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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낯설기만 한 블라지미르 

세르게에비치 솔로비요프(Bn. C. ConOBbeB: 1853-1900)의 창작활동은 크게 

철학， 정치사회비명， 문학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적인 세 

영역으로의 분류가 기존의 그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로비요프는 서구적 기준에서 최초의 러시아 철학자 

로 명가될 만큼 러시아 지성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존의 솔로비요프 연구의 절대적인 양이 그의 철학사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1) 

그런데 A. 블록(A. 5noK), A. 벨르이 (A. 5eJ뻐R). B.s!. 이바노프(B.s!. HBaHoB) 

등의 1900년대 러시아 상징주의 작가들을2) 연구할 때 꼭 언급되고 지나가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솔로비요프 창작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연구된 1960년-1993년까지의 학위논문의 총 수 

는 16편이고， 이 가운데 10편이 철학， 4편이 정치사회비평에 관한 논문이고， 2편이 문 

학관련 논문이다. 
2) 러시아 상정주의자들을 “낡은(CT8.plIHe)" 상정주의자들(1890년대의 데카당스 작가들)， 

“젊은(뻐4，!(l11ße)" 상정주의자들(1900년대의 상정주의 작가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구 
분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사용한 러시아 상정주의 

의 분류는 이 운동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상정주의가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경향성을 띠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新홉의 발전단계를 거치는 범주인 듯한 인 

상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 올바른 분류라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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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솔로비요프의 영향은 그것이 솔로비요프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 

라， 그가 남긴 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즉 솔로비요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철학보다는 오 

히려 그가 남긴 서정시를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졌다. 솔로비요프 동시대인 

들에게 그가 일정한 세계관을 계시하는 예언가이자 관념적 종교 철학자로 

서 인정되었다면， 솔로비요프 사망 직후의 솔로비요프 후계자들에게 있어 

서 그는 신비가였고 시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후계자들의 대부분은 문학활 

동가들이었고， 솔로비요프의 철학적， 사상적 견해보다는 그의 체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연구하였다. A. 벨르이가 IíA. 블록에 관한 회상』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C. M. COJIOBbeB, A. 5eJ뻐H， A. 5JIOI<--연구의 대 

상이 된 것은 소피아에 대한 마법적인 가르침의 결론으로서의 솔로비요프 

시였다.3) 이것은 솔로비요프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의 철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솔로비요프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철학， 정치사회비평， 문학 분야 

의 어느 것이든， 솔로비요프 당대의 연구가들에서부터 현대의 연구가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솔로비요프 창작의 주된 핵심으로 언급하 

는 것이 바로 “소피아론(CoqmOJIOíH.lI)"이다. 이 소피아론은 사실상 솔로비요 

프 전기의 첫 번째 저서들 가운데 하나인 “신인성에 관한 강의(니TeHH.lI 。

60íOQeJIOBeQeCTBe: 1878-1880)"에서부터 그의 후기 의 마지막 저서 인 “세편 

의 대화(TpH pa3íOBopa 0 BOHHe, npOípecce H I<OHQe Bce뻐PHOH HCTOpHH CO 

BI<nroQeHHeM I<paTI<O다 nOBeCTH 06 AHTHXpl’CTe: 1900)"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창작활동 속에서 그 근본적 토대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나타 

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피아는 그의 이런 추상적인 저술들에서뿐만 

아니라， 솔로비요프의 전기적 성격을 띠는 서사시 “세번의 만남(TpH CBHllaH 

Hg)”을 비롯한 서정시들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3) 뻐.ape때 5eJ뼈， BOCnOMHHllHHJJ 0 /5JlOKe. M.:“HC l<yCCTBO", 1995, c. 26. 멜르이는 이 저술에 
서 그 자신이 솔로비요프의 시에서 받은 영향이 그의 작품 “심포니아(C빠때01111.11)"에 

반영되어 나타나 있고， S. 솔로비요프의 경우에는 그의 초기 시들에 반영되어 나타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A. 블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블록의 시 작품들의 분 
석을 통하여 솔로비요프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 (블록의 초기 시에 대한 솔로비요프 

시의 영향에 대해서는 벨르이의 위의 인용 저술외에 CnOHllIolCl<lIll, A. B.nOK H B.l{ Co.no

BbeB, - 06 A.neKCllH.ι!p Jj.noKe, nepep6ypr, 1921 r.을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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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론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서사시 “세번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솔로 

비요프의 전기적 사실에 맞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거나 혹은 발생 

론적 기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 뿐， 철학적 저서들과 시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4) 더욱 유감스 

러운 것은 솔로비요프 시의 소피아를 단순히 철학적 저서에 나타난 소피아 

론의 보충자료나 예로서 취급하는 논의나， 혹은 이 두 분야에 나타나고 있 

는 소피아를 어떤 차별성을 두지않고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논의들이다. 본 

소고는 기존의 이런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을 그의 

철학적 저서들과 시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고찰을 전제로하여，1}철학저서 

들에 나타난 소피아론과 2)러시아 문화 전통속에서의 솔로비요프의 소피아 

론을 살피고， 3)솔로비요프 사상 발전 단계의 후기에 나타나는 소피아론이 

그의 죽음 직 전에 출판된 솔로비요프의 시 에 나타나는 “이상(Hllea.n)"과의 

변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본론 

1. 철학 저서들에 나타난 소피아론 

“소피아(Coiþ때)" - 이는 무엇보다도 솔로비요프가 “신인성에 관한 강의 
(qTeHH>I 0 5oro앤JIOBeqeCTBe )"5)에서 자신의 철학적 개념 체계속으로 도입 

하고 있는 이론적 개념이다. 솔로비요프는 여기서 알렉산드르 철학자들-

필론， 오리겐 등--의 신지학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신， “절대자(A5coJDOTHoe)" , 즉 모든 것을 포함한 통일체 (ellHHCTBO)는 

그 자체에 두가지 원칙을 내포한다. 첫째는 “절대자의 직접적 표현”이 되 

4)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의 발생론에 관하여는 1) Samuel D. Cioran, Vladimir Solov'ev 
αId the knighthood of the Divine Sop!úa (Wa따'100， Ont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77)과 2). ]udith Deutsch Komblatt, Solov닝v's Androgynous Sop!úa and 
] ewish Kabba따h(Slavic Review, V 01.50, Num3, 1991)에서 자세하게 언급된다. 

5) B.n. Co.noBbeB, '’l!TeHHJI 0 60r‘Oqe.nOBet/eCTBe"’ B kH.: Co.nOBbeB B. c., Co6pl1HHe CO'lHHeH.쩌 

Bß~MHp8 CepreeBH'l8 COßOBbeB8, nOA peA. H C npHNeqaHH~뻐 C. M. Co.nOBbeBa H 3. JI. 

