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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례브니코프 택스트의 고대성* 

김 희 숙 •• 

새로운 예술사조의 둥장은 시간적으로 바로 선행한 사조에 대해 자신의 독 

자성과 변별성 혹은 파괴성올 알림으로써 시작된다. 특히 19세기말에 동장한 

러시아 모더니즘은 모든 非모던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긍정성， 비동 

일성， 낯설게하기와 분석올 자신의 자질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비모더니즘예 

술에 대한 모더니즘의 외적 경계짓기는 모더니즘의 내부구조에 오면 상대화 

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올 뚜렷이 한다. 모더니즘내의 두 큰 흐름이었던 상징주 

의와 포스트상징주의적 아방가르드는 전자가 연결과 동일한 정체성의 긍정적 

미학， 합일주의를 지배적 특성으로 갖는 반면， 후자는 해체와 낯설게하기， 대 

조와 분리와 분석론올 추구한다. 이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징주의의 경 

우， 1890년 대 의 lleKalleHCTBO, 탐미 주의 , 악마주의 가 지 배 적 으로 분석 적 인 방향 

올， 1900년 이후 신화시학적 종교철학적 상징주의는 합일적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 이 와 유사하게 아방가르드에 서 도 Ky60-lþyTypH3M, 추상주의 , cynpeMa

TH3M, 초기 형식주의는 분석적 단계를， 반면에 원시주의， HaHBH3M, rHRe~ ， õy

lIeTJIJIHCTBO를 포괄하는 미래파적 고대주의 (apxaH3M)는 합일적 모델로 규정될 

수 었다. 

상정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분석적 상징주의를 소훌히 하면 

서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에 바쳐져 왔고 반면 아방가르드에 대한 연구는 고대 

주의적 모델을 무시하면서 미래파의 분석론적인 프로그랩에 집중되어 왔다. 

이렇게 제 2세대 상징주의자들의 신화시학， 예술형이상학， 관념론， 메시아주의 

와 분석적 아방가르드의 낯설게하기 미학을 축소 대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온 거대사조 모더니즘의 연구에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방가르드의 내적 

체계 연구에 커다란 업적올 보여온 한젠-뢰베(Hansen-Löve)1)와 러시아의 중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농협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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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바로크와 20세기초 예술의 관계에 주목해온 스미르노프(H. n. CMHpHOB)2)의 
연구라 할 것이다. 

이들 두 학자의 연구에 자극받아 본 논문은 모든 선행하는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일괄적 거부와 파괴적 웃음을 요체로 하는 듯한 아방가르드에서 “영원 

히 앞으로”의 기치가 “아득히 먼 고대의 뿌리”를 찾는 고대주의적 시원주의적 

추구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둔다. 중심에 서는 것 

은 미 래파적 고대주의를 대표하는 흘례브니코프(B. Xne6뻐KOB ， 1885-1922)의 

텍스트들이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흘례브니코프의 고대 

주의를 위한 당시의 예술적 배경이었던 20세기초 러시아 회화와 문학에서의 

태고성， 원시성에 대한 추구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1. 20세기초 러시아 회화와 원시성 

20세기초 서구 예술에서 고대성， 원시성에 대한 추구는 문학에 앞서 회화에 

서 먼저 시도되면서 원시주의라는 하나의 유파로 자리잡았다. 원시종족 예술 

과의 만남은 강렬한 표현성과 생동감 그리고 추상성으로 서구의 아방가르드 

1) A. A. Hansen-Löve는 상정주의와 아방가르드를 각각 3단계 내지는 3모텔로 구분 

하여 각 단계별로 유형론적 비교를 행한다. Symbolismus und Futurismus in der 

russischen Mαieme. In: The Slavic Literatures and Modemism. A Nobel 

Symposium August 5-8 1985, Edited by N. A. Nilsson, Stockholm, 1987, pp. 

17-48. 
2) A. M. TIaH\!eHKO / H. TI. CWHPHOB: MeTalþopH'IeCKHe apxeTHnbl B pyCCKO~ cpe뻐eBeKOBO때 

cnOBeCHOCTH H B n033뻐 Ha'lana XX BeKa. B: TOllPJI, T. 26, 1971, c. 33-49; H. TI. 

CWHpHOB: oapoKKo H OnblT n03TH'IeCKO~ KynbTypbl Ha'lana XX B. B: A. H. PorOB / A. B. 

J1HnuoB / J1. A. ColþpaHoBa: CnaB.5IHCKOe oapoKKo. HCTOpHKo-KynbTypHble npo6ne뻐 

3nOXH, 1.1., 1979, c. 335-361; H. TI. ll!!pHHr-CwHpHoBa / H. TI. CMHpHOB: O'lepKH no HC

TOpH'IeCKO~ THnonorHH KynbTypbl .... • peanH3W • (…) • nOCTCHM-BOnH3w(aBaH

rap.a) • "', Sa1zburg, 1982. 특히 c. 72-153의 “HCTOpH'IeCKH~ aBaHrap.a KaK no.a
CHCTewa nOCTC뻐BonHCTCKO~ KynbTyp꾀” 참조; 그 외 에 도 H. TI. CMHPHOB: Xy.aoll<ecTBeH

뻐~ cMblcn H 3BOJDOUH.5I n03TH'IeCKHX CHCTew, 1.1., 1977. 특히 r naBa 4, BBe.aeHHe B 

nOCTC뻐BOnH3W， c. 101-155; H. TI. C뻐pHOB: llHaXpOHH'IeCKHe TpaHCφ。pwau째 nHTepa

TypHblX lI<aHpOB H WOTHBOB, Wien, 1981. 특히 제 2부， c. 176-210의 피HTHpoBaHHe 

KaK HCTopHKo-nHTepuypHa.51 npo6newa: npHHUHnbl yCBoeHH.5I .apeBHepyccKoro TeKCTa 

n03TH'IeCKHM mKonaμ XIX-Ha'lana XX B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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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들을 매혹했으며， 그전까지는 주로 인류학적 인종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머물렀을 뿐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던 원시종족의 그림과 목각품 

등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적 지향과 놀라울 정도로 홉사한 “예술”을 발견하 

고 그것에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원시예술과의 만남은 예술의 혁 

신은 오로지 단순한 것， 원초적인 것， 태고적인 것에로의 과격한 회귀 속에서 

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시원성에의 욕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면서 원시주의 

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 원시주의의 대표자들은 자신을 “어 

린아이”이자 “야만인”으로 파악하였고 다비드 부를류크(llaBHll ÖypJJIOK)는 1912 

년 뭔헨에서 발행된 『청색의 기사~ (Der Blaue Reiter)에 실린 자신의 논문에 

「러시아의 〈야만인들> J (Die > Wilden < Rußlands)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 
다.3) 특기할 만한 점은 러시아의 “야만인들”이 순수함과 단순함에 대한 의지 

를 그들이 유럽의 아방가르드 회화와 공유하고있는 특성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 원시주의의 민족성을 강조하고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미래파가 

3) W. Kandinskij / F. Marc: Der Blaue Reiter(München 1912), Uberarbeitete 
Neuausgabe, München, 1987, S. 41. JIapHoHoB , KY3HellOB , CapbJlH, lleHHcoB, rOHtlapo
Ba , KaHllHHcKHß , ，IIBJIeHCKI뼈， BYPJlJOK 형제들이 이 러시아의 “야만인들”에 속한다 S. 
48 참조. 모든 아카데미적 규법을 내팽개치는 “야만적 행동”의 선례를 남긴 것은 
이미 1863년에 페테르부르그 아카데미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동전람화가들(nepe

，11BIIJCHHKH)이다. 그러나 nepe，11BIIJCHHKH가 (톨스토이， 례스코프， 살퇴코프-시훼드린의 

문학방향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며 교훈적 의도와 사회적 주제 

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190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상정주의계열의 화가들(BaKCT ， 

COMOB, BeHya를 비롯한 〈미술세계>(MHp HCKyccTBa) 회원들)은 성상화와 무대의 요 
구에 자극받아 원근법의 사용없이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고， 인물을 주위환경으로 

부터 분리시켜 전형적인 것， 장식적인 것으로 양식화하는 새로운 反아카데미주의 

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적인 기교성과 현학성에 반발하고 나선 모스크바 

의 젊은 화가들은 H뼈년말 〈푸른 장미 >(rOlIYl5aJl po3a)라는 제 2의 상징주의 화가 

모임을 결성한다. CapbJlH, ,IIKyJIOB , KY3HelloB , JIapHoHoB , rOHtlapoBa를 비롯한 이들 화 

가들은 죽음， 에로스， 신화， 종교， 역사와 같은 초기 상정주의가 선호했던 테마들을 

점차 멀리 하면서 일상과 구체적 삶에서 소재를 택했다. 형식면에서도 유려한 선 

과 부드러운 색조， 음영 대신에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 대담하게 단순화된 형태를 

추구했다. B. Zelinsky: Russische Avantgarde 1907-1921. Vom Primitivismus 
zum Konstruktivismus, Bonn, 1983, S. 7-9 참조. A. 1. 조토프 r러시아 미술사~， 

이건수 역， 서울， 1996, 310-316, 343-367, 잃3-388쪽 참조. C. Gray: Das große 
Experiment. Die russische Kunst 1863-1922, Schauberg, 1974, S. 11-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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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래파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부정하고 러시아적 독자성을 강변하 

고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를류크는 태고성， 선과 색채의 과장성， 단순화 

를 지향하는 합일성 등은 서구의 화가들에 의해 발전되기 전에 이미 러시아 

민족의 “창조적 영혼”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들 예술의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성상화， 교회벽화， 스키타이인들의 조각품 그리고 특히 민속적 목 

판화(.ny60K) 뿐만이 아니라 평원， 초원， 강 동물，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러시 

아의 대지 전체를 그 증거로 든다.4) 예술의 새로운 시원성에 대한 추구는 그 

에게 러시아 민족의 시원성에 대한 추구와 맞닿아있는 것이었고， 때문에 그는 

러시아의 “야만인들”이 “새로 발견한 법칙들은 새로 발견한 전통"5)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실제로 러시아화가들은， 서구인들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멕시코， 오세아니아， 이집트， 중국 등을 비롯한 이민족의 고대예술 

에 빠져들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 고유의 풍부한 전통에 쉽게 손을 내뻗을 수 

있었다. 예로부터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도시로 이주한 많은 시골 

사람들이 농촌과 도시의 습속을 결합시켜오던 러시아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민중의 전통은 폭넓은 사회계층의 의식과 생활방식 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 

었으며， 20세기초까지 직업예술가들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않았던 민속예술 

의 이 두터운 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낭비였을 것이다，6) 

여기서 러시아 원시주의의 또하나의 특성은 민족성의 강렬한 추구가 동 · 

서 사이에서의 정체성 재발견 시도와 결합하여 동방지향성으로 발전하게 된 

다는 것이다. “여태껏 나는 서방이 내게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공부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낳은 것은 나의 나라이고， 그것들이 지금 서방 

으로부터 내 나라로 다시 되흘러오고 있다. 이제 나는 내 두 발에서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서방을 내 뒤에 내버려 두겠다 ... 나의 길은 모든 예술의 근 

원인 동방으로 나아간다. 내 나라의 예술은 내가 서방에서 아는 그 모든 것보 

다도 비할 바 없이 심오하다."7) 곤차로바의 이 말은 라리오노프가 기획한 원 

4) Katalog der Münchner Ausstellung 1910/1911. D. Tschizewskij(Hrsg.): Anfänge 

des russischen Futurismus, Wiesbaden, 1963, S. 25-26. 
5) Der B1aue Reiter, S. 48. 
6) 실제로 ]. Petrowa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Matisse는 집 대문앞에 그토록 엄청난 

영감의 원천을 두고도 유럽으로 여행하는 미술가들을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Petrowa: Volkstümliche Quellen und die russische Kunst des frühen 20. J따π

hunderts. In: ]. Petrowa / ]. Poetter(Hrsg.): Russische Avantgarde und Volks

kunst, Stuttgart, 1993, S. 9 참조. 
7) H. rOHqapoBa, BWCTaBKa KapTHH HaTanHH CeHreeBHoR rOHqapoBoR 1~뻐-1913의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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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의자들의 전시회 If'MHmeHb~(과녁， 1913)의 카탈로그 서문과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 “우리의 추구는 동방을 향한다. 우리는 우리의 注意를 민족적 예술 

에 돌린다. 우리는 서방에 대한 비굴한 종속에 저항한다. 서방은 우리의 고유 

한 예술형식과 동방의 그것을 비속하게 만들어 되가져왔고， 모든 것을 하나의 

평면으로 평준화해 버 렸다 "8) 쉐브첸쿄(A. meBt:feHK이도 그의 선언 If'HeorrpHMH

THBH3M. Ero TeOpH5I. Ero B03MO)J(HOCTH. Ero llocTH)J(eHH5I~ (“신원시주의. 이론과 

가능성 그리고 성취"， 1913)에서 동방으로 되돌아감과 고유한 민족적 근원으 

로 되돌아감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순 

화의 경향과 고대세계의 거칠음 그리고 .ny60K라는 고유한 명칭을 갖는 시골 

농부들의 예술을 원시적이라 칭한다. 원시적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동방적 근 

원올 가리킨다 "9) 또 비슷한 시기에 미술사가이며 인종학자인 마르코프(B. 

MapKOB)도 고대성과 동방성을 어린아이의 직관력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고대의 종족들과 동방은 우리들의 과학적 합리성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감정과 상상이 논리를 지배하는 어린아이들 같았다. 그들은 얽매이지 

않았고 아직 망쳐지지 않았으며 아름다웅의 세계 속으로 직관적으로 파고드 

는 아이 들 같았다."10) 

이상에서 인용한 원시주의자들의 선언적 발언과 그들의 실제 작품활동에 

대한 관찰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원시주의가 다음의 세 가지 층위를 포함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첫째， 유럽 아방가르드에 이어 러시아 원시주의 

는 원시적 고대적 전통의 재발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용어는 특히 러시 

아 고유의 원시적 고대적 전통 즉 시베리아 종족에서 중앙아시아 종족에 이 

르는 러시아 제국의 여러 종족과 스키타이족에서 훈족에 이르는 유라시아의 

고대 유목민족의 전통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둘째 원시주의는 레이스에서 

간판， 목각품에서 JIy60K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민속예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 

를 의미했다. 셋째， 원시주의는 문명화된 까다로운 아방가르드 예술가에 의한 

다른 세계의 인류학적 발견을 의미했다. 다른 세계가 제공하는 새로운 형식의 

로그 서 문. 뼈CKsa， Salon d' arte, 1913, c. 1. 
8) ]. Petrowa / J. Poetter: Russische Avantgarde und Volkskunst, Stuttgart, 1993, 

S.24에서 재인용. 

9) M. lIapHOHOS / H. rOHt.laposa / A. meSt.leHKO: 06 HCKyccTse, lIeHHHrpan, lIeHHHrpanCKa51 

raJlepe5l, 1989, c. 61에 재수록되어 있음. 
10) B. MapKOS: TIpHH뻐때 Hosoro HCKyccTsa. B: COlO3 MOJlOnell<H, CT. TIeTep6ypr, No. 2,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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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연마를 넘어서서 원시적 영혼올 추구하는 것이 원시주의자들의 보다 

큰 목표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원시종족과 동방민족들， 러시아 농부와 

어린이， 나아가 聖바보(lOpO뻐BLle)와 샤먼의 세계에 대한 초이성적 접근에 대 

한 것이었다. 

