를 비롯한 유럽의 파시

즘을 공공연히 옹호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루리에 역시 스탈린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혁명 조국의 현실

53) 1920년대 루리에가 쓴 논문들을 보면 이들의 음악적 견해 차이는 이미 러시아를 
떠나와 유럽에서 만나게 된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해 여전히 애정을 버릴 수 없었고 또한 휴머니즘에 반하는 유럽의 파

시즘에 동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스트라빈스키 개인의 두 번째 결혼을 비롯

한 인간적인 면에도 실망을 하게 된다. 루리에는 결국 1930년대 중반을 지나

며 완전히 스트라빈스키와 의절하게 된다.54) 
그러나 스트라빈스키의 초기 창작은 여전히 그의 음악적 이상향으로 남겨

진다. 루리에의 미국 망명 이후의 저술과 음악은 여전히 스트라빈스키와의 

음악적 논쟁으로 읽힌다. 그의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크로노스

에 경의를 표하는 장례 경기(Funeral Games in honor of Chronos)>(1964)는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시간과 기억을 주제로 한다. 그리스적 소재 선택

으로부터 박자 변화나 옥타토닉 음계, 악기의 연주 방식 등에서 명백히 스트

라빈스키적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흔히 루리에가 페테르부르크의 

은세기에 바치는 진혼곡으로 이해된다. 이 작품의 제목인 장례 경기를 통해 

추모하는 죽은 영웅 크로노스는 스트라빈스키를 위시한 러시아 은세기 문화

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곡에서 루리에는 마치 스트라빈스키와 논쟁하듯, 작

품 전체를 관류하는 스트라빈스키적 특성들과 평행하게 그것을 초월하는 절

대적 멜로디를 발전시키며 작품의 피날레를 향해 나아간다.55) 리듬의 변이와 

조성의 파괴를 통해 기존의 음악적 형식을 해체해 온 스트라빈스키의 형식적 

실험들은 마치 파멸한 영웅처럼 결국 루리에 자신의 고유한 ‘멜로디’라는 음

악의 절대성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자신의 저술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멜로디는 시간에 대한 저항인 동시

에 궁극적인 해방이다.56) 그것은 시간의 파괴적인 힘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음

악적 이상향이라는 초월적 세계를 향해 가게 하는 음악의 힘이다. 루리에는 

54) 이 글에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루리에의 전기적 사실들과 작품 경향 전반에 
대해서는 K. Levidou(2012) “Arthur Lourié and his conception of revolution,” 
Musicology, 13, pp. 79-99를 보라. 

55) Igor Stravinsky(1947) Poetics of Music in the Form of Six Lessons, trans. by 
Arthur Knodel and Ingolf Dahl,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 40-42에서 
스트라빈스키는 루리에의 ｢멜로디에 대한 탐구(An inquiry into melody)｣라는 글
을 통해 멜로디를 절대화하고 있는 루리에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56) A. Lourié(1929) “An inquiry into melody,” Modern Music, 7:1, pp. 3-11; Klára 
Móricz(2013) “Symphonies and Funeral Games: Lourié’s Critique of Stravinsky’s 
Neoclassicism,” p. 116에서 재인용.  



이 작품에서 크로노스를 찬미하지만 동시에 그에 저항하고 그를 초월하는 멜

로디를 전면화함으로써 사라지는 페테르부르크의 은세기에 대한 조의를 표하

고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 절대성을 부여받은 러시아적 기억의 영원성에 대해 

말한다.57) 스트라빈스키의 ‘리듬’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음악적 형식으로 

사물화 되어 존재하고 있다면 루리에의 ‘멜로디’는 그러한 물화된 시간을 초월

하고 포용하는 절대성으로 현현한다. 이는 시간의 종말을 영원한 기억으로 치

환하는 것과도 같다. 푸쉬킨이 자신의 선조인 한니발을 소재로 쓴 미완성 소

설에 곡을 붙인 마지막 오페라 <표트르 대제의 흑인(Арап Петра Великого, 
The blackamoor of Peter the Great)>(1948-61)을 은세기 러시아 문화의 기호들

이 겹겹이 쌓인 팔림세스트로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하려 

한 것 또한, 종말에 직면한 세계, 즉, 상실한 러시아를 영원히 기억의 박물관 안

에 봉인하는 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과 아흐마토바의   

｢주인공 없는 서사시｣의 유사성에 대한 모리츠(K. Móricz)의 지적은 정당하다.58)

이처럼 루리에의 1920년대 이후의 모든 저작과 음악은 자신이 상실한 러

시아의 과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1920년대 후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제시한 ‘신고전주의’라는 개념은 오히려 상

징주의의 초월성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이후 다분히 음악사에 대한 그의 고

유한 정치적인 해석을 향해, 더 정확히는 망명 사상가들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음악사적 전유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는 1928년 논문 ｢신고딕과 신고전주의(Neogothic and neoclassic)｣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쇤베르크의 신고딕적 시도와 구분하며 신고전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59) 루리에의 이러한 지적은 2차 대전 이후 아도르노

가 개진한 “쇤베르크 對 스트라빈스키”라는 현대 음악의 두 방향으로의 전개

와 그 가운데서 스트라빈스키가 나아가고 있는 유사고전주의적 객관주의와 

복고라는 퇴행에 대한 비판을 선취한다. 물론 루리에가 스트라빈스키의 편에 

서서 신고전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 그는 스트라빈스

키의 음악이 쇤베르크적 개인의 파편화된 개별성과 주관성을 극복하고 초월

적이며 절대적인 음악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아도르노가 

57) <장례 경기>의 악보와 스트라빈스키 음악과의 형식적 유사성에 대한 분석은 
Klára Móricz(2013), 115-126를 보라. 