PaA.ITOBa, T.I-X, cn6. 1911-14, 이후 이 전집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직접 괄호속에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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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고스(JIoroc)"이고 또다른 하나가 절대자 혹은 통일성의 “표현되어진， 

실현되어진 이데아”인 소피아이다(3/115). “소피아는 신성의 통일체의 원칙 

으로 된 신의 육체이다" 이러한 소피아의 개념은 향상 기독교에서 거론되 

는 것이었다.6)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자연 세계에서의 인간은 절대 세계에서의 소피아처 

럼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속에 모든 가능한 형태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순은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영 

원한 절대적 본질과 일시적 현상(혹은 가상) 사이의 대립으로 귀결되는 것 

이다"(3/12ü'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소피아 개념을 인간적 본성의 이상적이 

고 신성한 부분과 동일시한다. 소피아 - 이것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류로 

서 신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원”하다. 이것은 이 “신인성에 관한 

강의”가 쓰고 있는 신인성 (5orOQenOBeQeCTBo)을 구현한다. 

신인은 솔로비요프가 “신인성에 관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긴 세계 역사 과정의 목적이다. 여기서 주로 “세계혼(뻐pOBaJl .uyma)"라고 

불리는 소피아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솔로비요프는 현대 

6) 솔로비요프는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에 있는 “지혜”의 역할과 구약성경의 외경인 “지혜 
서”를 인용하고 있다. 성경의 소피아라는 이름의 기원은 고대 유럽 전통， 특히 무엇보 
다도 중세 유대 신비교에서의 신지론적， 신비적 사유와 연관되어 있다. 솔로비요프 자 

신이 여러번 언급하고 있는 이 전통은 솔로비요프 소피아론의 발생론적 기원의 하나 

이다. 또 하나의 기원으로는 솔로비요프가 주의깊게 원고 연구한 독일 신비주의자인 

야롭 봐메에게서 찾을 수 있다. “신의 폼(TeJlO Bo:lGle)"은 봐메의 “신의 육체 (nJlOTH 

Bora)"와 그 둥가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신성의 절대성 속으로 자연의 원칙이 제한적 

으로 도입됨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가시적 세계의 물질적 실체 (cy6cTaHUlIJI)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神속에 “고유하고， 특이한 영원한 자연성 (npHpo，na)"이 있다는 것을 인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가시 세계에 대한 우 

리의 관념보다도 훨씬 빈약하고 추상화 되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자연성” 속에서만 

솔로비요프는 절대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연결될 가능성을 찾는다. 소피아는 신성의 

본질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물질성(W4TepHaJIbHaJl npHpo，na)의 등가물이다. 다 

시 말해서 분리된 두 세계의 중간적 원칙이다. 이러한 명제에서 출발하여 솔로비요프 

는 그의 소피아론을 다양한 그의 철학 영역과 “신인성에 관한 강의(l(TeHHJI 0 6oro

qeJlOBeqeCTBe) ", 특히 인류학에 도입한다.(야롭 봐메 (1575-1624)의 저술은 솔로비요프 

당대의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원히고 있었고， - Storig, H. ]. r세계 철학사~， 제 2권， 

임석진 역， 분도출판사， 1976-78 - 실제로 이 신비주의 철학자의 저서가 1914년 모스 
크바의 MycareT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19ro년 J[xo6 BEME, ABpOpl1 HJ1H yrpeHHJlJl 

311pJl B BOCXO~eHHH로 모스크바에서 재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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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불완전함은， 통합될 때에만 “신성한 세계" “전체 (ue刀Oe)”를 형성하 

는 요소들의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3/131). “배타적 자기주장， 에고이즘“은 전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의 이 분열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은 이미 세계의 시작 창조 행위 속에 놓여 

져 있었다. 신성한 원칙은 그안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적인 본질들의 단순 

한 관조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 본질들에 “고유하고 실제적인 특이 

성’'(3/137)을 부여 하였고， 따라서 이 것들은 “자신으로부터 분리 되 어” 독립 

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솔로비요프는 이것들을 소피아와 동일시되 

는 “세계혼”을 함께 형성하는 “영흔들(.llymH)"이라고 부른다(3/140).7) 

세계혼은 이 행위로 인해서 신성한 원칙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과 동시 

에 “절대적인 독립" 즉 “신으로부터 자신을 주장(YTBep)f(.lleHHe)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3/142). 신으로부터 세계혼의 일탈은 솔로비요프에 의하면 

창조의 결과이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구조의 통일성은 복수성으로 분열되 

었으며， 세계혼 자신은 신성의 중심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실했다.8) 여기서 

부터 세계의 역사과정이 시작된다. 이 세계 역사과정의 목적은 다양한 요 

소들이 “절대적 유기체 혹은 내적인 전일성 (Bcee .llHHCTOBO)의 형식”으로 

“새로운 긍정적 결합”을 하는 것이고， 또한 세계에 신성을 구현하는 것이 

다(3/145). 이 목적을 향해가는 힘， 즉 “모든 본질속에 있는 힘” 또한 역시 

분열상황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던 세계혼으로， 이제는 다시 신성의 원칙과 

새로운 결합을 시도한다. 솔로비요프는 이 과정의 단계들은 통합적 원칙들 

의 출현으로 특정지어 진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 

7) 솔로비요프의 ”세계 혼“의 이념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플로틴과 신플라톤니즘을 거쳐 
헤르데르， 괴테， 웰링에 이르는 전통을 잇고 있다. 솔로비요프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헬링의 자연철학인 듯하다. 
8) 솔로비요프의 후기 사상에 이르면 이 우주발생론에서의 소피아는 신성한 본질에 대립 

되는， 초기 소피아론에서의 에고이즘의 결점이 제거된다. 분열의 원인은 신성 그 자체 

로 옮겨진다: “신은 그의 비존재에 있는 카오스를 사랑하고， 그것이 존재하기를 좋아 

한다. 왜냐하면 반란하는 실체를 신은 다시 통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러시아와 

전세계 교회， La Russie et I'Eg!ise universelle", 1889, 이 책은 1911년 r.A. Pa'l뻐CK뼈 

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솔로비요프 전집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저술에서 보면 

소피아는 이미 세계흔과 동일하지 않으며， 세계혼이 새로운 재결합을 지향하는 카오 

스의 중심체일 때， 소피아는 신성 (fiO:ICeCTOBO) 가운데서 “세계의 보호 천사”로 남아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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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중력， 빛， 화학적 인력 등이며 가장 뛰어나고 복잡한 결합력은 인간의 

의식이다. 세계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을 주 

장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만약에 인류가 “자의식”과 “점진적인 靈

化(0마XOTBopeHHe )"의 도움으로 이 시도에 저항한다면 역사의 궁극적인 목 

적이 인류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영적인 몸(nyxOBHoe TeJlO)" 

과 결합되면서 달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의 

원칙과 결합하는 인류가 교회이다"，"(3/171) 소피아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 

았지만， 그러나 위에서 주어진 정의들로 미루어 볼 때 궁극적인 구현을 이 

룬 소피아 혹은 세계혼은 이 교회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성의 실현(peaJIH3 al.\HJI 60)f(eCTBeHHOíO)'’이라는 이념은 그 자체에 소피 

아 개념의 배아를 지니고 있다. 신지론적이고 인류학적이며 우주발생론적 

인 이 사상은 “신의 왕국”의 지상에서의 출현이라는 비이성주의적， 환상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신인성에 관한 강의”에서 밝혀지고 있는 소피아론으로부터 80년대 말의 

솔로비요프의 신정론적인 유토피아론까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않다. 교회 

에 대한 신비론적인 개념이 구체적이고， 역사-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제 솔로비요프는 세속적인 권력으로서 러시아 황권이 영적인 권력으로서 

로마 교황권과 통합되는 전세계교회 정부 속에서 세계 역사과정의 목적을 

찾았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틀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 전세계 교회 (La 

Russie et l' eglise universelle)"에서 소피 아에 관한 가르침 이 유토피 아의 

신비적 · 신언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이곳에 나타난 소피아는 “보편적 실 

체” 혹은 “신의 본질적인 지혜”이다(3/339) ， 역사의 목적은 미래의 완전한 

교회 속에 역사과정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일련의 

소피아 사상에는 그의 시 테마가 접근하고 있는 솔로비요프 철학의 한 영 

역， 즉 미에 관한 사상이 포함된다. 