원시주의에서 결합한 이 세 층위는 새로운 시원성을 가장 철저하게 추구한 

곤차로바와 라리오노프에게서 1910년을 전후하여 하나의 독자적 유파를 만들 

어내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이끌었다. 비록 1913년 이후 예술적 해결의 과 

격성에 있어서 말례비치 (K. C. MaJIeBHlJ)와 타틀린 (B. E. TaTJIHH)에게 추월당하 

게 되지만，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러시아 민속전통과 시원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아방가르드적 수용이 없었다면 말례비치의 절대주의 (cyrrpeMa TH3M)도 

타틀린의 구성주의 (KOHCTPYKTHBH3M)도 불가능했올 것이다. 

주관적인 편향된 고정시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원근법의 포기， 결여 

된 공간성에 부합되게끔 평면적으로 그려지는 인물 성상화에서처럼 양식화된 

인물의 자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있는 듯한 인물과 사건， 생활근접미학과 성 

상화의 아득한 세계간의 결합 등，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시원성 추구의 이 특징들은 1911년 이후 러시아 회화에서 점차 대상적 

모티프를 포기하고 오로지 형태와 색채에 의해 작용하는 추상회화로 발전한 

다. 러시아 추상화는 형태와 색채의 해방， 묘사수단의 과격한 단순화를 이루 

어낸 원시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원시주의시기에 

그린 말례비치의 그림 「물지게를 진 여농꾼과 아이 J. 교회의 여농꾼들」에서 

인물들은 개체적인 특정이 이미 소멸되고 언제나 같은 표정， 같은 몸짓， 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동일성으로 그려지며 그의 변하지 않는 테마인 “농부”는 얼 

굴표정이 없이 머리는 흰색 혹은 검은 색의 타원형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십 

자가 하나로 대체된다. 이 시도는 무엇을 그리든 언제나 본질적인 것， 무시간 

적으로 타당한 것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원성의 추구에서 나오며， 이는 타틀린 

의 여인누드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타당성은 다 배제한 채 생산성과 모 

성 그 자체로 그려진 여인의 강하고 힘있는 육체와 얼굴을 그려넣지 않음으 

로써 소멸시켜버린 개인성은 이미 추상화의 무대상성에 가까이 와 있다. 

11. 20 셰기초 러시아 문학과 고대주의 

20세기초 러시아 문학에서 고대성과 시원성의 추구도 미술에서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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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미술에서보다는 늦었지만， 회화에서 원시주의가 일단 끝나면 

서 추상화로의 길로 접어든 후， 원시주의는 문학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되었다. 1912년 라리오노프， 곤차로바와 절교를 선언한 다비드 부를류크 

는 이후 러시아 문학아방가르드의 기수가 되어 마야롭스키 (MaJlKOBCKHß) ， 크루 

효늬흐(KpyqeHbIX)， 흘례브니코프(lúIe6HHKOB)와 함께 WnOmeqHHa 06meCTBeHHOMy 

BKYCYdJ (W사회의 기호에 따귀치기dJ)를 통해 기존의 모든 문학유파와 선행한 모 

든 문학시대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에서 문학아방가르드는 모든 

과거에 대해 중오와 거부를 과시하고 었지만， 태고성， 원시성에 대한 추구가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음은 곧 분명해진다: “언어는 무엇 

보다도 언어이어야 하며， 만약 그래도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야 한다면 톱이나 

야만인의 독화살을 상기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뻐 lke 1lY-

MaeM, qTO ~3~K ~OnlkeH 6~Tb npe~e BCerO ~3~KOM H eCnH ylk Han。빠fHaTb qTO

HH6Y~b ， TO CKOpee BCerO nHAy HRH OTpaBReHHym CTpeAy 띠Kap~.") 11) 

여태껏 내용의 전달을 위해 봉사해 온 언어는 이제 해방되어 그 자신이 목 

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원시화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필요했다. “na -na -na/ nH-nH-nH/ TH-TH-TH!. .. 식의 우유와 밀가루죽 

으로 그린 그림같은 시는 건강한 사람에게 위통만 가져다 줄 뿐"12)이고， 푸시 

킨과 례르몬토프의 소리없는 흐느낌 대신에 “무서운 외침과 불평”으로 그들 

은 시를 채우고자 했다.13) 예술에서 모든 것은 일상의 삶에서처럼 거칠어야 

했고， 거리와 시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무대와 삶을 구별하지 않았던 아방가르 

드에게 요란한 차립， 그림칠한 얼굴， 외투깃에 꽂고 다니는 붉은 나무숨가락 

둥 이 모든 기행은 삶과 예술을 하나로 합치려는 선동적 퍼포먼스였다: “우리 

는 예술올 삶과 결합시켰다. 예술가로서의 오랜 고립후에 우리는 큰 소리로 

삶을 불렀고 삶은 예술 속으로 밀치고 들어왔다. 이제 예술이 삶속으로 습격 

해 들어갈 때다. 얼굴의 그림철 - 그것은 이 습격을 알리는 신호다. 그 때문 

에 우리 심장은 이토록 두근거린다 "14) 

11) A. Kp앤eH퍼x / B. Xne6HHKOB: CJlOBO KaK TaKoBoe(1913). B: BJI. MapKOB(HrSg.): MaHH-

φeCTI>I H nporpa빠뻐 pyCCKHX lþyTypHCTOB, München, 1967, C. 56. 
12) 위의 책， c. 55. 
13) 위의 책， C. 55-56. 
14) “뻐 CBJl3aJJH HCKyCCTBO C *H3HblO. nocJle llOJlrOro ye llHHeHHJI MaCTepoB, 뻐 rpoMK。

n03BaRH 째3Hb H iKH3Hb BToprHYJlaCb B HCKyCCTBO, nopa HCkyCCTBy BTOprHYTbCJI B 

iKH3Hb. PaCKpaCKa RHua - Ha'laJJO BTOpiKeHHJI. QTToro TaK KOJlOTJlTCJI HaDlH cepl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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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술에 대한 미적 원칙으로서의 삶의 우위를 끝까지 철저하게 실행 

하는 경우， 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있는 시스템 자체가 파괴되고 말 위기에 

처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었다. “괴테의 환상보다도 내 구두 속의 못이 더 악 

몽같고 "15) 예술작품이 “웅접실의 화물차나 기름바르는 구두보다 더 불편하게， 

반항적이고 빽빽하게 씌어지고 얽혀져야"16) 한다면 이는 이미 규범적 예술코 

드와 체계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예술로부터 완전히 떠나야하는 상황을 의미 

하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만과 원시의 길을 통해 삶으로 되돌아가는 고대 

주의적 아방가르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삶의 

우위를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反예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술의 경계 안 

에 머무르면서 “삶에서 와서 삶으로 되돌아가는 예술”을 만들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학아방가르드의 과거(예술)부정은 가까운 과거에 대한 부정 

을 거쳐， 현재의 지층을 뒤집어 엎고， 문화적 전통에 가장 먼 대상들， 시간의 

처녀지， 생명의 시원을 미래로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했다. 

시원주의적， 태고주의적 지향이 예술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전통의 가장 과 

격한 확장과 엄청난 혼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의 본질을 다루고있는 만델쉬 

탐의 에세이 ~CJ\OBO H KYJ\bTypa.n(~말과 문화.n)에서도 얘기된다: “n033H5I -

nJ\yr , B3pblBaKllllHß BpeM51 TaK , qTO r J\YÔHHHble CJ\OH BpeMeHH, ero qepH03eM, 0-

Ka3b1Ba~TC 5I cBepxy. Ho ÔblBa~T TaKHe 3nOXH, KOrßa qeJ\OBeqeCTBO, He ßOBOJ\b

CTBy5lCb CerOaH5ImHHM aHeM, TOCKy51 no rJ\yôHHHμM CJ\05lM BpeMeHH , KaK naXapb , 

lI<a ll<lleT ueJ\HHbI BpeMeHH. (..J l!acTo npHXO뻐TC5I CJI뻐maTb: 3TO xopomo, HO 3TO 

H. 3JlaHeBH'i / M. JlapHOHOB: nO'ieMY 뻐 pacKpamHBaeMc .sI (1913). B: MaH때eCTbI H npo

rpa뼈bI pyCCKHX iþyTypHCTOB, c. 173. 삶과 예술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비난은 무엇 
보다도 초기상정주의의 탐미주의적 유미주의적 모델(“HCKYCCTBO" “c。H”， “npH 

3paK" , “3 epKaJlO ,’, “CMepTb")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 비난에서 아방가르드는 신화시 

학적 상정주의와 서로 수렴하면서 C.nOBO-M때0-빼3HeTBOp'ieCTBO의 동일성을 강조했 

다. 그러나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의 창조결과물이 결국 부재하는 존재의 직접성을 

대리하는 상정에 의한 정신적 심리적 “효과"(JleI!CTBHe)였던 데 반해， 아방가르드는 

!íblT를 예술적 모텔에 따라 조직하고자 했으며， 예술텍스트를 실재하는 객관적 현 

실세계의 연속으로 여겼다. 
15) “JI 3HalO - rB03Jlb y MeH.sI B canore KOmMapHee, '1eM iþaHTa3H5I y reTe!" B. Ma.sI KOB

CK뼈: nOJIH. co !íp. CO'i. B 13 TOMax, T. 1, MocKBa, 1955, c. 183. 
16) “'iTO !í nHca.nOCb Tyro H '1HTaJlOCb Tyro HeYJlo!íHee CMa3HbIX canor H.nH rpy3。뻐Ka B 

rocTHHol! (..)" A. Kpy'ieHbIX / B. X.ne !íHHKOB: C.nOBO KaK TaKOBoe. B: MaH때eCTbI H npo

rpa뻐퍼 pyCCKHX iþyTypHCTOB, 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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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pamHHß neHb. A ~ rOBOp~: B\lepamHHß neHb e~e He pOnHnC~. Ero e~e He Õμ

no nO-HaCTO~~eMY."17) 만텔쉬탑의 말에서도 시사되듯， 아직 진정으로 태어나 

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제”는 당연히 복제와 재현 

의 대상이 아니며， “어제”는 미래에 비로소 탄생하게 될， 미래주의자들이 역사 

상 최초로 실현해야 할 목표였다. 또 미래주의자들의 모임이 “rHne~"(원시림) 

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그들의 미래주의 속에서 펄럭이는 원시주의의 깃 

발을 분명하게 느끼게 한다. “rHne~"의 상징적인 의미는 역사의 시원으로 되 

돌아감으로써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 있었다. 그 자신 미래파였던 리브시 

치 츠(5. 재B뻐u)의 회 고를 들어 보자: “대ne~ ， npeBH~~ rHne~ ， nOnHpaeMa~ HamHMH 

HoraMH, npeOÕpeTana 3Ha\leHHe CHMBOna, nO~a ÕMna CTaTb 3HaMeHeM. BCKpe

BanHCb H õonee n03nHHe nnaCTbI, (…) B03Bpa~a~Cb K CBOHM HCTOKaM, HCTOpH~ 
TBOpHTC~ 3aHOBO."18) 

때문에 고대적， 원시적， 야생적 사고구조와 모티프를 발굴하여 그대로 드러 

내는 것은 아방가르드 고대주의자들의 기본과제였고，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 

을 세계육체의 “전체”에 함께 하는 “부분”으로서 지각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미학， 낯설게하기와 분리의 미학이 지배한다고 읽히는 미 

래파 선언문에서도 우리는 고대주의적 원시주의적 측면을 곳곳에서 본다: 

“Hama uenb nOD\lepKHyTb B~HOe 3Ha\leHHe HCKyccTBa BCeX pe3KOCTeR, He

cornaCOB(DHCCOHaHCOB) H 배CTO nepBOÕ잉THOR rpYÕOCTH."19l 

“MbI. KneTO\lKH Tena %HBOß 3eWIH. HCnOnHjleM ee %enaHHjI. HO He BCe CRI뻐뻐 

ee ronoc. TpYDHO. O\leHb TPYDHO HenOCpeDCTBeHHO ，깨TaTb HepornH~bI %H3HH H 

CTpOeHHjI KpHCTanna. UBeTKa H npeKpaCHOrO %HBOTHOrO. He BCjlKOMY DaHO H 

\lTeHHe rpaMOTbI HCKyccTBa npeKpaCHeRmHX H3 %HBOT뻐X: nepBOÕblTHOrO \leno

BeKa H HamerO peõeHKa. XOTJI OHO y*e ner\le."20) 

“HCTO\lHHKH HCKyccTBa. npHpODa. J1IODH. HapoD."21l 

17) O. MaHDenbmTaM: CnOBO H KynbTypa(1921). B: COÕ. CO\l. B 3 TOMax. T. 2, München. 

1971. c. 224. 
18) B. 끼HB뻐U: nonyToparna3뻐 CTpeneu, J1eHHHrpaD, 1933, c. 29. A. M. naH\leHKO / H. n. 

CMHPHOB. c. 34에서 재인용. 
19) A. Kpy\leHblx: HOBble nyTH cnOBa. B: MaH빼eCTbI H nporpa뻐 pyCCKHX ~yTypHCTOB. C. 

70. 

20) H. H. KynbõHH: CBOÕODHoe HCKyCCTBO KaK OCHOBa %H3HH, 위 의 책. c.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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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들 - 개미나 거미나 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대지의 육체를 이루는 세포이며， 미래파 시인의 일은 대지의 목소리， 삶의 상 

형문자를 직접 듣고 원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상정주의 신화시학자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상징주의자들에게 있어 신화적인 진리는 그 직접성과 

자명성이 조건화되어 간접적인 것으로 전달되고， 따라서 상정은 언제나 진짜 

살아있는 삶의 대체물에 불과한 데 반해 22) 미래파 시인은 신화와 현대가 인 

간과 자연과 세계 속에 동시적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직접 열어보인다. 매개와 

대리없이， 세계육체의 전체에 모든 “부분”들이 제각기 참여하고 있듯이， 미래 

파 시인은 갖가지 신화적 요소와 사고구조들을 아무런 중재없이， 직접，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텍스트 육체”로 몽따쥬한다. 미래파 시인은 상징 

이나 또는 다른 매개물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자신을 진리로 제시 

할 뿐， 어떤 다른 진리， 다른 세계의 태양올 되비쳐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MbI CTaJU! BHneTb 3.aeCb H TaM. Hppa따OHanbHoe (3aYMHOe) HaM TaK *e HenO

cpenCTBeHHO naHO KaK H YMHoe. HaM He Hy*HO nOCpe.lIHHKa - CHMBOna, MblCnH, 
뻐J naeM CBO~ C06CTBeHHY~ HOBY~ HCTHHY, a He 띠y*HM OTpa%eHHeM HeKOTOpOr。

COnHl.Ia (HnH 6peBHa?)."23) 

“)f(HBaJl 3eMnJl"의 육체의 일부인 미래파 시인이 태양빛의 세계와 밤의 세계， 

아폴로적 원칙과 디오니소스적 원칙 고전적 원칙과 그로테스크한 해체성이 

양극적 분열 속에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던 상정주의적 신화사고에서 이들 대 

립쌍의 제 1항을 패러디하거나 제거해버리고 제 2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폴로 이전의 세계 모계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로 되돌 

아가는 고대주의자들은 상징의 대우주에 대한 “지구”의 승리， 상징주의자들의 

묵시록에 대한 지상적 유토피아의 승리를 구가한다. 상정주의자들의 의식정향 

이었던 종말은 그들에게 없으며， 크루효늬흐의 ~no6ena Ha.lI COnHl.IeM~(r태양에 

대한 승리~)의 첫머리와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에 

대한 강조와 예찬이다: “KOHl.Ia He 6yneT! Mμ nopa*aeM BceneH~ (...)",24) “Bce 

21) 위의 책， C. 22. 
22) 예술에서 내러티브와 메타퍼화에 의한 신화성의 상실은 상정주의자들 자신에게도 

비극적 좌절， 실패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은 “빼3HeTBOp'leCTBO"속에서 “예술신 

화”를 “삶의 텍스트”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 삶의 모든 비속 

한 사실들을 “상징”으로， 예술가 자신의 nM'IHOCTb를 예술로， 시로 변화시켜 버혔다. 