58) Klára Móricz(2014b), 151-152.
59) A. Lourié(1928) “Neogothic and neoclassic,” Modern Music, 5:3, pp. 3-8을 보라.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전체주의라 비판한 바로 그 지점일 뿐 아니라 유럽의 

관객이 <봄의 제전>의 개별성을 제압하는 군중의 춤과 희생자의 개성이 완

전히 배제된 제의의 가운데서 본 공포의 원인을 드러내준다.60) 
이처럼 루리에에게서의 신고전주의란 러시아 은세기의 종말을 마주한 포스

트아포칼립스의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의미했다. 당연히 그와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는 이미 출발부터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었다. 음악의 물성(物性)
을 강조했고 형식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했던 스트라빈스키에게 러시아 시

대의 종언이 새로운 예술적 형식미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면, 루리에의 신고

전주의는 절대적 조화와 합일이라는 과거 페테르부르크 텍스트의 이상을 향해 

회귀하는 듯 보였다. 
루리에는 이어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음악

사 자체에 대한 해체를 꾀한다.61) 그의 음악사에 대한 서술은 사실 러시아 

음악을 세계 음악사 안에 위치 지으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그는 1920년대 

프랑스 음악과 러시아 음악의 유사성을 강조하였지만 1930년대 저술을 통해

서는 게르만 음악과 라틴음악을 초월하고 음악사적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변

증법적 대안으로서의 러시아 음악을 이야기하기에 이른다.62) 그는 지금까지 

세계 음악사의 흐름을 결정해 온 화성과 리듬이 각각 스크랴빈과 스트라빈스

키에 의해 해체되었고 이러한 해체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음악정신으로의 초

월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63) 이 때 이와 같은 해체의 궁극에서 새롭게 등

장하는 새 시대의 음악적 원칙을 그는 신고전주의라 명명한다. 이는 레비두

(K. Levidou)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먀친(E. Zamyatin)이 피력한 리얼리즘, 상

징주의, 네오리얼리즘으로 이어지는 문학적 변증법과도 유사하다.64) 자먀친의 

60) 또한 신고딕과 신고전주의에 대한 루리에의 논의와 이것이 유라시아주의와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R. Taruskin(2014), 64-68을 참조하라.

61) A. Lourié(1929), 3-11; A. Lourié(1932) “The Russian School,” Musical Quarterly, 
18:4, pp. 519–529; A. Lourié(1933) “The Crisis of Form,” Music and Letters, 
14:2, pp. 95–103에서 루리에가 말하는 러시아 음악의 새로운 변증법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보라.

62) A. Lourié(1933), 98-100. 
63) K. Levidou(2012), 91-94.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친분을 유

지하고 있었던 수브친스키를 중심으로 망명 사상가들 사이에서 태동한 유라시아
주의를 음악사에 투영한 것으로 읽힌다. 

64) K. Levidou(2012), 93.



네오리얼리즘은 새로운 실재에 대한 추구로서 이 때의 실재란 리얼리즘이 말

하는 현실이라기보다 오히려 상징주의의 레알리오라(realiora)가 예술 작품 안

에 현전하는 물화된 순간들로 사유된 것에 가깝다. 루리에의 이와 같은 음악

사에 대한 비전은 러시아를 유럽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해하

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논지를 그대로 따른다. 그의 음악적 에세이가 매우 

정치적인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문제는 루리에가 자신의 음악적 변증법을 전개하면서 스크랴빈과 스트라빈

스키를 기존의 음악전통에 대한 두 가지 안티테제로 사유하고 있는 데 반해 

실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스크랴빈을 계승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

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경우는 스크랴빈을 

비롯한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의 종합주의적(synthetic), 제의적 예술로부터 출

발한,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분석적 재해석

에 가깝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상징주의적인 동시에 포스트상징주의적이

다.65) 가령, 러시아 문학사에 대입해 본다면 <봄의 제전>은 상징주의의 신화

적 세계관과 테우르기즘, 미래주의의 해체와 전복의 에너지, 아크메이즘의 순

수형식으로서의 음악의 물성(物性)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과정을 동시적으

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상징이나 의미화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자족적 

음악 예술의 물성을 음악 안에 그대로 담으려는 스트라빈스키의 새로운 시도

를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라빈스키의 1920년 이후의 신고전주의는 아크메이즘 시인들의 시적 

진화가 보여주는 언어의 투명성과 명징한 형식에 대한 추구나 세계문화의 근

원으로서의 헬레니즘에 대한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그의 후기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음악적 상호텍스트성과 자기 인용 

또한 만델쉬탐(O. Mandelshtam)이나 아흐마토바의 시를 연상시킨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신고전주의를 드러내는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작품

들보다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아 시대의 음악에서 신고전주의의 흔적을 읽어내

는 루리에의 시도는 이미 이들이 1930년대 마주하게 된 음악적 이견을 짐작

하게 한다.66) 이미 1930년대 초반 루리에는 과거와 달리 신고전주의 양식의 

65) 특히 이고리 스미르노프(Игорь Смирнов)가 1910년대 러시아 문학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포스트상징주의 개념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И. 
Смирнов(2000) “«Исторический авангард» как подсистема постсимволис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Мегаистория, М.: Аграф, С. 98-196. 