솔로비요프는 개별적 논문들을 통해서 상당 정도 그의 미학을 밝히고 있 

지만， 그러나 이 사상의 토대는 이미 위에서 인용한 소피아에 관한 그의 

언급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소피아가 로고스 속에서 절대자의 “직접적인 

발현”과 구별되게， 절대자의 “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진” 이념인 것처럼， 미 

는 “통일체 (e，llHHCTBO )"의 세 측면--진， 선， 미--가운데 “실제적이고" “느껴 

지고， 보이는” 통일체이다(3/110) ， 솔로비요프의 박사 학위논문 “추상적 원 

칙에 대한 비판(KpHTHKa OTBJleHbIeHHbIX Ha'-laJl)’'(1880)에서도 같은 사상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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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있다: “만약에 도덕성의 분야에서 전일성 (BceellHHCTBO)이 절대적 선 

이고， 인식론의 분야에서는 전일성은 절대진리이라면， 외양화되는 현실에서 

전일성의 실현， 즉 감각적이고 물질적 존재의 영역에서 전일성의 구현과 

실현이 절대 미이다"(2/354). 자신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소피아론과 이 

사상이 매우 유사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솔로비요프의 미학은 역 

사적 차원에서도 소피아론과 분명한 유사성을 띤다.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세계역사는 완전함과 미의 목적을 향해가는 미의 발전과정이다. 솔로비요 

프는 그의 논문 “자연의 미 (KpaCOTa B npHpOlle)"에서 자연의 유기물과 비 

유기물의 예를 통해서 인간의 출현 이전에 이미 자연 역사 속에 미는 “실 

제 현실”로서， 또 “자연과정의 산물”로서 드러난 것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원초의 카오스와의 공개적인 경쟁 

과 이 카오스에서 떨어져 나온 세계혼과 자연과의 공모 속에서 < ... > 세계 
혼은 자연속에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다양하고 웅장한 몸을 창조 

한다" 이와 관련되는 솔로비요프의 예술관은 다음의 본문 3절에서 시와 

연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과 러시아 문화전통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피아론은 솔로비요프 철학의 거의 전 영역에 걸 

쳐 근간을 이룬다. 솔로비요프 소피아론의 형성과정 및 이에 대해 직칸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철학과 종교사상을 검토할 때 우리는 이를 무 

엇보다도 먼저 19세기 러시아 지성사의 컨택스트의 영역에서 검토해야만 

한다. 

솔로비요프의 주장에 따르면 소피아는 중세 러시아 민간 신앙에서 가장 

완전하게 발현되었다.9) 소피아가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에 매우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러시아 민중은 이 신성의 “개인적” 발현들(성모 마리아와 그 

리스도)과 소피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고， 소피아를 전세계 교회의 신 

성의 사회적 발현으로 인식했고 사랑했다.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궁극적 

9) 솔로비요프는 그의 논문 “러시아와 전세계교회 (La Russie et 1’eglise universel1e)"에서 

소피아론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 이념은 원래부터 러시아 민중의 종교적 심성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러시아 교회들은 성 소피아를 기 

념한다. “성 소피아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거짓 유사체에 의해서 숨겨 

진 천상의 본질이며， 거듭난 인류의 거룩한 영 (CB.ßTOl! 며x)이고， 지상의 수호 천사이 

며， 미래의 최종적인 신성의 발현이다"(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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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여타 기존의 서구 철학적 전통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오했던 러시아 

민중신앙은 솔로비요프를 19세기 러시아 종교사상가로 자리잡게 한다. 비 

록 러시아 민족전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슬라브주의자들과 자신을 무비 

판적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10)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레예프스키 

(H. KHpeeBCKHeBCKHß)와 호야코프(XOWlKOB)로부터 비롯된 반이성적 전통(이 

와 관련하여서는 흔히 반서구적 전통)과 연결된다. 

20세기에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베르샤예프(H. 5eplVleB)는 “19세기 러 

시아 종교철학의 성격”을 개별적인 개념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 

의 모든 대표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특 

정짓는다.11) 베르자예프에 의하면 이 사상들의 특징은 “그 성격상 종말론 

적이다 즉 “신의 왕국”과 死者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그들 사상의 공통적 

인 주된 문제였다. 그래서 역사 철학이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흔히 이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러시아 철학은 의식적으로 서구철학과 

달리 “기독교적 인류학”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였다. 베르자예프는 르네상스 

의 휴머니즘은 러시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따 

라서 러시아 사상에서는 인류의 개념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적 종교관 

을 토대로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베르자예프는 러시아 철학에서의 자연관을 “종교적 우주론”으로 특정지 

운다. 서구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자연이 신성을 상실한 반면 

에 러시아 철학은 자연속에서 “신의 창조 비밀”을 보았다. 인간 뿐만 아니 

라 전 우주가 신성의 원칙에 참여한다. “생의 거룩함， 세계의 범신성”에 관 

한 사상은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러시아 전통， 초기 기독교 및 前기독교 의 

식으로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베르자예프는 이런 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 

아 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태도를 취한다. 여하간 베 

르자예프의 이런 설명은 많은 점에서 솔로비요프가 이 전통과 긴밀한 관계 

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은 한 이념 안에서 위에서 

10) 80년대에 솔로비요프는 신문 “루스(PyCb)"의 편집장이자 슬라브주의자의 대표자였던 
악사코프(H. AKcaKOB)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이는 솔로비요프가 전세계 교회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 모범으로 로마 카툴릭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11) 베르자예프의 중요 요점을 여기서는 몇가지만 요약하겠다. 이것은 자세하게 그의 책 

『러시아 이념 (PyCCKaJl lI.lIeJl)~에 상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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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신성의 재료” 

와 “세계혼”으로서 소피아를 개념화함으로써 “종교적 우주론”을， 소피아와 

“신인성 (50îOQenOBeQeCTBO)을 동일시함으로써 인류학을， 또 최종적인 새로 

운 소피아의 현현을 통한 세계의 종말이라는 묵시록적 종교철학의 문제 둥 

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베르자예프는 “러시아 종교 사상가”의 대표자들 가운데 하나로 도스토예 