5eJl때와 5noIC 이 대표적인 예다. 

23) A. KpyqeHhlx: HOBhle 따TM cnOBa, 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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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pomo, qTO xopomo KOHqaeTCJI H He HMeeT KaHl.\a , MHP nOrHÕaeT, a HaM HeT 

KOHl.\a!"정) 태양의 장엄하고 숭고한 빛을 이기는 대지의 태고적인 힘(“CHJIaq") 

은 하늘의 기호세계와 형이상학에 대한 어둠의 숭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이상 

화된 문화 예술의 거대가치에 대한 “저급”한 가치 천하고 야만적인 가치의 

숭리 를 의 미 한다: “ llaCTO TOJIbKO BapBapCTBO MOll<eT CnaCTH HCKYCCTBO."26l 

모든 가치， 모든 존재가 다함께 지구의 살아있는 육체를 구성하는 이 직접 

적 존재와 참여의 고대주의적 세계에서 존재차원은 수직적으로 위계화되어있 

지 않으며， 따라서 그 사이를 중개하고 매개해야할 상정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하다. 독자적인 현실이 아니라 변환기로서 작용하는 상징， 다시 말해 관습적 

언어기호를 “투명”하게 만들고 realiora세계의 초현실 (Ha.llpeaJIbHOCTb)에 대해 

투과성올 갖게 만드는 매개체인 상징에 대해 미래주의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 

기한다. 미래파의 “말”은 상징과 달리 부재하는 현실， 상상해낸 것일 뿐인 허 

구적 현실을 환기시키지도 않으며 의미를 매개하지도 않는다. 미 래파 고대주 

의자들은 대상세계 (npe，llMeTH뼈 MHp)와 문화언어에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된 “세 

계육체”에 대한 태고적 원시적 경험으로서의 BH.lleHHe(상징주의에서의 BH.lle

HHe가 아니라) 능력을 지녀야하며， 세계육체의 부분들-物(Be뻐)이 (실용적 문 

화적 효용가치인) 대상(npe，llMeTbI)으로 번역되기 이전의 상태로， 물자체의 “이 

름”으로 부름으로써 CJIOB。와 Be마사이의 존재적 통일성을 실현해야 한다. 

물론 분석적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초기형식주의와 낯설게하기 미학도 物

의 이름을 직접 부름으로써 物올 소생시킬 것을 주장한다. 物의 이름간판을 

바꿔달므로써 物은 자신의 실용적 컨텍스트로부터 자유로와진다는 것이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언어혁명 이름바꾸어달기를 통해 realia세계의 혁신을 가져 

온다는 이 유토피아적 전망이 미래파의 고대주의에서는 物세계의 “始原語”

(npaJl 3 b1K)로 나아가려는 CJIOBOTBOpel.\의 희망과 결합된다는 것이다. CJIOB。와 

Belllb의 존재적 동일성이란 기호의 기표적 측면(소리)과 기호의 의미(지시대 

상)가 동일함을 말하며 따라서 미래주의자들은 여러 문화간의 소통은 보펀적 

인 언어， 우주적인 언어， 즉 npaJl 3 b1K의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번역이란 어떤 언어기호를 그것과 음은 다르나 의미는 같은 (혹은 매우 유사 

한) 다른 언어기호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같은 이음동의어적인 언어기 

24) A. KPY'l하없: no6e.lla Ha.ll COJUfueW, cn6., 1913, c. 4. 
25) 위의 책， c. 23. 
26) H. BypJllOK: n03TH1.IeCKHe Ha1.laJla. B: MaH빼eCTbI H rrporpaMMbl pyCCKHX lþyTypHCTOB, C.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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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이야말로 아무런 공통된 의미자질도 지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낌) 그 

런 이유에서 그들은 번역대신 보편적 우주어， 어떤 번역도 애당초 불필요하게 

하는 rrpa.ll 3 h1K을 추구했고， 이는 이후 흘례브니코프로 하여금 그토록 절박하게 

“세계어 "(MHpOBOß .11 3 h1K)의 기획에 몰두하게끔 한다. 

이름과 物의， 단어소리와 지시대상의 존재성 통일성은 명명행위를 곧 세계 

창조행위로 만든다는 것 (CJIOBO-뻐~O-*H3HeTBOpqeCTBO)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다. CJIOBOTBOpqeCTBO oJ]서 미래파시인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쪼개고 음을 빼거나 다른 음을 넣고 음의 순서 

를 바꾸고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육체”로 사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고， 언 

어육체의 한 부분을 확인하고 발명해낸다. 분석적 아방가르드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분해， 분산， 해체는 미래파 거대주의의 신화적 태고적 차원에선 

“ 3eMJI.ll -Ma Tb"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기전에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하는 디 

오니소스적인 육체의 찢김과 먹힘을 의미하며， 톰 전체를 부분들로 나누고 그 

부분들을 언제나 다른 “전체”로 유기적으로 새롭게 변용시키는 변형과 변성 

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객체를 절단하고 세계를 간파하고 세계를 끝에서부터 

보는 법을 배운 미래주의자들에게 “단어는 끝에서부터 읽을 때 더 깊은 의미 

를 갖게 되 며 "(“eíO MO*HO qHTaTb C KOHQa H TOína OHO rronyqaeT 60JIee í JIy-

60KHß CMblCJI!"),28)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 (M빼。TBOpqeCTBO ， *H3HeTBOpqeCTBO) 

를 아는 까닭에 그들은 진지하고 엄숙하며， 결코 파괴적으로 난폭하지 않다고 

선 언 한다: “MIiI Cepbe3HhI H TO。야p*ec야TB뾰e하H뻐f간뻐H뻐i뻐μκ， a He pa윈3p따ym빠뻐l“m‘HπTπeJI뻐I뻐빠뻐b바배HO’iO-í대py6따hI.“….“끼. 

같은 맥 락에서 분석 적 아방가르드의 미 학에 부응하는 “참신함”의 요구로 

쉽게 해석되는 다음의 선언도 고대주의적 태고주의적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 

로 다시 읽 힐 수 있다: “C끼OBA YMHPAIOT, MHP BE4HO 삐H. XynO*HHK yBHneJI MHp 

rro HOBOMY H, KaK 때때， naeT BceMy CBOH HMeHa. (..J - rrepBOHaqaJIbHa.ll qHC

TOTa BOCCTaHOBJIeHa."30) 

낯설게하기 미학의 프로그램은 대상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자동화 

'l7) 상정주의자들은 대개 뛰어난 번역가들이었고， 또 자신의 시를 근본적으로 “MHp 

HHoll:"언어의 번역으로 여겼다. 반면， 미래파는 번역을 아주 하찮고 부정적인 것으 

로 여겼고 금지하기까지 했다. “n03TOMY nepeBoaHTb C oaHOíO ~3퍼Ka Ha ap. HEJlb-

351." MaH빼eCTbI H nporpa뻐 pyCCKHX $yTypHCTOB, c. 63-64 참조. 
28) A. Kpy'leHblx: Ho뻐e nyTH CJlOBa, 위 의 책 , c. 71. 
29) 위의 책， 같은 쪽. 
30) A. Kpy'leHblX: lleKJlapaUH~ CJlOBa, KaK TaKOBoro, 위 의 책 , c.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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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름이 죽고 세계가 젊고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죽 

음과 소생을 전적으로 “지각”의 차원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나 고대주의적 태 

고주의적 차원에서 이 죽음과 소생은 유기적인， 육체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죽어야하는 단어는 낯설게하기 미학에서처럼 자동화된 단어들이 아니라， 모든 

단어들이다. 단어는 절단되고 죽어야하며， 그리하여 lkßBaJl 3eMml, 살아있는 

Mßp-TeJJO에게 먹혀야 한다. 그런 다음 단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세계 

는 끝없는 생명과정 속에서 영원히 젊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11 1. 미래파 흘혜브니코프의 고대주의 

크루효늬흐， 마야몹스키， 부를류크와 함께 <rHJJeJl>를 이끌면서 최초의 미 

래파 선언을 함께 발표했었던 헬리미르 흘례브니코프는 창작과 이론에서 다 

른 동료들을 압도하는 고대주의자였다. 현상계에 한정되어 있는 굳어버린 문 

화의 “수정궁”을 폭파하고 열어 짖히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면서 그는 무엇보 

다도 디오니소스적 시인을 자신을 위한 출발모델로 삼았다. 문화의 생명력을 

박탈해 간 개별화의 원칙을 극복하고 다시금 자연성의 언어기관， 발성기관이 

되는 시인을 추구했던 그에게 “디오니소스적인 지혜”로의 길은 그리이스 고 

전신화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 자신의 시원으로 돌아감을 뭇했고， 디오니소 

스적인 시인이 된다함은 곧 “rHJJeJl"(원시림)의 “JIem때"(숲의 정령， 산도깨비)， 

시원의 입， 고유한 “대지의 입 갈대피리가 됨을 의미했다.31) 여기서 흘례브 

니코프의 생물학적 관찰방법이 당시 문화적 세계시민주의를 해체하고 있던 

신민족주의 내지는 신슬라브주의와 결합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러 

시아 원시주의 화가들의 추구 - 러시아 시원성의 추구 - 와도 일치하는 현 

상이었다. 

이 章에서 다룰 문제는 고대주의적 지향이 흘례브니묘프의 창작에서 어떤 

31) 상정주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B껴. HBaHOB도 디오니소스적 시인을 모델로 삼았지만， 

문화의 재생에 기여할 “대지 시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그가 의도한 것은 개 

체의식과 동시대 문화의 충아래 숨어있는 집단적 무의식과 “초지상적인 것”에 대 

한 기억과 회상이었다. 이바노프에게서 관념론적 요소가 지배적인 데 반해， 흘례브 

니코프는 생물학적 관찰방법에서 출발하며， “뿌리 “씨앗 “나무 “대지 “유기적 

성장” 등은 이바노프에게서의 은유적 성질올 상당부분 떨쳐내고 생물학적， 육체적 

차원을 지넌다. 



40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의 언어이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의 경우 주로 고대주 

의적， 태고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했던 시기， 1912년 12월 미래파선언이 나오 

기 전에 씌어진 글들이며， 이후의 작품들은 그의 유기적 고대주의적 언어관과 

디오니소스적 시인이 그후의 변화된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언어관과 세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론 텍스트 

의 경우， 본격적인 언어이론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1912년의 rY'lHTeJIb H 

y'leHHK~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혁명 이전에 씌어진 글들과 그 후의 글들로 

크게 나누어， 점차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언어이론 속에서 

태고적 고대적 의식에서 비롯되는 유기적 언어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 

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 

저 흘례브니코프의 모든 문학적 이론적 글들에 공히 바탕이 되고있는 생물학 

적， 진화론적 세계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흘례브니코프의 자기동일시 모델 

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이후의 발전과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11- 1. 자기동일시의 출발모델 - “KHg3b-TKaHb”과 “대지의 입’ 

흘례브니코프의 고대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자연과학과 처음부터 연관되어 

있었다.32) 학생시절에 쓴 글， 열 아홉의 나이에 벌써 자신의 엄청난 묘비명 

을33) 기초하고 있는 rnYCTb Ha MarHJIbHOR nJIHTe npO'lTyT ... ~ (W나의 묘석에서 

읽게 하라 ... ~， 1904)는 다윈주의적인 세계관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의 

사고에서도 일련의 불변소로 머무르게 된다. 種(BHlÜ ， 진화론， 계통수 둥의 개 

념을 중심에 내세워 이 글은 종들의 동둥한 가치와 종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주장하고， 오래된 종들의 지난 삶의 업적을 새로운 젊은 종들에게 전이시켜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OH He B때eJI pa3JIH'lH.lI Mell<llY 

qeJIOBe'leCKHM BHllOM H lI<HBOTHblMH BHllaMH H CTO.llJI 3a pacnpOCTpaHeHHe Ha 

ÕJIarOpOllHwe lI<HBOTHhle BHllhl 3anOBellH H ee lleRcTBH.lI <<JImÕH õJIHlI<Hero, KaK ca-

32) 훌례브니코프는 카잔대학과 페테르부르그대학에서 자연과학， 수학을 전공했다. 
33) 벌에 대한 연구， 발생학， 과학의 분류， 시간과 공간의 문제， 초인， 슬라브 문제 둥 

과학과 문화의 현안문제들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이후 r3aHre3H~ 

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화되는 훌례브니코프의 과잉비대한 자기이해와 사명의식에 

대한 설명을 이미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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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 ceõjI>>."341 “(..J yKa3 h1BaJI Ha nOJJb3Y HC- nOJJb30BaHHjI lKlI3HeHHOrO OnhlTa 

npomJJoR 없3HH HaHÕOJJee 때eBHHX BHllOB." (IV, 318) 

이 글은 아직 시학과 언어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삶의 여러 현상 

형태들이 동둥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과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자연 

과학적 관념은 흘례브니코프가 언어도 자연현상으로 식물(paCTeHHe)로 이해 

하게 될 것임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종들의 엽적을 전수받아 자연의 

언어기관 JJem뼈로 진화하게 될 새로운 종 문화인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진화론에서 훌례브니코프는 그의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사고방식을 단적으 

로 증명해주는 개념쌍 “KHjl3b-TKaHb"과 “CMepll-TKaHb"올 사용한다. 니체의 초 

인(ψbermensch)-우중(Herdenmensch)을 대체하는 이 개념들의 사용에서， 흘 

례브니코프는 계속적 진화는 탁월한 인간 “KHR3b-qenOBeK”에 의해서가 아니 

라， 탁월한 생체적 기관인 뇌조직 (TKaHb)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올 분명히 

한다. “두개골의 석회질곽 속에 들어있는 인간조직의 고결한 덩어리"(“B KHjl3b-

TKaHH -- õJJarOpOllHoM KOMe qeJJOBeqeCKOR TKaHH, 3aKJlIDqeHHOM B H3BeCTKOByro 

KOpOÕKy qepena", IV, 318)로 철저히 物的으로 이해된 “KHR3b-TKaHb”이야말로 

자연현상의 본질적 핵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비약적 진화이며， 흘례브니코 

프는 자신을 이 “KHg3b-TKaHb”의 예언자라 선언한다. 이 예언자의 자기이해는 

오래된 종들의 업적올 물려받아야 할 새로운 종의 주장과 결합하여， JJem뼈의 

의식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이성올 지니고 둥장하는 고대적 종의 예언자 디오 

니소스적인 시인의 출현을 준비한다.351 

진화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었던 진화의 초기단계에 대한 관 

심， 태고적 상태에 대한 다윈론적 관심은 점차 “뿌리”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사고로 발전한다. 이미 b"nYCTb Ha MarHJJbHOR nJJHTe npOqTyT ... .!1에서도 발생학 

과 한 문장속에서 언급됨으로써 유럽민족의 공동의 시원이자 “뿌리”로서의 

함의를 지녔던 “슬라브족”에 대해 흘례브니코프가 얼마나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는가는 1908년 BjI. 이바노프에게 자신의 시를 보내면서 동봉한 편지에서 

아주 분명 하게 드러 난다: “qHTajl 3TH CTHXH. $1 nOMHHJJ 0 <<BceCJJaBjlHCKOM $1 3μ-

34) B. Xne6HHKoB: Co6pa뻐e COqHHeH뼈， T. I-IV, München, 1968-1971 / = Slavische 

Propyläen, 37/1-37/4, t. 4, c. 318. 이후 이 전집에서 인용시는 권수와 쪽수만 표기 

한다. 
35) 생물학적 관점과 함께 글 후반부는 훌례브니코프의 사고체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 즉 수학적 기하학적 관점올 보여주며， 후자의 이 관점은 이후 a36yKa YMa와 

뻐poBoA Jl 3 h1K구성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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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no6erH KOTOpOrO llO.1DlCH1>I npopaCTH TO때H COBpeMeHHOrO, PYCCKOrO."(π， 

잃4) 그러나 이바노프가 민족혼의 시원으로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통로， 회상통로로서 작용하는 상징올 통해 현대의 헬레니즘적 문화의 죽 

은 지층을 꿰뚫고 본래의 고유한 디오니소스적， 슬라브적 뿌리를 환원시키고 

자한 그의 상징주의시론에서 “뿌리”를 메타퍼적 의미로 사용한 것과 달리， 흘 

례브니코프는 뿌리를 자연현상，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에게 언어 

는 글자 그대로 “뿌리”에서 자라나오며， 어원학(KopHeCJJOBHe)올 사용한 대표적 

인 시 w3aK~THe CMeXOM~(웃음의 P兄文)은 실제로 CMex의 어근에서 자라나온 

새싹， 어린 가지와 씨앗이 텍스트공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 웃음의 

마술을 거는 섬뜩할 정도로 커다란 우주적인 스케일의 웃음나무이다. 