대표자로 스트라빈스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한다.67)

루리에는 분명 포스트아포칼립시스의 음악가였다. 그러나 포스트아포칼립

시스 시대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음악은 루리에의 신고전주의가 강조한 

음악의 정신성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아포칼립시스’가 아닌 오히려 내적인 

본질을 표면적인 형식적 조직 안에 감추는 ‘칼립시스(калиптика)’ 미학의 전

형을 따른다.68) 스트라빈스키의 잘 알려진 反바그너주의는 바로 그의 아포칼

립시스적, 상징주의적 미학과의 거리를 암시한다. 
한센-뢰베(A. Hansen-Löve)가 나보코프에 대한 자신의 논문에서 가져오고 

있는 칼립시스의 미학이란 오디세이를 7년이나 돌보아 주지만 결국 그의 향수

를 못 이겨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불멸을 선사하는 능력을 지닌 물과 

지상의 경계에 사는 님프의 이름인 ‘칼립소’로부터 유래한다. ‘칼립시스’ 미학

은 오디세이처럼 잃어버린 조국과 잃어버린 문화 혹은 기억에 대한 향수 속에

서 살아야 했던 망명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미학적 정향은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는 망명자의 내적인 비극을 정교하게 짜인 예술 형식으로 덮고 디오니소스

적 내적 폭발을 아폴론주의의 정연한 외관으로 가리는 기만적, 모방적 창조행

위의 원리가 된다. 초기 러시아 시기의 스트라빈스키 음악은 1920년대 이후 

신고전주의시기에 이르러 음악적 형이상학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둔다. 음악

가는 물화된 음악적 형식이 이루는 표층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며 이 때 형이

상학적 심층과 모든 종교적, 신화적 상징들은 탈신화화 된다. 스트라빈스키에

게 있어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상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69)  
혁명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이자 새로운 시대의 리얼리티에 대한 재현

으로서, 유럽 문화가 직면한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적 생

66) 루리에는 1944년 발표된 논문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지나치게 유희적이며 
양식화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А. Лурье(1944) “Линии 
эволюции русской музыки,” Новый журнал, 9, С. 313을 보라. 

67) K. Levidou(2012), 92.
68) 칼립시스 미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 A. Hansen-Löve(2000) "Эстетика 

«калиптики»: Аполлинские концепции  в метафизической поэтике Набокова," 
Северный вестник. Proceedings of the NorFA network in Russian Literature 
1995-2000, Stockholm: NorFA, С. 193–200.

69) 스트라빈스키의 바그너 음악에 대한 비판 및 독일 음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
해는 Igor Stravinsky(1947), 47-65에서 볼 수 있다.



명력의 원천으로서, 루리에, 더 나아가 수브친스키의 유라시아주의적 음악론의 

준거가 되었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마저도 이미 사물과 같은 예술, 무

언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닌 음악적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

족적인 음악 형식 그 자체의 실험으로 읽힐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드러내

고 있다. 미국 망명 이후 스트라빈스키는 초기의 표제음악적 시도로부터 한층 

더 멀어진다. 루리에는 동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고 예술가 개인이 자

신의 예술적 실험에 대해 그러했듯 1910년대 스트라빈스키의 혁명적 예술 형

식을 러시아 혁명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전유했다. 그리고 그는 생애 마지막까

지 자신의 음악적 영웅의 그림자를 간직한 채 그의 변절을 슬퍼하며 그의 파

멸을 애도한다. 스트라빈스키 초기 작품의 해체된 리듬과 무조성의 혁명에서 

그가 찾아내려 했던 음악의 보편 정신을 향한 변증법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부정되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스트라빈스키의 자리를 대신한다. 

3. 유라시아주의자 수브친스키와 음악적 시간  

표트르 수브친스키는 미국 망명 이후까지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대한 변호

인이자 평론가로 남은 유라시아주의자였다. 그는 루리에와 함께 스트라빈스

키의 1920년대 프랑스에서의 망명 생활을 함께 했던 사상적 동지이자 스트

라빈스키 음악에서 러시아적, 유라시아적 정수를 보았던 열렬한 지지자였다. 
루리에는 수브친스키와 함께 유라시아주의의 기관지 유라시아(Евразия)의 

편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다른 저널인 베르스타(Версты)에 음악에 관한 

글을 자주 발표하였다.70)  
스트라빈스키는 이번에도 역시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수브친스키

는 스트라빈스키의 1939-40년 하버드 대학 강연을 기록한 책 음악의 시학

(Poetics of Music)의 실질적인 집필자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71) 실제로 이 

70) K. Levidou(2012), 85.
71) Igor Stravinsky(1947) Poetics of Music in the Form of Six Lessons. 이 책은 정확

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스트라빈스키가 수브친스키와 프랑스 음악학자인 롤랑-마
누엘(Roland-Manuel)의 도움을 받아 함께 쓴 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수브친스키가 집필하였으며 전체 책의 총 기획과 감수 
또한 수브친스키가 담당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책의 저자 문제에 관해서는 Valerie Dufour(2013) “The Poetique 
musicale: A counterpoint in three voices,” in Tamara Levitz(ed.) Stravinsky and 



책에서 개진되고 있는 독일 음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스

트라빈스키의 음악, 음악적 시간의 문제에 대한 사유는 수브친스키 자신의 

저작을 통해 발표된 그의 음악 미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72) 
잘 알려져 있듯 유라시아주의는 1921년 수브친스키를 비롯하여 언어학자

였던 트루베츠코이(N. Trubetskoi), 지리학자 사비츠키(P. Savitsky), 정교신학

자였던 플로롭스키(G. Flolovsky) 등의 러시아 망명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불

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시작된 다분히 슬라브주의적인 민족주의 운동이다.73) 
그러나 이것은 또한 혁명전 러시아 모더니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원한 러