프스키 (φ. M. nOCTOeBCKH찌)도 넣고 있다. 소설가를 철학자에 넣는 그의 이런 

분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어떤 일정한 완결된 철학적 개념， 즉 

“도스토예프스키 철학”을 분리해 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적인 

관점에서만 올바를 수 있다.12) 

그러나 위에서 특징지운 러시아 문화의 전통과 솔로비요프의 연관성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작품들과 정치사회 비명의 글 

들이 솔로비요프에게 미친 영향을 또한 고찰의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테마들과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철학자들이 사 

유했던 테마들의 특정들을 비교한다면 이들 사이의 유사성이 분명하게 나 

타난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에서는 이런 철학적 사유의 테마가 최종적 

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계속해서 그의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물음 

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도스토예프스키에 있어서도 세계 역사는 종말론적 

으로 결정지워져 있고 또한 인간은 종교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형이상학적 

인 영역에 토대하여 고찰되어지는 존재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이 인류학적 관점은 자연의 “신성함” 혹은 “비신성 

함”의 문제， 즉 “종교적 우주론”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도스토예프 

스키 작품세계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세계관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는 공 

간을 형성한다. 

예술작품 외에도 정치-사회 비평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위에서 언급 

12) 도스토예프스키의 “폴리포니적 소설 (nOJnllþoHH뾰CI<H때 POIol8.H)"에 관한 저술들이 이미 

다수 발표되었고 또 연구되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보면， 최소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는 개별적인 인물들이나 화자들의 개별적인 입장을 이 “폴리포니”로부터 분 

리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들을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철학적 개념들의 일부분으로 

고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류의 시도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관하여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는 톨스토이나 곤차로프의 작품에서 보이는 “작가의식의 단성악적인 통일 세 

계”가 부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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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시아 문화의 전통과 부합되는 특정한 이념들을 확신에 차서 옹호한 

다. “푸쉬킨에 관한 연셜"(1880)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민중이 결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확립되게 될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출 

현할 전세계적인 인류-형제애의 이념을 주장한다. 

솔로비요프의 “위대한 진테제 “신인" “선정론”의 이상에 매우 유사한 

이 이념들은 솔로비요프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솔로비요프 

보다 32세나 연상인 도스토예프스키와의 우정 관계는 1877년부터 시작되었 

다. 1878년 빼쩨르부르그에서 솔로비요프가 자신의 “신인론에 관한 강의” 

를 공개 강연하고 있을 당시， 그는 강연회에 참석했던 도스토예프스키와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고， 이때 그와 함께 자신의 철학적 문제들을 토론하 

였다. 

당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한 편지는 솔로비요프와 도스토예프스키가 몇 

가지 점에서 견해를 같이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13) 즉， 이 면지에 의하면 도 

스토예프스키는 빼쩨르손(H. O. OeTepCOH)을 통해서 페도로프(H. φ. φeLlOpos) 

의 철학적 이념들을 알게 되었고，14) 이 사상가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빼쩨르손에게 이 이념들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한 

다(s cymHocTH cOSepmeHHO COíJIaCeH)"고 쓰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펀지에 

서 솔로비요프에 관해 쓰면서 자신이 일부러 솔로비요프의 강연이 끝나기 

를 기다렸다가 이 사상에 관해 2시간에 걸쳐서 전해주었고， 이때 “솔로비 

요프는 이 사상가에게 공감을 표명하였고， 그의 다음 강의에서 거의 동일 

한 것을 강의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당시 솔로비요프의 강의 

는 12번의 강의 중 4번의 강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작가의 펀지에 의 

하면 페도로프가 죽은 선조들의 부활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즉 비유 

13) H.fi.fieTepCOHY, 24 MapTa, 1878. B KH.: φ.M.llocToeBCKHil ， lloJlHoe coφaHHe CO 'flfHeHHi1, B 
TpHlll1aTH TOMax, T.30, M. 1988, c.l3-14 

14) 페도로프(1828-1~3)는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러시아 철학자의 한사람이다. 그의 “공 

통 과제 철학(<ÞIUlOC때ID! o611\ero L\eJJa)"은 기독교적 요소들과 계몽주의의 특정인 자연 

과학적 신앙을 혼합시켰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신의 왕국과 죽은 자틀의 부활은 모 

든이들의 공통의 노력으로 달성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과학”과 “마법”은 상호배타적 

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페도로프와 솔로비요프의 연관성 

에 관한 문제 는 Georges Florovsky, The Seductive Path af Vladirrúr Solov' ev, 
Ways af Russian Theology, Part Two, Vol. 6, Bucherv앙tnebsansUùt， 1987를 참조 

할 수 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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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인지 혹은 문자 그대로의 직접적인 의미에 

서의 부활을 생각했는지 불분명하다. 이에 관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솔로 

비요프와 자신의 공통적인 입장에 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나와 솔로비요프는 실제적이고， 문자적이며， 개인 

적인 부활을 믿으며， 그것이 지상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솔로비요프와 도스토예프스키를 연결시키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상으로 인해 겪는 ‘고통’， 즉 보면적인 이념의 추구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때의 이념은 ‘현실’을 염두에 두고있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부활과 같은 신비적 사상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의 ‘극대주의 (MaKCMMaJJM3M) ’ 15)는 솔로비요프를 매개로해서 도스 

토예프스키와 상정주의자들을 역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솔로비요프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념과 신념들에서 일정한 공 

통점을 찾으려할 때 주의할 점은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원칙적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평가는 그의 “도스토예프스키 

에 대한 세 번의 연설(TpM pe'lM 0 nOCTOeBCKOM)"에서 드러나는데 이글에서 

그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이 연설이 당대 도스토 

예프스키 창작이 지닌 본질적이고 새로운 사상적 측면을 예리하게 지적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것들은 무엇보 

다도 솔로비요프 자신의 이념의 서술을 위해 도스토에프스키의 창작을 인 

용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작가의 창작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일방적인 

해석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솔로비요프는 도스토예프스키 창작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그가 세 

계를 기존의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어서 

곤차로프나 툴스토이처럼) 발전과정과 확립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어느 것도 결정화되지 않았으 

며， 모든 것이 계속해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다"(3/192). 그러나 도스토 

예프스키에게 있어서 이 발전과정은 일정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고， 이것을 

15) 이런 이념의 ‘극대주의’는 사실상 19세기말， 20세기초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 사이 
에서는 보면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에 관한 특징적인 언급의 예로서 지적 

할 수 있는 것이 A. 블록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全部인가 아니면 無인가라는 극한의 
삶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살 가치가 있다. (뻐Tb CTOHT TOJlbKO TII.K, 'iTO Ól>l 

npe마J!BJlJ!Tb 6e3Mep뻐e Tpe60B뻐J! K 뼈3HH: BCe 뻐 HH'iero.)" (A. BJlOI<, “뻐TeJIHreH

QHJ! H peBOJllOQHJ!", ColψlIHHe CO'iHHeH없 B BOCbMH TOMl1X, T.VL c .14, M. -J1.,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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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예프스키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도 