이렇게 언어를 자연현상으로， 식물로 이해하는 것은 고대적 의식， 고대적 

종(BHll)의 특정인 총체적 자연관의 극단적 결과이며 고유의 시원으로부터 생 

겨나오는 문화와 언어에 관한 생각과 그것의 생물학적인 차원은 WKypraH 

CBjjTOrOpa~(聖山의 무덤， 1908)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이 글에서 러시아는 “바 

다”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바다”의 과부로 “저지 펑원으로 폼을 감싼 과부” 

(“:l<eHa, TeJJeCaTajf paBHHHoll: BllOBa", IV, 324)로 불리며， 흘례브니코프는 바다 

로부터 버림받은 과부-러시아 대지의 거주자로， 그가 계숭하려는 npoo6pa3 , 

자기동일시의 모텔은 옛날 러시아땅을 뒤덮고 있었던 바다， 북해이다:36) “TaK, 

MI>I HaCeJJbHHKH H HaCJJellHHKH, yCTynHBmero HaM CBoe JJO:l<e, ceBepHoro MOPjf." 

(IV, 321) 아버지 북해의 자리를 물려받은 시인， 러시아 대지의 새로운 거주자 

이자 새 남편인 시인에게 대지는 자신의 언어， 자신의 “입”이 되어줄 것을 애 

원한다: “H He B Hac JJH BOCKJJHKHyJJa 3eM~? <<0, llall:Te MHe yCTa! yCTa llall:Te 

MHe!>> H llaJJH JJH MI>I ell: YCTa?"(IV, 322) 니체의 명령 “대지에 충실하라”는 여 
기서 “자신의 대지에 충실하라”로 구체화되며 자신의 근원에서 자라나온 언 

어에 대한 배신은 곧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數에 대한 배신으로 정의된다. 이 

미 이 글에서 수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적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때문에 

흘례브니코프가 자신의 KOpHeCJJOBHe에 수학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 

연하다. 러시아어의 뿌리는 수학적 공리 (HeTJJeHHμe HCTHt뻐)와 결합되고，37) 인 

36) 상정주의자들의 신화적 세계상(npoo6pa3 인 神， 햇빛을 두른 여자-대지， npoo6pa3의 

아들인 인간)은 여기서 세속화되고 疑似지질학적 생물학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37) 도스토엠스키， 이바노프 둥이 유클리드적 이성을 죽은 문화의 특성으로 간주하며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는 데 반해， 이 글에서 흘례브니코프는 러시아어의 “뿌리”와 

유클리드적 공리를 결합시키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언어가 유클리드 기하학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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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말과 달리 “영원한 진리 “썩지않는 진리”와의 

연관 속에서 보아진다. 

111-2. 문학 택스트속의 고대성 

川-2-1. CTHX-CTHXH~ 신화와 시원과 운명의 시 

“뿌리 ”로부터 의 유기 적 인 성 장은 KOpHeCJIOBHe와 CJIOBOTBOpl.leCTBO에 의 해 어 휘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슈제트 차원에서도 펼쳐 

진다. 유기적 생명성， 토착성， 그리고 돌파와 상숭진화의 특징을 하나로 합친 

나무， 그것에 어울리는 디오니소스-JIemHll:， 그의 악기 “피리" (C BHpeJIb)는 고대 

주의의 자연-예술을 가장 명징하게 나타내는 요소들이며，$) 이성적인 것의 이 

전과 바깥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고유한 시원의 뿌리를 활성화하는 것만이 

비로소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세계관 속에서 뿌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 

는 유기적 성장축이다. 

고유한 뿌리， 신화적 뿌리가 현재의 시간 속으로 파고옮으로써 이루어내는 

정화와 혁신의 과정을 그리는 데 있어 흘례브니코프는 특히 디오니소스적인 

장르 - 드라마형식올 즐겨 태하며， wCHe)[(HMO l.lI< a~(r 백설공주~， 1908)는 그 시 

도가 낳은 첫 번째 작품이다. KOpHeCJIOBHe를 통한 신조어와 슈제트에서 슬라 

브적인 것의 부활을 실현시키고 있는 이 드라마는 부제 “PO뻐eCTBeHC I< ajl 

CI<a3 I<a"(IV, 64)에 또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전통적인 성탄절 이야기라는 

기독교적 범주를 넘어서서 슬라브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부활신화를 

그리는 드라마로 변화하고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 장면의 배경은 겨울숲(JIec 3HMO꺼) 동화의 전형적인 공간이다. 그러 

나 겨울숲이 입고있는 “수놓은 비단옷"(cepe6pjlHoll: napl.lell: OlleT뼈)은 이 “숲” 

합하는 것이라면， CJlOBOTBOpel.\는 로바웹스키의 새로운 기하학에 부합하는 특별히 

러시아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IV, 323 참조. 
38) 이 세 요소는 예언의 숲의 현자가 생명의 나무 옆에 서서 피리로 시간을 불러내 

며 평화와 환회의 비밀을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고있는 시 ~BpeMeHeJlbA(l906-

08년 사이의 시로 추정됨)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YMHOl.ll깨 BeDUiX nYDl / 

CBHpeJl~ Bpe~ Ha3BaJl / (…) / OH CTOjlJl Y npeBa )[(H3HH H CBHpeJlb K yCTaM non

Hec, / H뼈， HHll MHP, KaK nanopoTb paCKpWI, / TallH꾀 panOCTHwe KPω1."0/2， 26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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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아있는 자연의 숲이 아니라， 인조 인공의 숲임을 암시한다. 주인공 CHe

빼MOqKa도 신화적 시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인공적 무대적 분장에 불 

과하다: “4TO 3TO H3 <<CHerypOqKH>> PHMCKOrO KopcaKoBa?"(IV, 7깨0이) ，‘“‘'C다대He하rypoα어‘qK 

C다Her깨ypo아어q밖11‘Ka! nOMHHmb, BHneJlH B HapoZlHoM lloMe? "39) (IV, 71) 이 숲이 진짜숲이 

아니고 시원성으로 분장하고 있는 경직된 동시대 문학의 겨울숲임은40) 동화 

숲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은 노동자”의 출현에 의해 그대로 

폭로된 다: “TaK! H HHKaKHx, 3HaqHT, J1emHX HeT. 11 Bce 3TO HYlI<HO, qTOÕhl 3a

TeMHHTb YM HeOõpa30BaHHOMY qeJlOBeKy… TeMHOMY." (IV, 65) 무대는 속임수이며 

“숲의 정령”따윈 없다는 무식한 노동자의 이 “발견”은 모더니즘 연극에 흔히 

삽입되는 무대기술적 차원에서의 “환상깨뜨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학의 겨울숲”에 나오는 동화적 인물 가운데 정말로 “대지의 입”이 될 수 

있는 시인 J1em뼈는 없다는 것을 관객에게 깨닫게 해준다. 겨울숲의 식구들과 

함께 동장하는 neqaJlbH뼈 J1emHR(숲의 슬픈 정 령 )과 JIemaqeHOK(꼬마정 령 웃음 

보)도 관습적 인 연극기 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빙되고 경직된 숲은 얼음층 아래 아직도 npooõpa3를 간직하고 있 

으며， 이 npooõpa3의 체현은 얼음층을 깨뜨리고 녹임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 

하여 3막은 CHe:t<HMOqKa가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 소멸과 용해를 통해 새로운 

삶의 탄생을 가져오게 됨을 그림으로써， “해체와 소멸 - 카타르시스 - 새로 

운 탄생”을 요체로 하는 디오니소스적 비극의 차원을 획득한다: “~ TeJlO qHC

Toe Hecy / 11 BaM, 0 y JlHUhI, OTnaM. / Ero õe3rpemHLIM nOHecy / 11 nJlaXaM ropo

na npenaM. / R )J(epTBa qHCTaJl paCKOJlaM, / 11, OTnaBaJlCb BceM paCnJlTbJlM, / 

CO)J(ry Bac orHeHHhlM r J1arOJlOM, / 3aBJlHy OrHeHHLIM 3aKJIJITbeM." (π ， 73) 디 오니 

소스와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고 불의 메타퍼가 결합된 이 드라마는 신비극의 

형이상학적 차원을 유기적 자연과정으로 환원시킨다. CHe)J(싸OqKa의 “순결한 

몸”은 녹아서 봄을 가져오고， 춧불처럼 타오르는 푸른 봄꽃으로 남는다. 피안 

39) 이 드라마는 A. H. OCTPOBCKHA의 rCHerypOqKa~ 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훌례브니코 

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극중 대사에서는 OCTpoBCKHA의 原텍 

스트가 아닌 PHMCKHA KopcaKoB의 오페라 rCHerypoqKa~가 언급됨으로써 CHell<HM애Ka 

의 인조성， 인공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40) “얼어붙은 문학의 겨울숲”은 당시 페테르부르그에서의 훌례브니코프의 실제적 경 

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이 씌어진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1908. 11. 28 
의 편지 참조: “TIeTepðypr neAcTByeT KaK noðp~ CKB03~K H Bce BμCTy*HBaeT. 3a

Mopoll<e뻐 H MOH cnaB~HCKHe qyBcTBa."(ill, 284) 



러시아 모더니즘속의 고대 45 

의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삶과 그 삶의 “입”으로 되살아난 “푸른 

봄꽃”에 사람들은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이 모든 과정을 이질적 문화로부터 

의 정화와 북해의 유훈， 슬라브적인 문화와 슬라브적인 신들에게로 되돌아가 

는 종윷嚴로서 체 험 한다: “Ho T~ OCTaHembC~ OßHa -- / 3aBeT MOpCKOrO ßHa -

/ POCCH~." ， “Ymenma~ CeMb~ MOpe인 / 3aKOH npeßBeqH뼈 HaqepTaJIa, / Ho HOBOIO 

BeKOB 3apeß / nOpa TeK~a~ CMeTaJ\a. / Ho HaMH BCn。뻐HTC~ ， qeM Õ~H， / Boc

CTaBHM rOpßOCTb CTapOß Õ~H. / H I.\BeTeHb CMeHHT CeqeHb, / H ÕJ\H3KH, ÕJIH3-

KH CeqH." (IV, 75) 

디오니소스-JIem뼈에 따른 훌례브니코프의 g 己모델령은 드라마 띠eBHß 

õor.! 0911 ?)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여기서 그는， 다른 어떤 작품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시인의 典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디오니소스 신화를 택한다. 그 

러나， 분명 WlleB뼈 õor.n는 “~3~K-paCTeHHe"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시기의 

정점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디오니소스가 대지， CTHXH~의 입일 뿐만 아니라， 

CTHX~쩌에 무력하게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데 있다. 흘례브니코프-디오 

니소스는 자신의 유기적 시대의 정점에서 동시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곧 그의 세계관， 언어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한다. 

WlleB째 õor.!에서도 디오니소스가 이국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시원적 

인 슬라브의 신으로 동장한다는 것은 작가 스스로 WCBO~CH.! (919)에서 밝히고 

있다: “B <<lleBbeM õore>> ~ XOTeJI B3~Tb CJIaB~HCKoe qHCTOe HaqaJIO B ero 30 

J\OTOß J\HnOBOCTH H HHT~MH ， npoT~HyT뻐H OT BOJ\rH B rpel.\싸0."(1/2， 7) 흘례브니 
코프는 디오니소스 신화를 통해 러시아의 운명의 강인 볼가와 그리이스를 연 

결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원칙， 다시 말해 순수한 슬라브적인 원칙을 파악코자 

했다. 그야말로 열병에 걸린 듯한 디오니소스적 도취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씌 

어졌다는 이 드라마의 탄생과정이41) WlleB뼈 õor.n의 신화적 토대 및 장르와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 그리고 드라마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lleBHß õor 

가 디오니소스를 일걷는 또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훌례브니코프가 이 작품 속 

에서 바로 동시대적 문화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디오니소스적 존재를 그리고 

자했었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케 한다. 

신화적 PyCb의 가부장적 질서 속으로 갑자기 들어선 lleBHß ÕOr{처녀들의 

신)는 디오니소스적 CTHXH~의 소품올 다 지니고 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푸른 눈 대지 -CTHXH~의 입인 “피리”，42) 그를 위해 맹렬히 싸우며 

41) rCsojlc써， I/2,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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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뿌리는 “처녀들"(mainás-뮤즈)， 그를 제거코자하는 남성적 질서의 

수호자들(젊은 남자들， 검은 죽음의 사제들 재판관-짜르들) 둥. 드라마는 해 

피 엔딩을 마련해 주어， lIeB뻐 õor에게 그를 따르는 여인들과 함께 따뭇한 바 

다로 가서 그곳에서 옛이야기에서와 같은 밝고 멋진 종말을 갖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의미는 싱거운 해피 엔딩에 있지 않다. 정말로 비극적인 의 

미는 디오니소스적인 본질의 한 측면으로서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 

는 “고통 도취가 아닌 “고통”에 있다. 자연의 시원적인 에너지 CTßXIUI에 대 

한 사랑은 lIeBßA õor에게 오로지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자신을 따르는 

아리따운 그러나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는 세속의 처녀들을 마다하 

고， 그는 달의 여신 JleyHa(다이아나)의 숲으로 간다. 변하는 모습 속에 이미 

“운명”을 의미하는 달의 여신은 여성적인 세계원칙이 갖는 양가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처녀성의 수호여신은 동시에 잔인한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이며， 

창과 사냥개로 무장한 여신은 사냥감 lIeBßA õor를 뒤쫓고， lIeBß때 õor의 머리 

위에 갑자기 자라나는 뿔은 그가 사랑의 노획물， 사냥개에게 갈가리 찢기는 

CTßX깨의 희생물， 사슴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고통받는 

자， 사랑에 기만당한 자로 머무르지는 않는다.5막에서의 안티그리스도적이고 

악마적인 면모를 보라:쩌) 

lleBHII Cío r: (..J ~ nOBellY BaC Ha BepmHHhI rop , H Ha XpeÕeT MOp5l, H B Y 

lI\e.llb51 nOll3 elolHOrO ~apCTBa. (...) 