시아 은세기 문화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상징주의의 신지학적 비전과 미래주

의자의 유토피아주의, 이와 결합된 스키타이주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아시아를 주목하게 하였으며 유라시아라는 개념을 주조했다. 블록의 스키타

이, 벨르이의 동(東), 흘레브니코프의 아시아로부터 부는 바람 등의 형상 가

운데서 위기의 유럽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유라시아가 태동하고 

있었다. 이들의 첫 번째 저널 동(東)으로의 탈출(Исход к Востоку)의 표지

에는 블록의 시 ｢쿨리코보 들판에서(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를 암시하듯 질주

하는 말의 휘날리는 갈기가 그려져 있다. 수브친스키의 음악론 역시 루리에

가 그러했듯 블록을 위시한 상징주의자들의 예술관에 그 기원을 둔다.   
유라시아주의의 형성에는 20세기 초반 러시아 예술과 사상 전반에 배어 

있었던 베르그송주의의 영향 또한 지대했다. 서구의 물질주의와 기계문명을 

비판하며 유기주의적 철학과 신화적 세계관으로의 회기를 꿈꾸었던 러시아 

모더니스트에게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직관적이고 유기체적인 세계인식

은 그 무엇보다 설득력을 가졌다.74) 원자 단위로 분해된 듯 보이는 조각들의 

His World, pp. 225-253을 보라. 
72) 수브친스키의 음악 미학에 대해서는 K. Levidou(2011) “The Artist-Genius in Petr 

Suvchinskii’s Eurasianist Philosophy of History: The Case of Igor’ Stravinskii,”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89:4, pp. 601-629를 보라. 

73)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 국외의 저
술로는 러시아의 제국이데올로기를 통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로부터 현재까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Marlène Laruelle(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를 참조하라.  

74) 베르그송의 철학은 필로노프와 마튜쉰, 칸딘스키 등의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20세
기 초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마튜쉰은 1920년
대 ГИНХУК에 유기적 문화 철학을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기도 하였다. Маргарита  
Тильберг(2008), 72-73 참조. 



엉김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전체성의 형상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l'évolution créatrice)” 개념을 반영한다. 합리주의의 공간화된 시간 사유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며 선율과 같이 흐르는 ‘지속(durée)’으로서의 시간과 

그러한 지속 가운데 쉼 없이 움직이는 진화와 생성의 과정에서 생명의 본질

을 발견하는 베르그송의 사유는 조각난 세계들이 새롭게 엉겨 새로운 총체적 

연속체로서의 유라시아를 형성하는 과정 안에 반영된다. 이는 곧 러시아 혁

명의 이데올로기로, 러시아성을 끝까지 보존하려 했던 망명예술가들의 삶과 

철학으로, 심지어는 러시아를 동과 서를 하나로 아우르는 유기적 전체로 이

해하려 했던 망명 철학자들의 유라시아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 문명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슬라브적 기원의 복원과 더 

나아가 유라시아로서의 러시아라는 고유의 총체성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문

화적 구원을 성취하려 했던 이들 모더니스트들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문화창

조 주체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였다. 1920년대 초반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구세

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도래할 새로운 세계의 선지자가 될 것임을 믿고 

있었다. 은세기 문학과 예술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이들은 도래할 파

국의 순간과 이러한 통과제의를 거쳐 이르게 될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다. 수

브친스키가 스트라빈스키를 현대 예술의 이상을 대표하는 음악가라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혁명의 파국과 사회적 변화를 담고 있는 그

의 음악형식에서 진정한 모더니즘을 보았다. 그는 종교적 낭만주의와 이상주

의를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열광과 결합하면서 개별성을 극복한 전체성의 미

학적 힘이 드러난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야말로 새 시대의 예술적 형식이라 주

장하였다. 즉, 새로운 예술형식은 기존의 미학적 관례를 벗어나 시간과 공간과 

질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했다.
사실 망명 사상가들의 유라시아주의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들

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기말의 위기감과 

전쟁, 혁명의 기억을, 즉, 글렙 스트루베(G. Strube)가 말한 “파국의 의식

(catastrophic consciousness)”을 공유하고 있었다.75) 유라시아란 서유럽의 문화

로 대표되는 파편화된 세계를 극복하고 본원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

이 가져오고 있는 러시아의 숙명이자 본질이었다. 발레 뤼스에 참여한 많은 

75) S. Glebov(2003) “Science, Culture, and Empire: Eurasianism as a Modernist 
Movement,” Russian and East European Books and Manuscripts in the United 
States, 4:4, p. 27.



러시아 망명예술가들과 더 나아가 동일한 문화적 토양에서 성장한 유라시아

주의자들 모두에게 거대한 러시아 제국의 유라시아적 본질은 서구의 문화적 

식민 지배를 벗어나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힘이

었다. 수브친스키에게 발레 뤼스의 정점을 장식하고 있는 가장 러시아적이자 

유라시아적인 작품 <봄의 제전>은 그러한 슬라브적 총체성의 신화로 나아가

기 위한 불가피한 문화적 파국의 희생 제의로 읽혔다. 
유라시아주의자들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형식주의자들

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수브친스키는 각각의 부분들이 결합하여 그것들의 단순

한 결합 이상의 전체를 만들어 내는 구조주의적 일원론(Structural monism)을 

전개했다. 그에게 러시아 혹은 유라시아라는 개념은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유

기적 전체를 이루는 통합체로 사유되었다. 혁명 또한 원인과 결과, 사상과 행

동, 목표와 수단, 우연과 필연 등의 대립된 계기들이 결합되어 그 이상의 결

과로 폭발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76) 이는 또 다른 유라시아주의자였던 카르