스토예프스키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긍정적인 사회적 이념으로서의 교회” 

이다 16)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테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비요프는 자신 

의 “강의”에 나오는 “신인론(50íOQeJJOBeqeCTBO )"에 관계된 개념들， “신 

(50í)" J “신인 (õOíOQeJJOBeK)" J “진테제 (CHHTe3)" 둥의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에 상응하도록 솔로비요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미의 개념을 해석한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미를 선과 

진리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고 확신할 만한 곳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솔로비요프는 “미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화한 다름아닌 선 

이고 진리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완전한 구현이 종말이고 목적이며 완성이 

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미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3/203)17) 

항상 순환론적인 성격을 띠는 개념들로 구성되는 솔로비요프의 이 엄격 

한 사상 체계는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대화적” 성격 (바흐젠적 의미에서 

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솔로비요프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연 

설들은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적 특이성， 

즉 이성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는， 더 직접적으로 말 

한다면 요한 계시록적인 세계종말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 해야 적절할 사 

상적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러한 이념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백치”에서 므이쉬칸 공작이나 솔로비요프의 시 

“영원한 여성성 (BeQHa~ ~eHCTBeHHOCTb)" 등에서의 다양한 예술적 형상들이 

구현하고 있는 “미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KpaCOTa CnaCeT MlIp)"라는 사 

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솔로비요프는 이점에 관해 도스토예프스키의 구두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1878년 여 
름， 오프찌나 사막(OnTHHIl nyCT뻐b) 수도원의 암브로시이 (ANBpOCHl!) 장로(이는 도스토 

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의 조시마 장로의 원형이되었다고 연 

구자들은 말한다)에게 가기위한 동행길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솔로비요프에게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일련의 소설의 사상을 설명해 주었고， 이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의 주요사상이 되었다. 
17) “미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KpIlCOTIl CnllCeT 뻐p)"라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인용을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논문 “자연의 미 (KpIlCOTIl B npHpO.lle)"에서 부제로 사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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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비요프 철학이 그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원인과， 동 

시에 죽음을 앞둔 몇 년 동안 그의 전 철학적 개념이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흔들림의 배아 또한 바로 유토피아적인 신정론에서 극명하게 표현되 

고 있는 극대주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 기 후반기 의 “유토피 아 사상으로 가득찬 정 신적 분위 기 (Hac때eHHa.ll 

yTom쩌dH ayxOBHa.ll aTMOCφepa)"18)에서 발생한 이 솔로비요프의 철학적 가 

르침들은 철학적 모텔이나 여타 가능한 사유들 가운데 하나로서 받아들여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세계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종교적 희 

망을 일깨우는 거룩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다. 소피아가 자신의 최종적 

인 현현을 추구한다는 소피아론에서 인류가 신비적일 정도의 조화롭고 “온 

전한(l.\eJJOCTHOCTb)" 원래의 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고 당대의 솔로비요프 추종자들은 보았던 것이다. 

3. 솔로비요프 후기 소피아론과 서정시 
1890년대는 솔로비요프에게 절망적인 시기였다. 프랑스어로 쓴 교회 통 

합에 관한 그의 저서(“러시아와 전세계 교회， La Russie et 1’eglise 

universelle" )는 카톨릭에서도 호응을 얻지못하였고， 1880년대 그가 적극적 

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신정론의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정치적 이념이라 할 신정론의 실현 실패는 그의 세계관의 대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솔로비요프 자신도 자신의 유토피아적 이념을 위험한 

환영 (HJJJII0 3H.lI)으로 인정하게 된다. 솔로비요프의 이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 

고 있는 작품이 생애 마지막 해에 쓴 “세편의 대화(TpH pa3rOBopa 0 BoRHe , 

nporpecce H KOH l.\e BceMHpHOH HCTOpHH CO BKJJffi~eHHeM KpaTKoR nOBeCTH OÔ 

AHTHxpHCTe )"이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세면의 대화”에서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초기 작품 

들을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지상에 

서의 하나님의 왕국， 즉 유토피아의 두 대표자를 내세운다. 그 첫번째 사람 

이 공작(KH.lI 3b)으로 톨스토이주의자인데--더 정확히는 마스크를 쓴 툴스토 

이--그는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지상에 왕국을 설현하고자 

한다. 공작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 (KpaTKa.ll nOBeCTb OÔ 뻐TH

Xp“CTe)"에 동장하는 두 번째 대표자인 황제의 선조이거나， 또는 무의식적 

18) Tpy6eUKo때 E, 쩌rpOBOJJpeHHe B. ζ C0J10BbeB8., T, 1, M, 1913, c, 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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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조자처럼 보인다 19)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는 이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한다. 이 황제 자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언데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 

관처럼 권력과 선동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전능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복종하는 이들에게 가상의 행복과 만 

족의 왕국을 만들어 준다. 여기서 유토피아는 마치 악 그 자체， 적그리스도 

의 특정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솔로비요프의 의견에 따르면(그의 견 

해를 대변하는 Z씨가 동장한다) 하나념의 왕국은 이 세계 내에서 실현될 

수 없으며， 세계 역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대재앙으로 끝나야만 한 

다. 그 후에야 비로소 죽은자들의 구원과 부활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들 

은 소피아의 ‘자연적인’ 발전의 종국이나， 최종적인 구현이 아니다. 구원은 

요한 계시록에 따르는 것처럼 재림하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같이 솔로바요프는 은연중에 자신의 신정론적 유토피아론과 이 유토피 

아론에 토대하고 있는 그의 소피아 사상을 비판한다. 그러나 구원의 의인 

화된 상징으로서의 소피아의 모습이 여기서도 비록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등장한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 “위대한 표적”이 나타난다: “새벽 어둠이 갑 

자기 발은 광채로 물들었다(HOqHa~ TeMHOTa ÕWfla BHe3arrHa 03apeHa ~PK째 

CI151H l1eM)" , “태양을 입고， 발 밑에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 별로 된 관을 

쓴 여 인 ()!(eHa, O.lleTa51 B COflHue , rrO.ll HOía뻐 ee - JIYHa, a Ha íOflOBe -

BeHeu 113 12 3Be3 .ll"이 나타났다. 여인의 출현은 거의 요한 계시록에서 문 

자 그대로 옮겨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녀와 소피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암 

시도 주어져 있다. 왜냐면 기적은 9월 17일에 일어나는데 이는 2세기 로마 

의 전설의 성녀인 소피아의 축일이기 때문이다.20) 

그러나 소피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여성 형상은 이미 세계의 구원 여신 

이 아니며， 그녀의 출현은 다만 구원을 약속할 뿐이다. “지상으로 재립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의 출현만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가져다준다. 소피아는 구원의 여신의 역할과 위대한 진테제의 역할을 그리 

19) 이 이야기는 “세면의 대화”의 마지막 끝에 실려있다. 
20) 비록 이 날짜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즉 표적이 출현한 
것은 “4일째 저녁”으로 파울리 교수가 예루살램으로 잠적해 들어간 날인데， 회의 시 
작 첫날은 9월 14일이었으므로 9월 17일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작품에는 표면 

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보이는 날짜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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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에게 념겨줌으로서 제 삼의 원칙 즉 여성적인 원칙의 중재를 통해 

“신성의 발현”이라는 요한 계시록의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이 다시 들어오 

게 되는 것이다. 