OTP5l11 .IIaTHH~: C.II때HTe， CJ뻐mHTe ， KaKHe npH3h1BIDOII\He K ÕHTBe 3ByKH YMeeT 

。H H3B.IIeKaTb H3 cBoell TpOCTHHKOBOII CSHpe.IIH? B HerO sce.llH.llcjJ KTO-T。

llPyroll, TaK KaK OH He noxo* Ha ceõjJ. ("')(II/2, 190) 

42) 시와 C깨XHjJ의 친족성에 관해서는 IV, 367을 보라: “POllCTSO CTHxa H C깨XHH" 

43) 이후 안티그리스도-lles뼈 õor는 흘례브니코프에게 긍정적인 동일시모델로 받아들 

여질 수 있게되며， 이 동일시 관계의 변화는 2막 lleB뼈 õor와 그리스도의 관계변 

화에서 이미 예고된다 lles때 õor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은 처음에는 유지되는 듯 

보인다(그리스도 수난이야기， 지상의 법정에 세워지는 불가사의한 자 HeBellO뻐11 ， 

자신은 신이자 인간이라는 그의 고백， 처형， 숭천 등). 그러나 이 동일성은 꾸며낸 

것임이 2막 끝에서 밝혀진다. “Tμ npas , H He llesl깨 õor."(II/2, 177) 2막 형장의 

lleBHII Cío r는 진짜 lleBHII õor가 아니라， 그를 흉내냈을 뿐인 HeBell。뻐R이다. 기독교 

적 신화해석은 디오니소스를 그리스도의 예표， 先형상으로 보지만， 이 드라마에서 

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디오니소스의 모방자， 표절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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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이의 wCepe6pj!H뼈 rOJly6b.J]에서 llapj!J1bcKHA는 CTHXHj!를 따르는 길에서 

결국 죽게 되지만， lleBHA 60r는 인식의 산정상과 CTHXHj!의 바다， 지하세계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내세운다.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 

전혀 다른 피리소리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저항적이고 투사적인 안티그리스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잠깐일 뿐， 그를 보호하는 

여전사들의 눈앞에서 그는 다시금 사냥꾼 여자와 사냥개에게 쫓기는 가련한 

사슴으로 변하고 만다. 시인 -lleB째 60r는 디오니소스에 따라 자신을 모델링함 

으로써 시원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게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CTHXHj!에 고통받는 자로 머 무르며 , 그 고통으로부터 카타르시 스와 새 로운 탄 

생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의 비극은 디오니소스의 비극이기 보다는 비극의 

(재)탄생 실패로 인한 비극이다.때) “검은 죽음의 사제들”과 그 신도들이 l!YM

Ho6or의 입상에 입맞추고 죽어갈 때， 삶에 독을 치고 스스로도 그 잔을 마시 

는 이 데카당의 무리들에게 lleB때 60r는 자신은 결코 죽지않는 생명의 존재 

임 을 과시 한다: “MbI He yMHpalOm.He, CMOTpHM Ha BaC , YMHpalOm.HX." (II!2, 192) 그러 
나 그의 죽지않는 생명은 찢김과 먹힘， 소멸과 용해를 통해 커다란 생명을 영 

원히 젊게 만드는 디오니소스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성적 아폴로적 

질서의 수호자인 짜르들의 너그러운 판결(추방)에 의해 보존되는 아주 非비극 

적인 것이다. 세계는 아무런 새로움없이， 아무런 카타르시스의 경험없이， 구질 

서의 별다른 변화없이 늙은 채 머무르며， 남쪽나라 따뜻한 바다， 자신의 고향 

으로 돌아가는 lleBHA 60r에게 일어난 본질적 변화가 있다면， 그건 안티그리스 

도，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CTHXHj!와 한 옴으로 용해되어 그 입이 되려는 디오니소스적 시인에게 CTH

XHj!는 차갑기 만 한 운명 으로 머 무르고(“0， nOnHpalOm.a j! JIIOnCKHe 따mH Cynb6a" , 

11/2, 180; “B CTpamHOM npHcyTcTB싸{ POKa" , 183; “(...), OH HneT K ToA, KOTopaj! 

6yneT XOJlOnHa K HeMY.", 182), 무시무시한 여성적 세계원칙의 지배， 운명의 테 

러에 무력하게 고통받는 lleBHA 60r를 숙명적 파멸성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흘례브니코프가 이 드라마에서 마련해주는 미래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옛 

이야기 속의 푸른 남쪽 바다로 돌아가거나， CTHXHj!의 여성적 시원적 원칙과 

현대세계의 경직된 남성적 질서 모두를 제압하고， 그 두 원칙에 의해 고통받 

44) 1912년 초 상정주의자들에게 맞서 내놓은 흘례브니코프의 “뻐 XOTHM AeBbI CJlOBa" 

(IV, 잃4)는 여러 변에서 머eBHß 60r J 의 산문적 선언이라 할 수 있으나， 흘례브니 

코프적 디오니소스 비극의 위기성은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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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종속성을 벗어던지고， 안티그리스도처럽 세계와 운명에 대한 반란 

드라마의 주인공， 운명의 힘을 꿰뚫어보고 분석해 낸 시간의 왕， “npellcella

TeJlb 3eMHoro mapa"가 되는 것이다. 

111-2-2. 운명에의 공포와 시원의 시에 대한 비가적 향수 

이후의 문학텍스트에서 합일적 원칙과 분석적 원칙은 이론적인 글에서보다 

훨씬 심각하게 충돌한다. “고향의 푸른 들꽃 신화와 시원과 운명의 시와 분 

석적 과학의 대결은 문학 텍스트 속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슈제트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물론 시는 계속하여 시원의 피리， 대지의 입이기를 포기하지 않 

지만， 그 속으로 들어서는 數의 언어， “새로운 이성 "(HOB뼈 YM)의 언어는 시원 

적 유기적 언어가 운명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증 

명하면서 스스로 우주의 언어 진정한 시원어 npa.sl 3 b1K로 자리잡고자 한다. 

운명에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이론적인 글에서 유기적 발생학적 신화적 관 

찰방법으로부터 분석적 수학적 방법으로의 이행은 이미 1912년에 시작되고 

있지만， 문학 텍스트에서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의 작품에서 그같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심각한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에 

마 wrHÕeJlb ATJlaHTHDNJ(W아틀란티스의 멸망J)싫)가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포에마는 1부에서 과거를 이기고 현재에 이른 아틀 

란티스의 위업에 대한 司聚의 긴 독백올， 2부에서는 여노예의 살해로 끝나는 

사제와 여노예의 숙명적 갈등과 대결을， 3부에서는 아틀란티스를 덮치는 대홍 

수와 파멸을 전한다. 

1부의 독백에서 사제는 차가운 톱에 의한 시체의 해부와 독수리 부리에다 

붙들어맨 별들의 질서를 예로 들면서 생명력을 상실한 남성적 질서와 운명

여성적 원칙의 폭력을 다 극복해낸 자신들에게 神性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다: “MbI õorH." (I, 94) 그러나 실제로 독백의 대부분은 남성적 문화질서가 아니 

라 운명-여성적 원칙올 극복한 엽적에 바쳐진다. 별들의 질서(운명의 법칙)를 

붙들어맨 독수리(솟아오르는 이성)와 이미 오래전에 권력을 빼앗긴 짐숭(말머 

리를 한 디오니소스의 무녀들과 메두사의 머리에서 생겨난 날개달린 天馬 페 

가수스-詩塊)， 공연한 희망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숲과 벌집46)에 대해 말하면 

45) 1912년 rCano l< cyneRJ 2호에 발표되었으나， 씌어진 것은 1909-1910년경， 적어도 

1911-12년보다 늦은 시점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된다 1,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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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제는 數에 대한 동경과 수학적 분석을 통해 드디어 시간과 운명을 계 

산， 조종하고， 미쳐 날뛰는 CTHXHjI를 일정한 궤도 속에 묶어두게 되었다고 선 

언 한다: “nOXO따 MPaqH~e TIeXOT, / KOTIbeM yõ뼈CTBO KOpO.1Ul, / nOcnymHhI qHCJlaM, 

KaK 3aXOn, / ~O*nb 3Be3n H CHHHe TIO.1Ul. / rona BO꺼H~， KOBp~ qYMe, / CJlO*HJl 

H BhIqeJl $1 B yMe. / H yBueHHe K qHCny / PaCTeT, pyqbH BeD$l K pycny." (I!1, 

94)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CTHXHjI를 폭행한 아틀란티스가 

숙명적 파국의 낭떠러지 앞에 서있으며， 이성은 침묵하고， 어릿광대가 기분나 

쁘게 웃고있는 것을47) 느낀다. 자신이 아틀란티스에서 이룩한 눈부신 진화에 

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운명은 여전히 강력하며， 數의 사제인 자 

신 또한 여전히 “하늘의 포로" “별의 노예”로， 다시말해， “운명의 노예”로 머 

물렀다는 깨달음은 그를 절망케 한다: “Ho $1 3aKOHOB HeÕa TIJleHHHK, / (...) / 

T~ - 3Be3nH뼈 paõ, / POn qeJloBeqecKHü!"(I!l , 95) 이 절망은 數의 과학에 의 
한 신화의 폭로와 분석이， 사제 스스로 밝히듯 자신에 대한 배반 - 자신의 

옛 사고， 신화적 유기적 사고에 대한 배반이었고， 이 배반조차 운명으로부터 

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 까닭에 더욱 처절하고 비극적인 것이 된다. 새로운 

이성， 단단한 칼과 석판(KaMeHHhIe nocKH)48)으로써 舊이성의 문화는 쉽게 해결 

했지 만， 돌같은 단단함과 칼같은 분석 의 날카로움으로도 원초적 인 CTHXHjI의 

바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의 숙명성과 파괴력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 오 

래전에 권좌에서 내쫓았던 “짐승”은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시간”은 결코 재 

갈물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음을 실 

토한다: “TpYDHJlCjI $1. / (. .. ) / CKa3aTb: yC TaJl H H3HeMor!"(I!1, 95) 
2부에서 사제와 대결하는 여성적 원칙은 아틀란티스에서 억압과 예속에 처 

해있는 여노예 (paõ뻐$1)로 칭해진다.때) 그러나 그녀는 결코 굴종적이지 않고 

46) 여기서 벌집은 조직화된 인류사회의 모텔로서가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상정인 벌 

과 연관하여 동장한다. 
47) r3aKn~THe CMeXOMJ에 들어있는 웃음의 창조적 생산적 전파력， 생명력은 이 “광대 

의 웃음"(“CMeeTC~ myT", Vl , 94)에 들어있지 않다. 이 웃음은 대파국의 예감 속에 
웃는 섬뜩한 웃음이다. 

48) KaMeHHLIe 1I0CKH는 운명의 주기율을 밝혀놓은 “lloCKH CYllb뻐"(1922)를 연상케 한다. 

49) Weststeijn은 사제를 노인으로， 여노예를 젊은 여자로 보면서 사제를 자기자신과의 
갈둥과 함께 젊은 세대와의 갈둥에 빠진 인물로 해석한다. W. G. Weststeijn: 

Velimir Chlebnikov and the Development of Poetical Language in Russian 

Symbolism and Futurism, Amsterdam, 1983, p. 249 참조. 그러나 사제를 노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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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월하고 조소적인 태도로 사제를 대하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배하 

는 힘으로서 자신의 본질올 알린다. 때문에 사제가 독백에서 자신의 성취로 

내세웠던 것들은 그녀의 말 속에서 모두 변화되고 수정되고 뒤집힌다. 하늘과 

별과 운명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숭리하고자 했던 사제의 야심찬 기획은 동전 

주머니(I<omeJIe I< )에 칼을 매달아 유쾌한 맨발여자의 순수한 기쁨을 훔쳐보려 

했던 젊은이의 치기에 불과했다. 그것은 동전처럼 반짝이는 (운명의) 별 주머 

니를 분석과 계산의 칼로 잘라서 벌거벗은 운명의 자유로운 놀이를 수줍게 

쳐다보고 싶어했던 젊은이의 유치한 행동으로 격하된다. 때문에 사제의 자랑 

스런 돌칼(“I<aMeHH뼈 HOll<")은 그녀의 말에서 보잘 것없는 작은 칼(“HOll<HI<")로 

변한다: “뼈oma CBeTeJI / He60 3aMeTHJI. / OH 3aMeTHJI THX H BeCeJI / 3Be3뻐 

HCTHHbI Ha MHe. / (…) / K I<OmeJIb I<y npHBeCHJI HOll<HI<, / 4T06 3aCTeH째BO H 

Bnpenb / C HHM BeCeJ뻐X 60COHO ll<e I< / PanOCTb T.lHCTYJO cMoTpeTb."(I!l , 96) 

사제와의 대화(대결)에서 여노예가 지닌 파괴적인 힘이 점점 더 드러나고， 

사제는 그녀가 “죽음의 화신" “뮤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KocbI 

BJIaCTHbI T.lepHoToA, / B30p B peCHH l..\e rony60A, / (…) / KTO TbI? / C B30pOM 

He3a6ynI<H. / )J(H3Hb C T060A myTHJIa mYT I<H."(I!l , 96) 머 리 다발과 낫을 동시 에 

의 미 하는 I<oca와 검 은 색 에 함께 들어 있는 “죽음”은 “푸른 속눈캡 “푸른 시 

선”에서 원초적인 것， 바다의 본질， 때두사의 머리와 합쳐지며， 다시 푸른 “물 

망초의 시선”은 그녀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뮤즈의 어머니임을 암시하변 

서 시의 신화적 태고적 시원과 여노예를 연결시킨다. 

여노예는 사제에게 그녀의 절대적 권력을 주장하는 대신， 남성적 부분과 여 

성적 부분이 함께 하나의 합일체를 이루었던 태고의 질서를 회복시키자고 제 

안한다: “TbI H jI - 뻐 06a paBHbI. / nBe CBjlmeHHOA enHHH I..\b1 / MbI Bpall<nYJQWHe 

T.laCTH. / (..J / nBe I<a I< MHp CTapHHHbIX BJIaCTH, / EepeM lI<e3JI H npaBHM 06e." 