사빈(L. Karsavin)의 ‘교향악적 사회(symphonic society)’라는 유토피아적 개념

에서도 반복된다. 이는 개별자를 넘어서는 전체성으로서의 교향악적 주체와 

교향악적 질서에 대한 추구였던바 분명 전체주의적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다.77) 즉, 수브친스키의 구조주의적 일원론은 그것이 명백히 미학

적인 차원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의 전체주의와 동일한 

사유 구조에 기반한다. 이는 이들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언어학적, 지리학적 유

기체로서의 유라시아 개념이 전체주의 체제, 혹은 국가로 사유될 수 있는 충

분한 빌미가 된다. 스트라빈스키의 경우 그가 공공연히 드러낸 무솔리니를 비

롯한 유럽의 파시즘에 대한 옹호는 분명 그의 음악의 미학적 전체주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봄의 제전>에 등장하는 개별성을 상실한 집

단적 춤이 바로 그러한 전체주의의 표현으로 읽히고 희생물의 개인적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마지막 제의를 전체주의의 집단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라시아주의의 유기적 전체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수브친스키는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에서 상징주의의 신화적 통합과 

전체주의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가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해석에 있어 루리에와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었다. 이는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76) П. Субчинский(1928) “О революционном монизме,” Евразия, 1928/5(22 декабря), 
С. 1; K. Levidou(2011), 622에서 재인용. 

77) R. Taruskin(2014), 73.



시간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루리에가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

를 통해 시간을 사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브친스키 또한 크로노스(chronos)
라 지칭하는 음악적 시간 개념을 발전시킨다. 이는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당대

의 물리학적 발견의 영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음악적 시공간(space-time) 개념으

로서 바흐친(M. Bakhtin)의 흐로노토프에 상응하는 음악적 개념이다.78) 수브친

스키는 특히 음악의 시간에 대해 이 개념을 적용하면서 일종의 소리-시간

(sound-time)의 연속체를 상정한다. 이 경우 소리는 음악이 현현하는 일종의 ‘공
간’이 된다. 그가 주장하는 음악적 시간은 절대적인 ‘진정한’ 시간이라는 시간

의 이데아로서 이는 일반적인 심리학적 시간과 구분된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

이 심리학적 시간을 표현한다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그것을 초월하는 시간

의 절대성을, 즉, ‘존재론적 시간(ontological time)’을 표현한다고 지적한다.79) 
이는 신고딕과 신고전주의를 구분하며 신고전주의에서 음악의 종교적 영성

에 이를 수 있음을 믿었던 루리에의 논의를 연상시킨다. 이 때 이들이 가치

론적 방점을 부여하는 ‘존재론적 시간’이나 ‘신고전주의’라는 개념이 분명 상

징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브친스

키의 스트라빈스키의 해석은 루리에의 경우와는 달리 심리주의를 배제한다. 
분명 그가 이해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세계는 개인의 감정이 부

재하는 전체성을 드러내지만 이 작품이 심리주의적 시간이 아닌 시간 그 자

체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아도르노 등의 비판은 무의미해진다. 여기

서 개인의 감정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상되지 않는다. 상징주의의 

우주적 합일과 총체성에 대한 재현이 언제나 그 세계의 가운데서 영원한 이

데아를 향해 가는 주체를 문제 삼고 그의 정념과 고통을 조명했다고 한다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상징주의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예술적 질료 그 자체로서의 음악적 시간을 다룬다.80) 그 안에서 과거-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종말론적 시간은 무화된다. 오히려 이는 음악적 시간의 절

78) 유라시아주의와 형식주의의 관계, 바흐친의 유라시아주의적 특성 등에 대해서는 
Galin Tihanov(2003) “When Eurasianism Met Formalism: An Episode from the 
History of Russian Intellectual Life in the 1920s,” Die Welt der Slaven, 48, pp. 
47-67을 보라.

79) K. Levidou(2011), 624-625.
80) 수브친스키는 예술적 질료가 하나의 형식이자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П. Сувчинский(1922) “Вечный устой,” На путях. Утверждение евразий-
цев, кн. 2, Берлин: Геликон, С. 114-115; S. Glebov(2003), 22에서 재인용.



대적 현재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해 낸다. 스트라빈스

키의 <봄의 제전>의 마지막 장면이 갑작스러운 끝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심리주의나 시간의 선적 전개를 초월하는 동시적, 수직적 시간은 

전개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다. 즉, <봄의 제전>의 마지막 제의는 시간

의 작용에 대한 내러티브를 종결하는 종교적 행위와 같다. 어쩌면 이는 오히

려 순수 형태의 혁명이라는 시간적 경험에 한층 더 가깝다. 
수브친스키는 결국 음악의 ‘존재론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개념을 

통해 신비주의적 시간의 실재를 그려내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적 성취를 발견

해 낸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자먀친의 신사실주의를 다시 한 번 연상시킨다. 
그것은 절대적 시간을 그것의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에 주목하여 

그려낸 스트라빈스키의 사물로서의 시간, 혹은 물화된 시간의 리얼리즘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브친스키의 스트라빈스키 해석은 루리에의 상징주의적 세

계관에 의거한 해석을 넘어 포스트상징주의를 향해 열려 있다. 그가 마지막까

지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변론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일 것이다. 그는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두 가지 벡터, 즉 종교적이고 신지

학적인 상징주의적 지향과 그 어떤 추상주의도 배제하는 예술 형식의 질료성 

그 자체에 대한 탐구의 불가능한 공존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수브친스키의 음악적 시간에 대한 사유는 러시아 은세기 문화의 흐름

을, 즉, 상징주의와 포스트상징주의, 더 나아가 아방가르드와 이를 계승하는 후기 

아방가르드로의 이행 과정을 일찍이 1910년대 통시적으로 자신의 작품 안에서 

선취했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세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었다.
 