솔로비요프 철학사상에서의 이런 전환은 시의 테마와의 본질적인 차이점 

을 보여준다. “세편의 대화”와 같은 해에 쓰여진 솔로비요프 시의 제 3 판 

서문에서는 요한계시록적인 반향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세계를 구원해야 

만 하는 것은 “영원한 여성성 (Be'lHa.!l lI<eHCTBeHHOCTb)"이며 시 자체에서도 

눈에 띠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과 시에 나타나는 일련의 “이상(H，lleaJl) "21)들 사이 

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변화가 기이하게 여겨진다. 

소피아처럼 시들에서 보이는 “이상” 역시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 세계， 초 

윌적 세계와 내재적 세계，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영원의 (Be'lH뼈)" 세계 

와 인식가능한 한시적 세계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시와 

철학의 두 경우 모두 그 사상의 본질이 이 이중성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 

면 이상적인 존재가 “위대한 진테제”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로써 이 세계 

의 구원도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적 형상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시의 

형상들과 이성적 원칙에 기반한 이념 혹은 사변적 철학 이념으로서의 소피 

21) 솔로비요프의 시는 크게 분류하면 서정적 자아가 철학자로서 철학적 진리를 가르치 
고 계시하는 “철학시”와， 이와는 구분되게 서정적 자아의 자연과 사랑에 대한 태도가 

주를 이루는 “서정적 시”를 들 수 있고， 또 동시대의 시인들에 받쳐진 것이거나 전기 

적 인 의미만을 띠는 시， 풍자시， 기타 번역시 둥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 그룹 

의 서정시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직접적으로 “소피아”를 언급하는 단어나 구절이 

없고， 다만 자주 여 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상화된 형상(06pa3)만이 등장한다. (유 
일한 언급이 있는 시는 “나일강의 삼각주(HHJlbCKa.Sl .lleJlbTa)"로 “무지개 문의 여인 

(lleaa pa며빠뻐X BOpOT)"이라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럽 이질적으로 보이 

는 솔로비요프의 시를 묶는 일정한 개념과 형상들의 복합체를 “이상(H.lleaJl)"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상”은 그의 철학시에서부터 풍자시에 이르기까지 전 시 작품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미에서든 혹은 간접적인 의미에서든지 주제적인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이상”은 있어야만 할 어떤 것에 관한 이성적일 뿐만 아 

니라 비이성적인 관념이고， 불완전한 세계의 틀 속에는 존재하지 않고， 초월적인 현실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 세계의 반영속에 

서도 발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즉 솔로비요프 시에서의 이러한 “이상”은 철학적 

저서에서의 “소피아”와 동일한 개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솔로비요프 연구가들이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한다고 할 수 있다. 



34 러시아연구 쩨6권 

아를 완전히 분리하여 솔로비요프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소피 

아도 본질적으로 말하면 또한 비합리적이며 “개인주관적(JlH'lHoe) "인 사상 

이다. 솔로비요프의 개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는 소피아를 신적 개성 

(J1H'.JH 0 C Tb )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인 신비적 접촉이 가능한 “영원한 연인 

(Be''lHa.sl fIo IlPyra)"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22) 

솔로비요프 연구가들의 대부분은 시에 나타나는 “이상(Hllea.n)"을 철학의 

소피아와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시하면서 이것들의 공통된 출발점을 솔로 

비요프의 “신비적 경험 (MHCTH'IeCIO때 OfIbIT )"에서 찾는다.잃) 그러나 시와 철 

22) 예를 들어 솔로비요프의 유품중에는 솔로비요프 자신이 썼음이 분명한 “위대한 비멸 

의 발견에 관한 기도(MOnHTB4 06 OTKpOBeHHH BenHKOA T4뻐"，)"가 있다. “위대한 신의 

본질적인 아름다운 형상， 즉 거룩하고 신성한 소피아”를 부르고， 그녀가 “우리， 이 세 
계 (B Hac H B 뻐pe)"로 내려와 현현하도록 호소하는 주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1900-1901년 사이에 솔로비요프를 따르던 이들이 철학자의 동생 미하일 솔로비요프 
(MHXaHJI Cepr‘ eeBH'I COJIOBbeB)의 집에서 거의 매일 같이 모여서 솔로비요프의 시와 논 

문들에 관하여 토론 하였고， 특히 미 하일 솔로비요프가 자신의 형의 기록물 중에서 

발견한 비밀스런 서신에 관해서 심각하게 토론했음을 이 모임에 참석하였던 벨르이 

(A. 5eJIbl인)가 회상하고 있다. 편지는 분명히 솔로비요프의 손으로 직접 쓰여졌지만， 그 

밑에는 “S"와 “소피아(Sophie)"의 사인이 함께 있어 이는 솔로비요프가 강신술의 “훌 
媒(Me짜I}'M)"자로서 얻은 계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A. 5eJ빼， Bocno

MHHllHHJl 0 EJ10Ke, M.H3lI. "Pecny6nHKa", 1995 r. c. 23-29를 참조하고， 더 상세 한 사항 

에 관해서는 r. H. 'IyJIKOB, ABTOJlllTH'IeCKHe 3 lII1HCH B.πC0J10BbeB~ BonpOCH 뼈J10COφIHH， M. 

1992, NO.8 을 참조할 수 있다. 후자의 논문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솔로비요프 
와 소피아와의 직접적 영적접신의 체험기록물 9건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이에 관한 

자세한 주석이 들어있다.) 
23) 모출스키 (K. MO'lYJIbCKHa)는 솔로비요프의 이념을 동일한 경혐의 다양한 표현으로 고 

찰한다. 모출스키의 견해로는 솔로비요프가 이 경험을 그의 서사시 “세번의 만남(TpH 

CBHlIaHHJI )"에 잘 기록하고 있고， 코스모스의 통일체인 세계혼(NHpOBaJI 따ma)은 무절제 

한 혼합물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형상， 즉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것을 환영속에서 솔로 

비요프가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K. MOqyJIbCK뼈， B.π"lI，/IHlOαrp C0J10BbeB, P따is， 1951, c.72) 

솔로비요프의 기타 저작은 이 신비적 경험의 째달음을 형이상학적 개념의 언어로 전 

달하고， 이를 윤리학과 종교-사회학적 체계， 역사철학 체계 안으로 변환시키는 노력 

이 라고 모출스키는 파악한다. 불가쿄프(C. 5y.nraKoB)는 솔로비요프 시의 주요 모티프 

를 이루는 것은 세계혼(뻐poBaJI 따lIa)， 즉 소피아로서， 솔로비요프가 자연에서 갖는 

지속적인 신비한 체험이 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npHPOlIa B iþHJrCOiþHH BJI. COJlO