(ν1 ， 96) 그러나 새로운 유기적 시대를 위한 전제가 될 이 제의를 사제는 거 

절할 뿐만 아니라， 결전의 시간에 시의 꽃다리를 파멸시켰다는 비난에 격분한 

나머지 여노예를 칼로 찔러 죽인다. 칼에 의한 여성적 원칙의 살해에서 인류 

문화질서의 파괴는 절정에 달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 여성적 원칙은 완전히 

제거되는 대신， 그 무서운 파괴적이고 운명적인 얼굴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피의 복수에 대한 맹세는 3부에서 지진과 대홍수로 실현되고， 옛 시인 CBH-

로 볼 근거는 텍스트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여노예는 사제를 “IOHoma"라 부르고 있 

으며， 무엇보다도 세대갈동은 이 작품에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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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JJblllHK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죽음과 복수의 신으로 변한 여노예는 

도시를 휩쓸어가는 바다의 대소요를 통해 복수함으로써， 강의 물길， 운명을 

河皮에 묶어두었다는 사제의 위업올 우스팡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바닷물에 

뒤덮인 도시 위로 둥실 떠올라 구름사이로 아름다운 머리를 내민 그녀는 다 

시금 여성적인 것의 상징인 달의 여신 JleyHa 이며， 뱀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메두사이다. 운명과 신화를 분석하고 현상계의 비밀 속으로 파고들고자 했던 

사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CTHXH$I의 한 측면인 “삶의 비밀”을 

파괴했을 뿐이며， 그럼으로써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균형을 파괴당한 여성 

원칙의 다른 한 측면인 “파멸 섬뜩하게 아름다운 죽음과 복수의 메두사머리 

이 다: “R *peua MeQOM pa3pYÕJJeHa, / TaRHa *H3HH HM noryÕJJeHa, / TaRHoR rH

ÕeJJH $1 BelO," (111 , 102) 
그러나 이 포에마에서 작가의 의도는 여노예가 제의한 태고상태의 단순한 

균형회복에 있지 않다. 물론 시는 비가적인 분위기에 가득하고 어떤 확실한 

구원의 낙관도 보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마지막 독백 “g 

3HaJJ TeÕ$I"는 인간의 이성 이 보다 단단한 인식 암반의 대륙을 향해 진화할 

수 있다는 미 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111. 103) 여기서 흘례브니코프가 던지 
는 물음은 운명을 계산하고 분석해낸다는 그의 이성이 결국 폭력적인 그러나 

무력해진 옛날의 과학이성과 남성적 질서의 한 변종에 불과한 게 아닌가， 운 

명과 고통과 죽음은 삶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이면이어서 설령 분석가가 운명 

과 CTHXH$I에 숭리한다해도 그럼으로써 단지 사랑과 아름다움과 삶의 비밀을 

파괴해 버리는 게 아닌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그의 이론적 글에서 

“대륙의 이성"(“YM MaTepHKa")에 의한 해결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간다. 그가 

이루어야할 진화는 바다의 파국적 활동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섬” 아 

틀란티스와 그 섬에 살며 기진맥진해 버린 “섭의 이성"(“yM oCTpoBa") ,50l “유 

럽적” 舊이성이 아니라 “바다”를 옆에 두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대륙의 

이성”이며， 이 추구는 “a3õyKa YMa", “M때OBoR $l 3 b1K"의 기획으로 이어지게 된 

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적어도 예술 텍스트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화해를 

모색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 원초적인 것의 파괴적 운명적 작용에 대해서 

는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디오니소스적 시인의 언어， 시원과 신화의 

50) 훌례브니코프는 처음 이 포에마에 wnOTon OCTpOBa~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다. 

Vl , 312 참조. 



52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언어는 결코 배척당하지 않는다. 본질올 “인식”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진화가 

덜 된 언어이지만， 자연적 고대적 시원의 아름다움을 지닌 언어인 까닭에， 

“시인” 훌례브니코프는 과학적 분석가로서의 그와는 달리 이 언어와 신화의 

사라짐 앞에서 언제나 동경과 같은 향수를 느낀다. 

원초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아픔과 비가적 향수는 생애의 마지막 해 

(1920-1922)에 씌어진 1i' 3aHre3H.!I에서 가장 서정적으로 표현된다. 새로운 이성 

의 예언자 3aHre3H가 머무르는 곳 - 산 위는 그의 새로운 이성 (HOB뻐 YM)이 

도달한 높은 경지에 합당한 곳이며， 이 산 속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한 묘사는 “돌”과 “나무”의 메타퍼를 통해 새로운 이성의 언어분석능력을 

시사한다. 우뚝 솟은 바위， 그 옆에서 나란히 절벽을 이루고 있는 嚴層， 그늘 

을 드리우고 선 전나무. 새로운 이성의 힘으로 도달한 본질적 (數의) 핵심 

“돌”은 시원적 자연현상， 자연어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며， 바위의 일부를 무 

성히 덮고있는 “전나무”는 “폭풍처럼 소란스런 푸른 물결"(“nJIelllYlIla5l 6yßHO 

CHHH뻐 BOJIHaMH", IV1 , 318)로 잔계지와 가까이 하며 그의 평온을 지켜준다. 

전나무 뿌리(어근)으로부터 때로 모습을 드러내는 암반의 “돌 페이지"(“I<a

MeHHble JIHCTbI", 318)는 자연현상(푸른 전나무 물결)과 본질적 핵심(돌) 사이의 

관계를 말해준다. 대지 (3eMJI5l)는 현상계(전나무)의 바탕， 언어의 바탕이며， 그 

현상계의 뒤와 아래를 들여다보는 사람， 그는 “돌의 책 즉 현상계의 數板을 

읽는 지하독자로， 그가 바로 “새로운 이성”이다. 잔계지는 전나무뿌리 아래의 

돌 페이지를 읽고 소나무 숲의 소리를 듣고 공간적 현상계의 본질과 시간의 

數音階를 인식할 줄 아는 새로운 이성이지만，51) 그 역시 원초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땅 위를 푹신하게 덮고있는 원시의 식물 

“이끼”의 묘사에서 암시된다: “no~yml<H cepe6p5lHOrO OJIeHberO Moxa -- B poce. 

3TO ~opora nJIaqYllleß HoqH."(318) 은(cepe6po) ， 사슴(OJIeHb) ， 밤(HO<ib)， 이 슬 

(pOC), 이 모두는 디오니소스적 사랑의 고통， 시인의 고통과 밤의 눈물을 상징 

한다. 

텍스트 구성방식올 설명하는 BBe~eHHe와 배경묘사 KOJIo~a nJIOC I<OCTeß CJIO

Ba외에 20개의 평면 (nJlOC I<OCTb)으로 건축된 1i' 3aHre3H.!I에서 제 1 nJIOC I<OCTb는 

인류발생 이전， 태고적 동물들의 세계와 언어를 보여준다. 동물들 가운데서도 

51) 아래가 기수처럼 넓고 위가 지수처럼 좁은 원추형의 전나무는 흘례브니코프의 

fOTpYBOK H3 nOCOK CYnhB~A 에 따르자면 n2, n3으로 계산되는 공간의 수로， 아래보 
다 윗부분이 넓게 퍼진 소나무는 2n， 3n으로 계산되는 시간적인 것의 외피로 해석 

가능하다 m, 467-5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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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랜 類에 속하는 새들은 원시의 악기인 先이성적 자연어의 연주가들이 

다. 일상언어에 의해 소통되지도 새로운 이성에 의해 분석되지도 않은 그들 

의 언어가 갖는 태고성은 지문에 둥장하는 단어 “물결"(BOJIHI>I)， “푸른 바다” 

(JeJIeHOe MOpe), “은빛 "(cepeÕP~Hoe) ， “전나무"(eJIb)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모 

든 새들의 노래가 갖는 소리의 반복성은 원초적인 것의 영원한 반복 회귀를 

뒷받침해주고， 특히 “IIeHOqI< a"(굴뚝새)는 거품 “neHa”의 지소형으로 “물거품” 

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여성적 세계원칙과 그것에서 생겨나는 옛 시인과 예 

언자들의 말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멧새가 그네를 타는 “갈대"(“TpOCTHHK")도 

CBHpeJIb의 자연적 변종으로 유기적 태고적 시와 언어에 속한다. 

그러나 새들의 노래는 내내 계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침해가 떠오르는 짧 

은 시간동안의 노래이며 달(여성적 세계원칙)을 맞는 노래가 아니라 떠오르 

는 아침해(남성적 세계원칙과 YM)에 바치는 노래이다.(“TaI<He yTpeHHHe peqH 

IITHl.\ COJIHl.\y", 11/1, 319) 같은 맥락에서 이 단락의 끝부분에서 유일한 등장“인 

간”인 새잡이 소년이52) 새장을 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제 1 IIJIOCKOCTb가 

흘례브니코프의 초기단계 (CTHXH~의 대변인 단계)에 해당하는 단락이며， 곧 그 

는 새장 속에 새(운명)를 잡아두려 나서게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어 제 2 IIJIOC I<OCTb는 신들의 장이다. 도취 광기 예언의 시인은 신들의 

도구이자， 입이며， 이에 맞게 “새들”의 단락에 이어 이제 신들이 등장한다. 그 

러나 신앙과 신화의 메토니미아인 신들은 제각기 다른 문화의 특성에 따라 

투명한 육체를 가진 환영과 같은 것이건， 혹은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물이건 

간에， 모두 아직 덜 진화한 유아기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의 법 

칙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점에서 1909년에 B. HBaHOB에게 보낸 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W3BepH

Hel.\.n (W동물원.n， IV, 355-357)는 이미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지속적으로 “B때”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글에서 흘례브니코프는 낙타와 불교， 호랑 

이와 이슬람교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관계를 신기하게 여기다가， 種들은 신 

앙의 아이들이고， 신앙은 유아적 종이라는 공식에 도달했음을 밝힌다: “ ("J, 

qTO BH.1lhI - lleTH Bep H Bepl>l - MJIalleHqeCKHe BH.1lhI."OV, 356) 언어를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보았던 훌례브니코프에게 언어의 분석은 곧 자연의 진화에 대 

한 인식의 원천이었고， 그리하여 “BRa”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그는 그것으로 

52) 흘례브니코프의 아버지는 조류학자였고 훌례브니코프도 일찍부터 조류학에 큰 관 
심올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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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BH.ll!μ”의 발생과 신화(신앙， 종교)의 발생을 설명한다. “BHllbI IIOTOMY BH

llbI, t.jTO HX 3BepH )'Me JlH IIO-pa3HOMY BH.lleTb ÕOll<eCTBO(J1HK). BOJlHytOlIlHe HaC Be

pμ CyTb J1Hmb õOJlee ÕJle .llHMR OTIIet.jaTOK .llpeBJle .lleRCTBOBaBmHX CHJI, C03 .llaBI뻐X 

HeKor.lla BH며."(IV， 356) 

흘례브니코프의 어원학에 따르자면， BH.ll는 BH.lleTb의 어근이고， 따라서 “BH

따"(종)은 옛 동물들이 세계와 신을 보던 일정한 방식으로서 동물들이 세계의 

본질(J1HK)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신앙이란 神觀， 세 

계관일진대， 종이란 상이한 신앙의 산물이며， 신앙이란 BH.ll의 초기단계， 즉 유 

아적 단계라는 설명이다. 그런 즉， 늦게 발생한 종인 인간의 종교는 상이한 

BH.ll의 발생을 낳은 작용력들의 보다 창백한 자국에 불과하며， 오래된 동물의 

종들은 늦게 나타난 동물인 인간보다 “신앙”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다. 호랑 

이는 최초의 이슬람교도로 그의 얼굴에서는 이슬람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으 

며， 사려깊은 닥타는 불교의 수수께끼를 더 잘 알고있다는 것이다. 

종과 신앙에 대한 이같은 설명에서 신앙과 신화는 인간발생 이전의 훨씬 

더 먼 태고에 근원올 두게된다. 인류의 종교와 신화는 일차적인 단계가 아니 

라 아주 후의 부차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화는 보다 확장된 과거 

연관을 획득한다. 그러나 신화는 종의 유아적 단계 진화초기단계의 “觀"(BH

.lleHHe)이므로， 인류에게 미래의 세계관으로 요구될 수는 없다. 신을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 참얼굴(J1HK)을 “꿰뚫어보는 것”에 KH.5I 3b

TKaHb의 단계， 비약적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w3aHre3H.J]의 제 2 IIJlOCKOCTb에서도 신과 신앙은 BH.ll의 후속현상으로서， 세 

계본질에 대한 동물적 견해를 나타내며，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의 법칙을 언어 

로써 그려내기에는 불충분한 시도이다. 또 신들의 둥지가 있는 가파른 비탈이 

냉혹하고 잔인한 삶을 사는 인간의 거친 이마를 닮은 것도 신들이 운명의 가 

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받는 인간의 뇌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새들의 언어처럼 신들 역시 일상의 소통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언어， 

거칠고 원시적인 형태로 시원적 자연적 의미를 드러내는 3a)'MH뼈 .sI 3MK을 사 

용하고 있지만， 운명에의 숭리자인 새로운 이성에 의해 구성될 세계어의 유토 

피아와 비교할 때， 신들의 3a)'Mb은 넘어서야 할 발생학적 유아단계인 것이다. 

때문에 w3aHre3H.J]에서 신들은 날아가고 그들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분석 

적 인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권력이다: “Ho BOT ~뻐3) maraeT B OÕJlaCTb 

53) nJI0C I<OCTb VIII에서 3M은 끝없는 분석과 분해로 정의된다: “3M -- paCIIWJleHHe 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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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bHoro CJ\OBa Mory."(nJ\OCKOCTb 뻐C재 IX. 337) 앞서 nJ\OCKOCTb 11의 끝부분 

에서 신들이 날아가 버리자 안개가 다시 어두워지면서 돌들(본질의 數들)을 

덮어버린 것은 새들의 언어도 신들의 언어도 떠나간 세계에 그것들보다 본질 

파악에서 더 무력하며 원시적 인식과 예언의 능력에서도 훨씬 더 멀리 서있 

는 인간들의 일상어가 둥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성이 “세 

계어”를 반포하면서 Bor(신)의 5는 3M에 의해 대체되고， 신화는 분석적 이성 

MOYM54l 앞에 굴복한다. 띠eB뼈 6or.!! 끝부분에서 시인의 긍정적 모델로서 잠재 

성을 보였던 안티그리스도가 3M의 권능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R 

Mororyp H 6J\arOBeCT 3M!" (nJ\OCKOCTb X, 338) 이때 다시 떠나는 신들은 “구름 

아래로” 날아가며， 이 “구름 아래로 날기”는 신들이 이제 더 이상 구름 위에 

감춰진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수의 법칙에 의해 인식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 “BorH mYM.sIT KpblJlaMH, J\eT.sIHH:I<e o6J\aKa."(nJ\ocKocTb Xl, 339) 

그러나 분석적 진보와 미래에의 닥관은 신화적 시원적 언어를 문학으로부 

터 결코 추방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원의 신화에 대한 슬픔， 사라져버린 옛 

예언가와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와 동경은 잔계지의 노래를 비가적인 

것으로 만들며， 특히 nJ\OCKOCTb VIII은 날아가버린 신들에 바쳐진다. 자연적 

언어， 시적 언어의 강， 예언적 광기와 사랑이 흐르는 ~opa3yMHoe YCTbe(342)로 

날아가버리는 신들은 결코 도덕적으로 열등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다. 초기 유기적 시기의 텍스트를 가득 채웠던 단어들， Bo~a， HOl.lb, He6o, Talt

Ha, rOJ\y6olt, nOTOK, Bel.lepH때 같은 신화적 시원적인 메타퍼가 다시 반복되는 

가운데， HeT, H싸<or~a ， HHl.ITO로부터 만들어 낸 신조어 들 HeTOTa, HeTaBa, HHKor

llaBeJ\b, HHl.ITOTa 등은 신들을 이제는 영영 존재하지 않는 사랑하는 존재， 그 

리운 존재로 그려낸다. 이 “사라져버림 “존재하지 않음”은 시원적 언어가 새 

로운 이성과 수의 세계에는 부적합하며 인식의 진화단계에서 이제 극복되어 

야할 것임을 의미할 뿐 결코 그것이 시로부터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시인으로서의 흘례브니코프는 시원적 언어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그것에 고유한 영역， 시의 llopa3YMHoe yCTbe를 보장해주고 있다 r3aHre-

3H.!! 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시적인 부분들은 시원적 신화적 언어로 채워지며， 

새로운 이성의 언어는 이론가 사상가， 잔계지의 설교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될 

따름이다. 잔계지의 길은 시원적 시에서 새로운 이성의 시로 나아가는 게 아 

eMa Ha 6eCKOHellHO Ma.llble lIacTH."(II/l , 333) 

54) Mo)'M의 파괴성과 안티그리스도성은 nJlOCKOCTb IX, 336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Mo)'M - rH6eJlbH뼈， Kpyma뻐까， pa3pym8JODUlJ:\. OH npellCKa3aH s npelleJlax se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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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원적 시로부터， 새로운 이성의 과학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때문에 자 

신의 삶에 대한 반추는 잃어버린 것-시의 아름다웅에 대한 비애와 새로이 찾 

아가야 하는 것-영원한 수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찬다. “운명의 준엄한 유리 

창”을 때리느라 지쳐버린 잔계지-나비는 날개의 처음 생생함과 찬란한 무늬， 

푸른 광채를 다 잃었음올 슬퍼하지만， 동시에 그는 날개를 딱딱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이 추상화의 길을 계속하여 나비-프시케가 동경하는 곳 - 운명의 창 

밖， 현상계의 저쪽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수를 부르는 “영원한 수들”의 고향 

으로 가게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BeqHNe qHCAa cTyqaTC~ oTTy~a 

npH3NBOM Ha pO~Hy， qHCAO 30ByT 

K qHCAaM BepHyTc~."(II!l ， 324) 

111-3. 언어이론에서의 시원성 
- CJlOBO-pacTeHHe , POIC-.lI 3YIC과 HOB뼈 w의 분석 적 과학 

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JIlII<를 꿰뚫어보아야 한다는 깨 

달음은 흘례브니코프의 유기적 언어관에 중요한 변화가 오게됨을 시사한다. 