III. 전체성의 리듬과 발레 예술의 0(零)도 

<봄의 제전>의 무대에서 집단성과 전체주의를 본 서구의 비평가들과 달리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카르사빈의 교향악적 사회와 같은 유기체의 형

상과 같았다. 안무가였던 니진스키가 창조한 집단의 춤은 각각의 무용수들의 

개별성이 부재하는 일반적인 전체성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하나

하나의 파편화된 개인들이 만들어 내는 총체로서의 리듬과 움직임을 창조하

려 했다. 이처럼 조각난 행위들과 이들 내부를 채우는 에너지, 에너지가 만개



하듯 폭발하여 이루는 하나의 전체 ‘되기’의 과정은 러시아 모더니즘의 대표

적인 화가 중 하나였던 필로노프(P. Filonov)의 그림을 연상시킨다.81) 작은 조

각들로 분해된 형상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필로노프의 거대한 추상 혹은 구

상의 공간은 마치 시간으로 포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의 그림

은 음악적이다. 보리스 필냑(B. Pilnyak)의 장식주의 산문을 관통하고 있는 

눈보라의 언어적 재현의 리듬처럼, 알렉산드르 블록의 서사시 ｢12｣의 등장인

물들의 행렬을 휘감으며 서사시의 배면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혁명의 

눈보라처럼 필로노프 그림의 형태와 색은 그 자체의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여 

시간의 음악을, 생성과 소멸의 리듬을 그리고 있었다. 이 때 그의 그림이 보

여주는 이러한 리듬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타난 파괴와 창조가 

뒤엉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양가적이고 제의적인 리듬과도 유사했다.  
필로노프의 작품 <세계의 만개함의 꽃들(Цветы мирового расцвета)>(1915)

이나 <봄의 공식(Формула весны)>(1922-23)은 무한소에 가깝게 미세하게 

분할된 가상의 시간을 상정하지 않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회화 예술의 공

간성으로 재현될 수 없었던 사건, 즉, 싹이 나고 자람, 꽃이 핌 같은 동태적

인 현상들을 회화 평면에 담아내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마치 영화적 시간처

럼 공간화 된 정지된 장면들, 즉, 활짝 핀 꽃, 피고 있는 중의 어느 한 순간

의 꽃이 아니라 꽃이 피는 “사건 그 자체” 혹은 그 사건 전체의 시간 그 자

체, 혹은 탄생의 순간들의 총합을 재현하기 위해 필로노프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단위의 물질들을, 더 정확히는 원자들의 유기적인 엉김

을, 세포분열과도 같은 결합과 증식에 내재하는 힘과 리듬을 그린다. 필로노

프의 그림은 또한 파괴와 생성의 에너지를, 그 과정에서의 물질의 미묘한 떨

림이나 공기의 진동을 재현한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필로노프가 그렸던 힘과 흐름을 재현하는 

음악적 시도라 할 것이다. 서사와 그것에 반주되는 음악, 그 음악을 구상화

하는 춤이라는 연속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동시적이며 분리되어 있지 않

은, 즉, 서사와 음악과 춤이 동시적이며 중층적으로 엉겨있는 순간들을 통해 

구성되는 무대를 창조함으로써 발레 예술의 형식 자체에 대한, 나아가 음악이

81) 필로노프의 유기시학에 대해서는 이지연(2013) ｢변화와 생성의 리얼리티: 파벨 
필로노프의 “네오리얼리즘”｣, 외국문학연구, 제 51권, 303-325쪽 참조. 또한 <봄
의 제전>의 유기시학에 대해서는 이지연(2014) ｢예술세계파와 발레루스의 제국 
이미지｣로부터 가져왔다.



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한 의미에

서 <봄의 제전>은 발레 뤼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바그너적 종합

예술과 거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종합예술의 이상에 대해 도전적

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2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실질적인 플롯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원시적인 제의의 연속을 보여줄 뿐이었다. 단 
한 번의 예외를 빼고 나면 그 어떤 개별적인 춤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앙상블과도 같았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사실 춤추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아길레프에게도 니진스키에게도 그것은 전
혀 문제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리드미컬하게 움
직이는 무리들의 연속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S. L. Grigoriev)82)

1막의 대지에 대한 찬양과 2막의 희생 제의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는 고전

적 발레의 모든 요소들이 부재한다. 플롯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고 개성을 

가진 주인공들도 등장하지 않는다. 발레언어를 구성하는 관례화된 몸짓이나 

남녀가 한 쌍을 이루어 추는 2인무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도르노는 이 

작품에서 음악이 집단적 제의의 형식에 흡수되어 간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무용수들의 몸짓은 전혀 음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음

악과 몸짓이 결합되어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리듬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아도르노가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봄의 제전>은 풍부한 리듬의 변

칙과 도치로 인한 활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혀 리듬의 진행을 보여주지 

않는다. 떠들썩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아무런 행

위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이지만 정체된 리듬이라는 역설은 마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83) 아도르노는 이에 대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공연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우스꽝

스러운 동작”이라고 폄하했다.84) 
그러나 달리 보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서사나 의미로부터 자유로운 순순

82) L. Jacobs(2013) “Le sacre turns 100,” The New Criterion, 5(May), p. 40.
83) 아도르노는 이 작품에서 결국 리듬이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며 언제나 동일한 

것, 정적인 것, 제자리 걸음하는 것들이 자리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라 비판한다. 
Theodor W. Adorno(1980), 154-155.