BbeB4" B KH. c60pHHK nepBIIIA. 0 Bπ C0J10BbeBe, M.1911, c.28) 에른(BJl. 3pH)은 인식론， 

윤리학， 정치사회비평론 같은 특별한 분야를 “영원한 여성성”과 같은 분야와 연결시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 35 

학에서 보이는 이념들의 뿌리가 솔로비요프의 개인적 성격에 토대하고 있 

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그것들이 시와 철학에서 각각 표현 

될 때는 처음부터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솔로비 요프의 철학에서는 이념 적 본체 (뻐eRHa.ll CYIIlHOCTb), 즉 소피 아의 우 

주발생론적이고 역사철학적인 성격이 전변에 강조된다，(세계혼， 역사의 동 

인력， 신인론의 원칙 등으로서의 소피아)， 따라서 소피이는 무엇보다도 지 

상에서의 신의 왕국의 실현， 즉 신정론적인 유토피아의 실현이라는 기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시에서는 이런 특정이 아예 결여되어 있 

거나， 혹은 나타난다 하여도 매우 모호한 암시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시에서의 “이상(HlleaJl)"은 단지 여성적인 미의 형상으로만 나타나고， 이는 

“진테제(대HTe3)"를 상징하고， 이로써 세계의 구원을 상정한다. 그러나 이 

때， 이 구원 사상의 이면에 어떤 역사철학적 견해가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구원에 의해 종결되는 세계 역사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기서 인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동의 문제가 전혀 밝혀 

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구원 뒤에 오게 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지시， 예를 들면 신정론과 같은 이상적 사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없다. 또한 시에 나타나는 구원은 인류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하늘로부터의 

선물이지， 결코 이 지상 세계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비요프의 말년에 나타나고 있는 철학적 개념의 변화가 

그의 시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변화를 겪는 것은 이상적인 미나 “완전성”의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사회 · 정치관에 따른 이 이상의 실현 가능성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900년에 솔로비요프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단호하게 부 

인하지만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여성성”과 “영원한 미”를 통 

해서 세계가 구원될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솔로비요프의 창작에서 시의 테마는 소피아론보다 훨씬 더 자신 

의 미학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소피아론에 

서는 미의 개념이란 이념적 본체의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인 반면에， 시에 

서는 미 개념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획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키기 조차도 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모든 분야는 시와 마찬 가지로 “눈부신 여 
인(까띠e3apHa~ nODPyra)"에게 받쳐진 것이다， (B1I, 3PH, rHOCeoJIOrH.H B, ζ COJIOBbeB8., B 

I<H.: C60PHHI< nepB뼈， c.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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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 보면 철학과의 관계에서 시가 갖는 독자성이란 예술의 독자적인 의 

의와 임무라는 솔로비요프 자신의 이론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예술의 일반적 의미 (06111，때 C뻐CJI HCKYCCTBa)"는 

“자연에 의해서 시작된 예술적 과정의 연장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미학적 

과제의 완전한 해결이다"경) 솔로비요프는 예술의 임무를 좀더 정확하게 

“우주의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관념적인 요소와 실제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들의 완전한 상호침투와 자유로운 결합”잃) 

으로 파악한다. 

예술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서 예술은 인류의 다른 활동， 철학， 종교， 정치 

-사회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을 실현해냄 (Ocym.eCTBJIeHHe DOra)"이라는 동 

일한 목적을 지난 것으로 되고， 따라서 다른 활동과 동등한 것으로 비교된 

다.갱)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제한이 따른다: “이 임무의 수행은 전 세계 과 

정의 종결과 일치해야만 한다. 역사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 완전한 미를 부분적이고 단면적으로 예견할 뿐이다 "27) 이러한 “예견 

(npeJlBapeHHe )"이 솔로비요프에게 있어 예술의 의미이다. 예술가가 오늘날 

의 우리 현실세계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원한 미 (BeqHa51 Kpa

COTa)"의 번뜩임을 포착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지상의 것이 아닌， 다가올 

현실을 미리 경험하도록 함으로서， 자신은 자연의 미와 미래 삶의 미 사이 

에서 중간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솔로비요프에게는 이 

해되어진 예술이란 “공허한 오락물(nYCTa51 3a6aBa)"이나 “교훈적인 설교 

(JlHLlaKTHQeCK a5I npOnOBeJlb)'’가 결코 아니고， 그것의 본질은 “영감에 찬 예 

언(BllOXHOBeHHoe npOpOQeCTBO)"이다. 

24) C01l0BbeB B1I. 06111，없 C뻐'CJ1 HCKyCCTBll, c. 74. 
25) 위의 책 C 74. 
26) 솔로비요프의 초기 작품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분야들이 통일적인 “모든 것을 포함 
한 지식”의 변별적인 분야로 이해된다. “통합적 지식의 철학적 요소(φHJI0corþC J<He Hll 

'la1la l1e1loro 3HaHHJI)"에서 솔로비요프는 이 통합적 지식을 “신지론(Teoco빼g) ”， “신정 

론(Teo J<paTHJI)" ， “마법론(TeypnlJl)"으로 구성되는 통일적 복합체라고 설명한다. 그런 

데 이때 “마법론”은 “신비적 창작”을 겪는 건축에서 음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술 

활동을 아우른다. 
27) 위의 책， c.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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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결론 

위에서 살핀 견해를 더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예술과 다른 인류 활동 사 

이에서 원칙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치가의 임무는 유토피아적 

인 이상적인 정부， 신정을 실현하는 것에 있고， 철학자는 이 이상을 사유하 

여 체계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임무는 이 

계획이 역사상의 현실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에 예술 

가에게 있어서 임무란 어떤 제한이 따르지 않는 이 계획의 실현 이전에도 

완성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표점이 아직 멸리 떨어져 있을 때조 

차도，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그 실현에 참여하지 못할 때조차도 가능한 

것이다. 그는 “이상 “순수한 미 (t써CTa.ll KpaCOTa)"를 이미 불완전한 현재의 

조건에서도 창조할 수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 사실상의 유토피아의 실패는 

그런 이상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28) 

예술의 의의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이러한 이해는 모든 조건적인 것들로 

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이상을 그의 시에서 창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시에서의 이상이라는 것이 철학에서의 “이 

상" 즉 소피아보다 훨씬 이 지상의 조건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 

재했음을 의미한다. 

“만약에 소피아가 실제로 이 세계의 본질이라면 왜 시인은 손에 ‘이 세 

상의 꽃이 아년 꽃(C UBeTKOM He3nemHerO CTpaH)’을 들고 있는 그녀를 보는 

가?"29)라는 트루베츠코이의 지적처럼 매우 짧은 순간 동안만 밝혀지는 시 

에서의 “이상”의 이해불가능성은 소피아의 “조잡한 질료적 이해 (rpy6o Ma

TepHaJIHCTH'IeCKOe rrOHHMaHHe)"와 대립된다. 시에서의 환영(BHlleHHe)들은 

“소피아” 이념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은 불완전한 세계와의 원칙적인 차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루베츠코이 같은 이는 자신의 기독교 철학에 입각하여， 모든 지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솔로비요프의 시를 그의 철학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기는 

28) 솔로비요프의 미학(시와 함께)은 그의 철학이 말년에 경험하는 변화를 받지 않은 유 
일한 분야이다. 따라서 미의 개념이 예술관과 함께 거의 변화없이 보존되어 있다. 