CJ10BO-paCTeHHe로서 뿌리와 함께 MaTb-3eMJUI의 품속으로 자라나면서 언어나 

무， 언어가지， 언어잎을 이루던 흘례브니쿄프의 언어육체의 세계는55) 자연과 

학， 특히 수학의 분석대상으로 변하고， 대지의 진리에의 참여자이자 대변자였 

던 디오니소스적 시인 J1em째-CBHpe뻐뻐K은 언어의 육체를 분석하여 그것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Cl<eJ1eT를 알아내야 하는 분석가로 변한다. 자연현상인 

언어를 분석하여 그 본질적인 의미핵심으로 파고들려는 시도는 그 첫 연구의 

결과가 ~Yl.IHTeJ1b H 앤eHHI< JJ(912)에서 제시된 이래 흘례브니코프의 언어이론 

적 글에서 추상화와 수학화의 발전을 계속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필자가 다 

루고자하는 바는 1911-12년 이후 흘례브니코프의 추상적 음운의미론과 그것 

에 기초하여 시도되는 세계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아니라， 그의 추상적이 

고 기하학적인 언어이론과 수학적 세계상에서 초기 언어관의 근간을 이루었 

55) “Ha3BaB KOpHH - l5o:l<bHM, CAOBa :l<e - ~eAOM pyK qeAOBeqeCKHX", “11 He ~O.IDI<HO AH 

~MaTb 0 ~e6Ae ， no KOTOpoMY BHXOpb뻐HMeu eMAeT pa3HOTCTB~뻐e no KpaCOTe AHC

Tb~ - CAaB~HCKHe ~3NKH H CnA뼈eHHOμ BO O~HO， e~H뼈， 0빠깨 Kpyr , Kpyre-BHxpe 

- 06띠eCAaB~HCKOμ cAoBe?"(IV,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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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원성， 태고성의 추구가 어떤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분석적 경향이 지배한다고 얘기되는 미래파의 선언문들이 태고 

주의적 원시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은 이마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nOmeqHHa OÕmeCTBeHHOMY BKycYJ(1912년 12월)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yqH

TeJIb H yqeHHKJ(W교사와 학생J)에서도 두 측면은 함께 나타난다. 이 글에서 

흘례브니코프는 자연과학적 에너지론 모델56)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단어의미 

는 하나의 의미론적 기본단위(“npOCToe CJIOBO")로부터 내적 굴절(“CKJIOHeHHe") 

에 의해 생산된다는 주장을 펴고있지만， “유기적 원칙”과의 연결은 여전히 계 

속된다. 그의 단어의미운동론에서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것은 최소 對語(mi띠

m머 pair)를 이루는 단어들의 “뿌리 語根이며， 이 뿌리음절이 내적 굴절에 

의해 글자 그대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구체적 의미를 낳고있기 때문이다.인) 뿌 

리-운명에 대한 가하학적 운동론적 분석은 유럽 수도들의 위치에 대한 고찰 

에서도 이어진다. 일정한 圓공식에 따라 옛 도시들 주위에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들의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분석에서 그는 도시건설을 인간정신에 종속 

된 역사과정이 아니라 에너지 (CHJIa)에 의해 생겨나는 자연현상으로 본다. 단 

어뿌리의 운동론적 분석을 통해 의미상수와 의미변수를 추출해내는 것과 마 

찬가지로， 민족들의 운명과 흥망성쇠도 에너지에 의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Ha CHJIaX ~OlI*H~ Õ~ OTpa3HTbC~ CpOKH BpameHH~ ， a MN -- ~eTH 

CHJI."(llI, 178) 이제 그는 단어의 의미발생과 변화， 민족과 인간의 운명을 결 

정하는 에너지법칙을 알아내었다는 선언과 함께 자신을 “운명에의 숭리자”로 

내세운다: “Cy~bõa! He OCJIaÕJIa JIH TBO~ BJIaCTb Ha~ qeJIOBeqeCKHM pO~OM OT

Toro, qTO ~ nOXHTHJI TaRH~ CBO~ 3aKOHOB, KOTOphlM T~ pyKoBo~HmbC~ H KaKoR 

lI<LleT MeH~ yTec?" (1lI, 178) 띠eBHR õor J , ~rHÕeJIb ATJIaHTH때』에서 문학적으로 

다루어졌던 여성적 세계원칙 “CTHXHRHa~ cy~bõa"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파멸에 

대해 흘례브니코프는 1912년 이후의 이론적 글에서 본격적 투쟁을 개시하며， 

그 전투의 첫 승전보를 fyqHTeJIb H yqeHHKJ 에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운명의 

힘을 나타내는 “바다”에 맞서 싸우는 그에게 바다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있는 “대륙”은 그가 도달한 새로운 이성의 자질이며， 이 점에서 “KaKoR )I(~eT 

56) “HanpaBJIeHHe ", “llBßlI<eHße" , “lleßCTBße Ha", “c”na” 둥은 훌 례 브니 코프가 사용 

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론， 운동론의 용어이다. 

57) “때CßHa -- JIecßHa", “JDOll -- J1ell" 동의 minima1 pair 비교를 통해 훌례브니코프는 

모음을 가변적인 의미소로， 자음을 의미상수로 본다. 특히 자음의 운동학적 기하학 

적 의미론체계는 후에 세계어의 구성에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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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j( yTeC?"는 단순히 인류에게 운명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준 새로 

운 시대의 프로메테우스-흘례브니코프에게 내리게될 징벌을 의미할 뿐만 아 

니라， “YTec"가 갖는 “돌， 바위”의 성질을 통해， WrHÕenb ATnaHTH따』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이성의 “대륙성" “암반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많) 

이후에 씌어지는 흘례브니코프의 이론적 글들에 대해 W)째Tenb H yqeHHK~ 

이 갖는 의미는 그가 전에 가졌던 언어관， 세계관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 

화 보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R3 b1K paCTeHHe"에서 나무， 

뿌리， 땅속 깊은 곳의 고대는 현대의 시간을 향해 위로 성장했었다. 그러한 

上→下의 관계는 이제 外→內의 관계에 의해서 보완된다. 현상세계의 베일을 

들추고 그 속의 본질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새로운 이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상징주의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상정의 투명성 (np03paq

HOCTb)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Realiora를 예감케 하는 realia 

의 투명성이 아니라， “이곳”과 “그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이성이 

본질적 핵심， 數를 포착하여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WYQHTenb H yQeHHK~에서의 첫 시도는 이후의 이론적 글에서 더욱 치밀해진 

다. 혁명이전(1913-1916)에 쓴 언어이론적 글들은 기하학적이고 운동학적인 

개별음운의미론의 기초를 만들어 이후 세계어의 기획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언어는 여전히 paCTeHHe 이며， pOK이며， CTHXHj(이며， (자연현상으로서 

하나의 본질적 핵심올 지니는) Bem.b이며， 여성적 세계원칙-대지의 자연적 태 

생적인 메가폰 CBHpenb이다. 

CTHXHj(의 입으로서 운명을 예고하는 언어의 자질은 앞서 “cTMx - cTMXMg” 

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운명 "(pOK)이 지닌 두 가지 의미 - 운명과 언어의 

결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POK" HMeeT llBOßHOe 3HaQeHHe CYllbÕbI H j(3bIKa." 

(III, 192) 언어/운명의 이름 pOK 그 자체가 언어가 갖는 운명적인 이중의미의 

증거라는 이 주장은 wPa3rOBopa Onera H Ka3HMHpa~(W올례그와 카지미르의 대 

화~， 1913)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미 래파 글모음집을 위한 선언으로 계 

58) 상정주의에서 부정적 함의를 지녔던 아시아 신화는 훌례브니코프에게서 재평가된 
다. 새로운 이성의 본질인 대륙 아시아는 유럽의 낡은 “섭 이성”을 극복하며， “자 

랑스런 아시아의 아들”은 훌례브니코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다. 러시아 원시주의 

화가들의 동방지향은 그에게서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발전하며， 실제로 그는 CTH

XH께의 파괴적인 힘을 그린 소설 ~Cepe l5pj( H뼈 ro.uyl5bA의 작가 A. BeJl뼈에게 fY'm

TeJlb H YQeHHKJ올 한 부 보내면서 그 표지에 “.11 CblH A3HH"라고 써넣었다. IV, 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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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했던 WHeß3naHHa~ CTaTb~~(W미발표 논문~)에서도 자기이해의 바탕으로 되풀 

이 된다: “MJ,j yCTa pOI<a. MJ,j BhIDlJIß ß3 Henp pycC I<OrO Mop~."(III， 187) POI<의 이 

중의미가 “러시아의 바다”와 결합하면서 발생학적 기원의 문제， 슬라브 문제 

와 연결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초기의 글 fKypraH CB~Toropa~(1908)에서부터 

자주 접해온 “바다”는 여기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작용하는 CTßXß~를 의 

미하며， 메시지 (pOI<)의 原발신자로서의 “(러시아적) C깨XKR”를 의미한다. 

CTßX때가 언어메시지의 원발신자라는 언어관은 미래파의 caMOBßTOCTb개념 

에 대한 유기적， 시원주의적 해석을 이끌어낸다. CaMOBßToe cnOBO, caMOBßTa~ 

pe%는 무의 미 한 말이 아니 라 CTßXß~-pOI<에 의 해 주어 져 있는 의 미 , 즉 CTßXß~ 

의 지혜를 지니며， 이 CTßXß~의 의미는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시 

원적인 구조에 의해서 가장 잘 포착되고 가장 잘 표현된다는 주장은 caMOBß

Ta~ pe'lb를 “자유롭게 흐르는 언어"(“CBOÕOnHO Te I<y'la~ caMOBßTa~ pe'lb", fpa3-

rOBOp Onera ß Ka3ßMßpa~ ， III, 191)로 정의하게 한다. 이를 cnOBo-paCTeHße개 

념과 결합시킨다면， 일상적 소통언어가 재배종 식물인데 반해 caMOBßTa~ pe'lb 

는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야생식물이 될 것이다. CaMOBßToe cnOBO의 자연성， 

야생성， 시원성은 5광선 소리구조59)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흘례브니코 

프가 사용하는 개념， 즉 “다섯 손가락”과 “프르쉐발스키말(馬)60) 갈기”에서도 

강조된다: “KpOMe cny'laeB yponcTBa, pyI<a ßMeeT n~Tb nanbl.\eB. He cnenyeT 

OTClOna, 'lTO ß caMOBßToe cnOBO ìlOJlll<HO ßMeTb n~Tb ny'leR CBoero 3ByI<OBOrO 

CTpoeHß~ rpßBbI I<OH~ np)\(eBanbC I<Oro?" (III, 191)60 CTßXß~를 담아내는 caMOBß

Toe cnOBO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손”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며， 아시아의 야생 

마 “프르쉐발스키 말”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운명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 

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시아의 야생마는 메두사의 머리에서 생겨난 날개달린 

天馬 패가수스의 야생종， 원형이 되며， 따라서 caMOBßToe cnOBO는 페가수스적 

詩興의 언어， 즉 디오니소스적 시인의 언어와 다시 결합한다. 

현상의 외피 속에， 또는 그 뒤에 있는 비현상의 핵심(뻐cnb， MbICJIßMoe), CTß-

59) 한 CßHTarMa안에서 하나의 소리(내지는 철자)가 5번 나오는 소리구조(내지는 의미 

구조)를 말한다. 이를테면， 5개의 M위에 이루어진 “MbI, He )'MHpruoJllHe, CMOTpHM Ha 

sac, Y뻐palOJIlHe"나 5개의 “0"위에 구성된 “monOT, ponOT, HeT CTOH"이 그러한 예다. 

III, 187, 191 참조. 
60) H. M. npll<esaJIbc I<HR(1839-1888), 러 시 아의 장군， 탐험 가， 지 리 학자로 중앙아시 아를 

탐험， 아시아의 야생마를 발견했으며， 그 말이 프르쉐발스키 말이라 불린다. 
61)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이 fHeH3.aaHHaJl CTaTbJl J , III, 187에서도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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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SI의 메시지를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은 일상소통적인 ,SI 3b1K CJlOB로서는 불가 

능하며， “이성의 단위들로 이루어진 개념62)의 벙어리언어"(“HeMoR ,SI 3b1K nOH,SI

TH연 H3 e파iHHl.\ yt.Ia", i'HeH3LIaHHa,Sl CTaT b,SlJj, III, 188)는 caMOBHTa,Sl petIb에 의 해 

서만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직접성， 자연성을 거의 상실한 일반언어에서 단어 

는 “모자를 푹 눌러쓴 얼굴”과도 같아서 본질， 실체는 현상적인 것， 외피에 거 

의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Boo61I(e CJlOBO J1Hl.\O C HH3KO HaLIBHHyToR mJl,SlnoR. 