84) Theodor W. Adorno(1998) “Stravinsky: A Dialectical Portrait,” Quasi una 
Fantasia: Essays on Modern Music, trans. by R. Livingstone, London: Verse, p. 152.



한 움직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발레예술의 모든 관례들이 제거된 발레예술

의 ‘0도’, 발레예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단위로서의 “음악과 결합된 

몸짓 그 자체”, “리듬 그 자체”만이 무대 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이

것은 무대상적 발레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절대주의적 

지향을 선취하고 있었다. 니진스키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춤은 “엄 한 의

미에서 발레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리듬의 음악적 안무의 구성체이자 전적

으로 음악에 묶여진 몸짓의 형식”이었다.85) 그러한 몸짓들이 모두 음악에 묶

여 있는, 즉, 음악에 의해 지배되는 음악 내적인 것이라면 결국 스트라빈스

키의 <봄의 제전>은 앞서 지적한 수브친스키의 ‘존재론적 시간’이라는 음악

예술의 본질을 다름 아닌 음악 그 자체를 통해 표상하고 있다 하겠다. 
<봄의 제전>의 무대는 입체적이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의 반경 역

시 매우 좁았다. 주술사의 원에 갇힌 채 계속해서 상승의 의지와 그 좌절을 

몸짓을 통해 보여주는 선택된 처녀는 마지막 군중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져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봄의 제전>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수직적 상승을 만들어 낸다. 봄은 사실 작품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를 채우고 있는 것은 봄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의 불안과 희생, 봄을 맞이하기까지 세계가 겪는 격동의 에너지처럼 보인다. 
대지에 결박된 인간의 수직적 비상은 최종적 제의로서의 죽음에 의해서 가능

한 것, 결국 <봄의 제전>이라는 음악의 끝에서야 성취되는 것임이 작품의 구

조를 통해 드러난다. 
막이 오르면서 시작된 기이하고 불안한 리듬과 최소화된 단위행위의 계속

되는 반복 속에서 발레 예술의 관례나 등장인물, 플롯이 사라지는 것은 기존

의 발레 예술 자체의 죽음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맞이하기 위한 해체와 

파괴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선택된 처녀의 죽음이라는 무대 위의 상

징적 사건을 향해 가는 불안하고 집단적인 리듬은 새로운 예술과 새로운 시

대를 향한 통과 의례로서 기존의 예술형식으로 재현될 수 없는 절대성을 무

대 위에 표상하는 부정의 방법론과도 같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봄의 제전>
의 무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의 공간, 새로운 시간의 탄생의 공

간이었다. 반복적인 리듬과 그 리듬의 반복 속에서 집적되는 힘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85) Петербургская газета, 28.4.1912; Hanna Järvinen(2013), 6에서 재인용.



음악은 그러한 새로운 시간의 현전을, 지속으로의 시간의 움직임을 직관적

으로 그려낸다. 스트라빈스키는 사물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음악의 본원적 기능이라 믿었다.86) 그는 오스티

나토(ostinato)의 반복적인 리듬과 멜로디, 디아토닉(diatonic) 음계를 림스키-
코르사코프로부터의 러시아적 옥타토닉 음계의 전통과 병치시키고 상충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불협화음을 통해 현재의 시간의 흐름과 그것을 어내며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시간을 작품 속에 현전하게 했다. 각각의 무용수들

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창조해 내는 지속으로서의 시간 속에서 에너지는 

점점 커져 팽창하고 마침내 제의의 절정에서 폭발을 맞이한다. 해체와 파괴

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빅뱅과도 같은 폭발은 예술적 시간의 혁명으

로서 다가올 역사적 혁명의 경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IV. 맺으며: 스트라빈스키는 위험한가?87)

이 글은 <봄의 제전>의 발레가 아닌 그 음악만을 들으면서 느꼈던 불규칙한 

리듬의 낯선 진행(혹은 反진행)과 반복, 그 안에서 팽창하는 듯 느껴지는 힘이 

주는 감각적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아도르노를 비롯한 

서구의 학자들이 설명하듯 개성이 소멸되어 궁극의 전체로 수렴되는 전체주의

적 미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아도르노는 이 

작품이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개인의 비극을 전체성으로 승화시킨다

고 비판하지만 개인의 고통의 문제는 이 작품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듯 보였

다. 이 작품은 사실 비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더 정확히 <봄의 제전>은 이

미 개성이나 주관성, 개인의 감정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은 본질적으로 춤이라고 말했다. 사실 서양 고전 음악

의 많은 장르들이 춤곡이다. 음악은 애초부터 그 안에 움직임을 담고 있을 

86) Igor Stravinsky(1975) An Autobiography, London: Calder and Boyars, p. 54; H. 
Sills(2012) “Emergent Temporalities in Stravinsky’s “Le Sacre du Printemps”,” 
KronoScope, 12:2, p. 259에서 재인용.