29) Tpy6el.ll<olí E. MHpoB033peHHe B. COJIOBbeB4, T. n, c.356 인용은 서사시 “세 번의 만남”에 
서 트루베츠코이가 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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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솔로비요프 후기 사상에서 이런 지상적인 것의 완 

전한 거부는 솔로비요프 자신의 전체적인 사상체계 내에서 보자면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피아”의 이중적인 

성격， 이를테면 정신적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성격은 솔로비요프의 철학적 

저술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솔로비요프의 초기와 중기 

시들에서 보이는 테마들의 “진테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요건(“이 

상”이 출현할 수 있는)이 되는 것이었고， 또 이 “진테제”의 실현은 서정적 

자아에게 “세계의 구원”이라는 굳건한 희망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 

에， 단순히 지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요소의 제거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솔로비요프 소피아론의 이해에 있어서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솔로비요프 말기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은 “영원한 여인”의 이상적 형상이 “이 세계 (3llemH때 뻐p)"로부터 멀어져 

출현하는 것은， 이 형상이 순수함 그 자체로 “정화”될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이상이 현실과 결합될 수 없다는 체념적인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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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Софиология Вл. Соловьева 

Пак ЧжОН Со 

"СоФия"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еоретическое ПОНЯТИ8, которое Соловьев 

в "Чтениях о богочеловечестве" вводит в СВОЮ философскую концепцию. 

Соловьев раЗБивает здесь свое понятие Бога, опираясь на 1"еософию 

алексанрийских философов. Бог, 11 Абсолютное", ИЛИ всеохватываюmее 

"Единство",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два принципа, из KO"J"OPЫX ОДИН - "логос" -

является "nepBbI).I выражением аБСОЛЮ"J"а", а другой - "София", "выраженная, 

осуществленная идея" аБСОЛlOта ИJШ единства. София есть тело Божие, 

проникнутое ПРИНЦИПОМ божественного единства, 

София, которая причастна божественной СУЩНОСТИ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эквивалент материальной природы, есть посредующий 

ПРИНЦИn между разделенными мирами. Человек, по мысли Соловьева, 

занимает в мире природы то же срединое место, что София в области 

аБСОЛЮ1"а. Свое ПОНЯ1"ие Софии Соловьев идеН1"ифицируе1" с идеальной, 

божеС1"венной частью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нродbl. 

Учение Соловьева о Софии, которое в I<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идеи 

лроявляется ПОЧ1"И во всех облаС1"ЯХ его философии, следуе1", несмотря на 

очевидные влияния самых разнооб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эпох философской 

и религиозной мыс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контексте 

русской духовной истории 19 Bel<a. 

В "маl<симализме" мысл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 свое крайнее выражение в 

У1"опической модели теокра1"ИИ, состоит причина того сильного влияния, 

которое имело философское учение Соловьева, но и зерно того колебания, 

которому подвергалась вся его философская концепци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еред его смертью. В своем последнем произведении "Три разговора" 

Соловьев не только лересмотрел, но и осудил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бо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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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Hee TBOp'-leCTBO. YTOnHJI BblcTynaeT 311ecb KaK npH3HaK 3JIa KaK TaKOrO 

AHTHxpHCTa. UapCTBO 50ll<Jle He MO)!(eT ÕbITb OCymeCTBJIeHO B npelleJIaX 3TOr。

MHpa, MHpOBaJl HCTOpHJI 1l0)!(Ha npe)!(lle 3aKOH'쩌TbCJI B BeJIHK。꺼 KaTacTpolþe. 

C 3THM nOBOpOTOM B IþH刀OColþCKHX B033peHHJlX COJIOBbeBa HaMe'-laeTCJI 

cymecTBeHHaJl pa3HHua C TeMaTHKOα CTHXOTBopeHH낀 B npellHCJIOBHH K 

TpeTbeMY H311aHHW CTHXOTBOpeHH꺼， KOTOpOe ÕblJlO HanHCaHO B TOM )!(e rollY, 

'-ITO H "TPH pa3rOBOpa", HeCMOTpJl Ha OTrOJIOCKH AnOKaJIHnCHCa, nO-npe)!(HeMY 

MHp 1l0)!(Ha CnaCTH "Be'-lH aJI )!(eHCTBeHHOCTb", H B ca뻐X CTHXaX He3aMeTHO 

HHKaKoro rJIYÕOKOrO H3MeHeHHJI. 3TO Ka)!(eTCJI YllHBHTeJIbHhlM, nOCKOJIbKy 

KO‘~JIeKCOM HlleaJIa B CTHXOTBOpeHHH H IþHJIOCOIþCKHM Y맨HHeM 0 Co뻐R 

cymecTByeT O'-leHb TeCHaJl CBJl 3b. HlleaJI CTHXOB Jl BJIJl eTCJI, KaK H COφHJI ， 

nocpellcTBywmHM CymecTBoM Me)!(llY CBepXeCTeCTBeHHhlM, Be '-lHbIM H 

n03HaBae뻐，1M B npOCTpaHCTBeHHO-BpeMeHHb~ H3MepeHHJlX. COIþHJI no CyTH 

TO)!(e HppaUHOHaJIbHOe H JIH'-IHOe npellCTaBJIeHHe. 

CaMO COÕO낀 nOHJlTHO, '-ITO oõa npellCTaBJIeHHJI ID에eWT OÕmH인 KopeHb B 

JIH'-IHOCTH COJIOBbeBa, OllHaKO He CJIellYeT ynycKaTb H3 BHllY, '-ITO OHH C 

caMoro Ha'-laJIa O'-leHb nO-pa3HOMY npOJl BJIJI삐TCJI B n033HH H B φR기OCO뼈H. 

n033HJI OCTaJIaCb He3aTpoHyTO낀 B 60JIbmoß Mepe H3MeHHJlMH, KOTOp피e 

0603Ha'-lHJIHCb B nOCJIellHHe rOllbI B φHJIOCOIþCKOß KOHuenUHH COJIOBbeBa. ~eJIO 

B TOM, '-ITO 3T“ H3MeHeHHJI KaCaJIHCb He HlleaJIa KpaCOTbI H COBepmeHCTBa, a 

Bonpoca 0 ero OcymeCTBJIeH짜 cor JIaCHO onpelleJIeHHb뻐 OÕmeCTBeHHO

nOJIHTH'-IeCKHM B033peHHJlM. COJIOBbeB B 1900 r. pe3KO OTBepraJI TaKHe 

yTonHH, OllHaKO Mor B TO )!(e caMoe BpeMJI nO-npe)!(HeMY npOpO'-leCTBOBaTb 0 

cnaceHHH MHpa '-Iepe3 "Be'-lHyw )!(eHCTBeHHOCTb" H "Be'-lHyw Kpaco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