87) 이 장의 제목은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아도르노와 라쿠-라바르트(P. Lacoue-Labarthe)
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음악을 변호하고 있는 알랭 바디우(2010)의 저작 
바그너는 위험한가로부터 가져왔다.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음악은 시간의 춤이다. 그러나 <봄의 제전>에는 선적인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레 무용수들의 반복적인 수직적 도약은 스트라

빈스키의 음악이 담고 있는 움직임을 구상화한 가장 적절한 동작이라 생각되

었다. 그것은 변칙적으로 치환되고 변형되지만 변화와 진행으로 이어지지 않

는 이 작품의 리듬을 표현하는 움직임이었다. 리듬의 변칙은 균질적인 동작

을 파괴하는 경련이나 뒤틀림과 같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봄의 제전>은 사

실 아도르노가 비판한 바그너적 종합예술의 의도된 피날레를 향해 가는 신화

적 서사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이 작품은 “그 남자가 집에서 나왔

다”라는 한 문장으로 서사 전체를 대신하거나 붉은 머리의 남자에 대해 서술

하면서 그의 존재를 해체해 무(無)에 이르게 하는 하름스(D. Kharms)의 ｢우

연한 사건들(Случаи)｣ 연작에 그려진 내러티브의 0도, 즉, 말하기 자체, 소설

의 형식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폭로와 유사해 보였다. 
움직이지만 진행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이전의 것을 지양하고 

이후의 것을 예고하며 대단원을 향해 가는 변증법적 서사를 부정하면서 존재

와 동시에 그 안에 배태된 부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행 없는 움직임은 

심지어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에 대한 예술적 표상으로 읽힐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트라빈스키를 비판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 음악

에 대한 선입관과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 스트라빈스키의 반유태주의나 파

시즘과 관련된 전기적인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상징주의의 제의적 시간을 다루지만 이를 

동시대의 다른 예술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명한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적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 자체이다. 수브친스키가 피력한 

‘존재론적 시간’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가운데서 그 ‘형상’을 얻어 실재가 

된다. 마지막의 희생제의는 분명 세계의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은 

엄 히 말하자면 시간의 끝으로서의 파국에 가깝다. 제의라는 죽음의 형식 

이후의 시간은 어차피 그 이전과는 다른 시간일 것이다. 제의 이후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원론을 상정한다 해도,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제의 이후의 세

계를 부정하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그 이후의 세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스트라빈스키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폭발을 가능

하게 한 시간들의 집적이 의미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라빈스키는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거짓 화해나 거짓 기

다림과는 사실 거리를 둔다. 아도르노가 계몽의 끝, 에이도스를 향해 나아가



는 변증법적 사유의 궤적을 음악 전통에서 발견하고 그러한 궁극의 총체성을 

향한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희생을 비판하려 했다면 이 때 오히려 스트라빈스

키야말로 그러한 합리주의의 음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음악적 시간은 매순간으로 현전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위해 개별자를 희생하

는 전체성의 환상이 아니라 개별자의 존재가 집적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유

기적 전체로서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기다림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아도르노가 비판한 바그너적 라이트모티브

가 아니라 동일한 리듬과 그것의 변형의 반복, 멜로디의 중첩이며, 동일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를 그리는 리얼리

티이다. 이는 분명 고통의 스펙타클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위해 개체를 부정

하는 파시즘의 고통은 아니다. 유럽 문화의 끝에 선 계몽주의와 합리성이라

는 궁극에서 도달하게 되는 동일성의 절대화로서의 파시즘이 아니라 고유한 

개별자들이 이루어 내는 하나의 전체라는 생물학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경

험으로서의 유라시아주의이다. 즉, 그것은 변증법적 종합이 아니라 최종을 염

두에 두지 않는 변화 그 자체이다. 분열된 주체를 표상하는 분열된 형식이자 

변화하지 않지만 파국을 향해 쌓여감으로써 변화를 불러내는 시간의 움직임

이다. 즉, 그러한 힘들이 집적되어 폭발하는 혁명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이 환영했던 혁명이란 어쩌면 이와 유사한 경험이었을 것

이다. 소련 체제라는 결과물을 이유로 러시아 혁명이 환원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반대했던 소련이라는 (아도르노식으로 말

하자면) ‘나치의 원파시즘의 정수’와는 분명 다르다. 물론 유라시아주의는 그

것이 지닌 탈유럽적, 탈식민주의적 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주장한

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스트라빈스키 음

악이 보여주는 유라시아주의의 특성은 아니다.88) 이 작품에는 총체성을 위대

함으로 보는 환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라시아주의를 창조해 낸 러시

아 모더니즘 문화의 정수이자 그것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려 했던 망명 예

술가들의 문화적 강령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표상이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의 음악으로, 음악적 시

간의 순수성으로 현전한다.

88) 잘 알려져 있듯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후 소련 체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로 인해 
양분되며 결국 유라시아주의 사상 또한 유명무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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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gor Stravinsky and Russian Silver Age: 
Between Eurasianism and Fas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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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ussian modernist culture in 
Stravinsky’s music, especially his Ballets Russes masterpiece The rite of 
Spring. Usually Stravinsky is taken as a classical(or neoclassical) composer, 
who was increasingly ashamed of his Russian past and sought to develop a 
new philosophy that would present him as a European cosmopolitan. 
Moreover, the famous criticism of philosopher T. Adorno indicted Stravinsky 
as an anti-modern composer, who overtly could not escape from his own 
Russian totalitarianism. The aesthetic celebration of the mythic sacrifice in 
Stravinsky's music consciously violates the traditional aesthetic code. It openly 
shows the barbaric act, and at the same time breaks away from a romantic 
musical sensibility and embraces the primitive. Yet this confluence of 
theatrical content and music does not achieve what Adorno demands, that is, 
musical progress. Rather, Stravinsky produces a compromised avant-garde in 
which the subversion of established culture encourages the rise of social and 
political barbarism. But in this article this two presuppositions would be 
negated and investigated the traces and influence of Russian modernism and 
the exiled Russian longing for an imaginary Russia, which even in his the 
most classical pieces never disappears and shows more complicate stylistic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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