MhlCJlHMOe B HeM npenmecTByeT CJlOBecHoMy, CJI때HOMY."( i' Pa3rOBOp QJlera H Ka-

3HMHpaJj, III, 191) 중요한 점은， 말로 표현되고 귀로 들올 수 있는 것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 “뻐CnMMoe”는 개체화된 의식이 낳은 사상이 아니라， 자 

연현상에 내재하는 본질적 사고구조를 의미하며， 때문에 “자유롭게 흐르는 형 

식”인 근원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caMOBHTa,Sl pe tIb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흘례브니코프는 현실외피(소리)와 비현상적 불변실체의 관계를 설명 

하면서 또다시 “,SI 3b1K-paCTeHHe" , “，SI 3b1K-LIepeBO"의 모댈을 가지고 온다. 나팔처 

럼 생긴 언어나무의 사상-뿌리와 소리-잎을 지나 운명의 실은 사람들에게 불 

명료한 메시지를 보내며， 사람들은 이 불명료한 웅얼거림 속에서 미래의 예언 

을 듣는다는 것 이 다: “nO뻐MO 3ByKO-J1HcTbeB H KOpHe-MblCJla B CJlOBaX (tIepe3 

nepeLIH때 3BYK) npoxo따T HHTb CYLIb6b1 H, CJleLIOBaTeJlbHO y Hero TpyntIaTOe 

CTpoeHHe.끼I'HeH3LIaHHa51 CTaTb5l.n, III, 189); “H HMeeT Tpyn'laToe CTpoeHHe, H HM 

CJlyx nOJlb3yeTC ,SI, tITo6b1 yCJlhIIIlaTb 6YLIYlI(ee B He,Sl CHbIX rOBopax."(fpa3roBop 

QJlera H Ka3HMHpa Jl, III, 192) 단어를 통해， 더 정확히는 두음올 통해 운명은 

자신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미래를 예고하지만， 운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불명료한 웅얼거림”이다. 발신자-운명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수동적인 

청자의 위치에 서는 인간이 운명의 궤도를 알아내고 계산하고 그럼으로써 운 

명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어의 첫소리를 분석해야 한다: “nepB뼈 3ByK 

B OTJlHtIHe OT LIpyrHx eCTb npOBOJlOKa , pycJlo TOKOB CYLIb6b1. " (III, 192) 때 문에 

운명의 CTHXH，SI에 대한 흘례브니코프의 투쟁은 무엇보다 단어의미의 지휘자인 

두음， “운명의 담지자"(“HOCHTeJlb CYLIb6bI", I'HeH3LIaHHa,Sl CTaTb,SlJj, III, 188)이며 

“단어 의 척 주"(“n03saHO배뼈 CTOJl6 cJlosa" , I' pa3roBop QJlera H Ka3H뻐paJj， III, 

192)인 두음의 의미자질을 밝혀내는 데 집중되고， 그 성과는 추상적 개별음운 

62) 여기서 “개념”은 굳어버린 개념적 단어가 아니라， 이데아， 불변의 본질 핵심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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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 이성의 알파뱃(“A36yKa ytda")잃)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디오니소스적 시인 CBHpeJIb뻐K은 제한적 이성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광인， 예언가로서 자연에 의해 주어진 진리의 “입”으로 계속 남지만， 

불명료한， 어렴풋한 메시지의 현상외피， “깊숙이 내리쓴 모자”를 벗기고 진리 

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니라， 새로운 이성의 과제로 

넘겨진다. 진화의 이 새로운 단계를 대표하는 흘례브니코프에게 자연어는 이 

제 “날개에 아직도 붙어 있는 발톱”같은 “태고의 불필요한 잔재”로， “고대의 

발톱”으로 격하된다: “~3hlKH Ha COBpeMeHHOM qeJIOBeqeCTBe -- 3TO KOrOTb Ha 

KpbIJIe nTHU: HeH]'lKH뼈 OCTaTOK llpeBHOCTH, KOrOTb CTapHHμ." (애3 3anHCHIlIX 

KHH*eKJ , IU, 265) 그래서 1916년에 발표된 WBpeMJI Mepa MHpaJ (W시간. 세계의 

척도J ， IU, 435-455)는， wHeH311aHHa~ CTaTb~J ， wPa3roBop QJIera H Ka3H빠ipaJ가 

언어의 본질을 CTHXH~와의 연관 속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언어분석의 의의 

를 시간론， 운명론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면서 언어를 불충분한 세계측정도구 

로 규정한다，64) 그러나 여기에서도 간과해선 안될 점은 “사고의 낡은 도구”가 

돼버린 CJIOBO를 흘례브니코프는 여전히 자연현상으로， CTHXH~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CTHXH~의 언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미적 자질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이성이 아니라 유기적 

시원적 언어의 영역으로 머무르게 된다: “BYllYqH yCTapeJThIM opYllHeM MμCJIH ’ 

CJIOBO Bce *e OCTaHeTC~ llJI~ HCKyccTBa , (...)"(IU, 447) 

그후， 일차대전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흘려l브니코프는 언어를 자연현상， 

운명의 인식수단으로 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간소통의 수단으로 보게 되고 소 

리와 철자분석에 사회적 의마를 부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어， MHpOBOß 

~3hlK"(동시에 “평화어")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때에도 그의 세계어는 정 

확하고 경제적이고 세계적인 소통에 봉사하는 새로운 이성의 도구이지 결코 

예술적 자질올 1차적인 가치로 지니지 않는다. 소리(내지는 철자)들의 공간의 

미론으로부터 생겨난 세계어의 기하학적 형상은 언어의 추상회화로도 일컬어 

질 수 있올 정도이지만， 그 스스로 rXYllO*HHKH MHpaJ(W세계의 미술가들J ， 

1919, IU, 216-221)에서 밝히고 있듯， 그의 세계어와 추상회화의 연결점은 모 

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성，65) 그리고 2차원적 회화예술과 알파뱃의 

63) rnepeqeHb. A36yKa ywaJ (1916, 111, 207-209)는 언어의 핵올 이루는 기본개념의 목록 
올 제시한다. 

64) “(...) 때J1eHHe nocpellCTBOM CJlOBa, KaK MaJIOCOBepmeHHoe H3MepeHHe MHpa(...)"; “B 

CJlOBeCHOM 뼈JIeHHH HeT Ha J1HUO OCHOBHoro yCJlOBH~ H3MepeH~ -- (… )"(111,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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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의미론간의 상응성66)에 있지， 결코 자유로운 창조성이나 미적 자질에 

있지 않다. 세계어에서 미적 자질은 아주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름 

다움은 계속 “유기적” 언어와 결합되어 머무른다. 

이 점에서， “운명”을 쥐새끼처럼 “쥐틀”에 가두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운명에의 승리자”로 공식적 둥장을 알리는 ~Te3HChl K BhlcTynneHHID~(r등장을 

위 한 테 제 들~， 1917, IU, 258-259)의 제 9테 제 “Ocalla Jl 3hlKOB. (...) EYllYIllHe 

KYllPH Jl3hlKOB H Ylkac HX npocToThl"(IU, 259)는 CTHXHJI의 언어관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롭다. 자연언어들은 새로운 알파뱃에 포위되고 “언어의 미래의 곱슬 

머리”는 지독하게 단순하다라는 이 테제는 자연언어에 대한 추상적 세계어의 

숭리를 확언하는 것이지만， 세계는 여전히 “곱슬머리"(“KYllPH") ， 언어들의 미 

래의 곱슬머리로 칭해지고 있다. 날개에 아직도 붙어있는 발톱이 덜 진화된 

흔적이듯， “머리털” 또한 그 자체가 원시의 잔재이다. (원숭이에게서 온 몸을 

덮었던 털은 인간에 오면 머리털로 좁혀들고 SF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털이 

한 올도 없는 파충류나 문어 머 리 를 하고 있다.) 그러 나 HOB뼈 YM, KHJl 3b-TKaHb 

의 회심작 세계어는 어찌됐건 놀랍게도 “곱슬머리”인 것이다. 

이 곱슬머리는 舊언어의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 KYllPH" (“Koca"), ~대õenb 

ATnaH재때』에서의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뱀곱슬머리 단계를 이미 이 

겨낸 아주 단순한 모양의 것이긴 하지만， 흘례브니코프는 끝까지 “KYllPH"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KYllPH"가 지니고 있는 파도， 바다， 운명 

(운명의 강， 운명의 실)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동시에 “KYllPH"의 그 놀라운 

단순함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의 세계어가 운명과 CTHXHJI의 어지럽게 뒤얽힌 

현상외피를 꿰뚫고 단단하고 단순한 골격， 세계핵심을 분석해낼 것임을 예고 

하고자 의도했다. 그러나 1912년 ~yqHTenb H yqeHHK~에서 교사의 “대머리 문 

화”에 학생으로서 혁명적으로 맞서고 자신의 운동학적 언어분석을 위한 자료 

로서 “~CHHa"(대 머 리 )와 “neCHHa"(樹幹) “nhlC뼈"(대 머 리 의 )와 “nec"(숲)을 택 

했던 (IU， 172) 흘례브니코프는 이제 극도로 추상적인 알파뱃 공간의미론에 기 

65) “ 3Ta uenb -- C0311aTb 06뻐ß nHCbMeHHJ./ß Jl 3h1K, o611l뼈 llRJI Bcex HapOllOB TpeTber。

cnyTHHKa CoRHUa, (...) )[(HBonHcb Berlla rOBopHna Jl 3h1KOM, llocTynHhIM lln꺼 BC ex." (III, 
216) 

66) “(...), qTO npoCThle Tena Jl 3h1Ka -- 3ByKH a36yKH -- CyTb HMeHa pa3HhIX BHllOB npo

CTpaHCTBa, nepeqeHb cny"laeB ero :l<H3HH. A36YKa, o611laJl llRJI 뻐。rHX HapolloB, eCTb 

KpaTK싸~ cnOBapb npOCTpaHCTBeHHoro MHpa, TaKoro 6nH3Koro BameMY, XYllO:l<HHKH, HC

KyCCTBy H Bameß KHcTH."(III, 219) 



러시아 모더니즘속의 고대 63 

초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단순단일한 세계어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JIeCHHa와 JIec , 그리 고 KYllPH를 포기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하고 덜 아 

름답지만 여전히 머리혈， 곱슬머리를 가진 인간으로， 머리 위에 파도를 인 인 

간으로 자신을 묘사한다. 단지 CTHXHjj와 사랑에 의 해 전보다 덜 고통받을 따 

름이다. 

초기의 유기적 언어관은 후기의 또다른 글 Wo COBpeMeHHOR n033HH~(W현대 

의 시에 관하여~， 1920)에서도 부분적으로 재동장한다. 소리원칙의 지배단계와 

일상이성 (pa3yM)의 지배단계로 나뉘어지는 단어의 이중적 삶에 대해 말하고있 

는 글 서두에서 소리원칙이 지배하는 단어의 삶에 대한 묘사는 초기의 CJIOBO

paCTeHHe론을 그대로 반복한다: “CJIOBO ~HBeT llBORHOR ~3Hb~. To OHO npOCTO 

paCTeT KaK paCTeHHe , nJIOllHT llPY3Y 3BYtIHhIX KaMHeR, cocellHHX eMY, H Tor lla 

HatIaJIO 3BYKa ~BeT caMOBHToR ~H3Hb~ ， (...)"(III, 222) 소 리 층위 가 지 배 적 인 단 
계는 흘례브니코프에게서 “식물적 말 혹은 “자유롭게 흐르는 말”에서 “자움” 

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caMOBHTajj petIb"의 여러 단계와 

동일하며， “音石의 結옮屬”을 생기게 하는 식물-단어는 자연현상-언어관에 그 

대로 부합한다. 

CJIOBO-paCTeHHe의 소리원칙 지배단계와 일상이성원칙의 지배단계， 즉 소리 

가 자신의 자율적인 빛나는 의미론을 상실하고 일상이성에 봉사함으로써 

CJIOBO-3HaK 이 돼버린 단계를 중재하고자 하는 WHama OCHOBa~ (W우리의 기초~， 

1920)에서도 흘례브니코프는 계속 paCTeHHe에서 나온 메타퍼를 사용한다. 

CJIOBOTBOptIeCTBO는 무한정 자유롭고 자의적인 창조가 아니라 표현의 정확성 

과 경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고 단어창조자는 “말의 오용”을 저지시켜야할 

의무를 갖는다는 자신의 새로운 CJIOBOTBOptIeCTB。론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 

용하는 중요한 메타퍼는 “씨앗"(ceMjj， 3epHo)이다.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히 서 

있는 숲도 실상은 서로 거의 구별하기조차 힘든 한줌의 씨앗에서 그 다양하 

기 짝이 없는 잎， 줄기， 가지들이 자라난 것이듯， 언어의 온갖 다양함도 단 한 

줌의 씨 앗에 서 생 겨 난다는 것 이 다: “Ho Bce 3TO pa3Hooõpa3He JIHCTBμ， CTBOJI

OB, BeTOK C03llaHO ropCTb~ nO tITH HeOTJIHtIHMHX llpyr OT llpyra 3epeH. BeCb JIec 

B õYllYmeM - nOMeCTHTCjj y Bac Ha J1allOHH. CJIOBOTBOptIeCTBo y tIHT, tITO Bce 

pa3Hooõpa3He CJlOBa HCXO llHT OT OCHOBHhIX 3ByKOB a3õyKH, 3aMeHjj~1뻐X ceMeHa 

CJIOBa. 1f3 3THX HCXOllHhIX TO tIeK CTpOHTCjj CJIOBO, H HOB퍼꺼 CejjTeJIb jj3퍼KOB MO

~eT npOCTO HanOJIHHTb JIallOHb 28 3ByKaMH a3õyKH, 3epHaMH jj3~Ka. ECJIH y Bac 

eCTb BOllOpOll H KHCJIOpOll, B~ Mo~eTe 3anOJIHHTb BOllOR cyxoe llHO MOpjj H nyc-



64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Tble pyCJIa pe J< ."(ill, 228) 

물론 ceM!l는 흘례브니코프의 언어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안드례이 벨르이를 

비롯한 상정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대하게 되는 메타퍼이다. 그러나 흘례브니코 

프에게서 ceM!l는 상정주의자들의 CJlOBO-CeM!l 즉 개념어의 딱딱한 껍질을 깨 

뜨리면서 개개인의 영혼 속에서 싹을 퇴우고 꽃을 피우는 살아있는 말을 의 

미하지 않는다.하) 이 씨앗은 알파뱃의 소리들이며， 화학원소에 비견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요소들에 대한 메타퍼이다. 산소와 수소가 CTHXH.SI 의 

상징인 “물”의 화학적 구성소이듯， 이 씨앗은 언어의 강과 바다를 가득 채우 

는 기본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自然物-언어현상의 분석을 통해 운명의 원소 

와 법칙， 운명의 주기율(llOCKH CYllb5b1)을 알아내고자 하는 흘례브니코프의 의 

도를 또한번 접하게 된다. 현상의 다양함， CTHXHjI의 폭풍， 어지러운 메두사의 

뱀곱슬머리는 새로운 이성에 의해 알파뱃 씨앗의 간단한 진리들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간단한 진리의 기하학적 형상들은 세계어와 그 대표자인 흘 

례브니코프의 놀랍도록 간단한 곱슬머리로 정돈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제는， 앞서 얘기했듯， caMOBHToe CJIOBO, 3a

YMb이다. 현상계의 본질을 알파뱃의 기하학적 의미로 두음자음의 추상적 의 

미론으로 포착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단어의 모자에 가려졌던 CTHXHjI와 

운명의 메시지， 태양의 이성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별들의 이성 “별들의 

의미”가 모습을 드려내도록 해야 한다. 현대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지만 제한 

된 이성논리의 대변자일 뿐인 표피적이고 일상적인 태양의 의미， 무수한 별들 

중의 하나일 뿐인 태양의 의미를 지우고 별들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먼저 caMO뻐Toe CJlOBO , 3aYMb의 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68) 

소리조각들로 기워만든 소리인형들로 세상의 모든 物을 대신하는 일상어의 

자의적 인형놀이69)가 아니라 그같은 제한된 이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유 

67) “빼Boe CJlOBO (MeTalþopa, cpaBHeHHe, 3nHTeT) eCTb ceWl, npo3 j1f5aIOlI\ee B .aymax; OH。

CyJlHT T꾀CjI'IH J.:(BeTOB; (…)" A. BeJl뻐 MarHjI CJlOB. B: C뻐BOJlH3M， MocKBa, 1910 / 
Nachdruck, München, 1969 - Slavische Propyläen, 62, S. 433 

68) “MO:l<HO .ayMaTb, '1TO B HeM (; CJlOBO를 말함) CKpμT HO'lHOII: 3Be3.l1H뼈 pa3YM H .lIHeB

HO II: COJlHe'lHbllI:. 3TO nOTOWY, '1TO KaKOe-HH f5Y.llb 。뻐。f5b1TOBOe 3Ha'leHHe CJlOBa TaK 

:l<e 3aKpblBaeT Bce OCTaJIbH퍼e ero 3Ha'leHH껴， KaK .lIHeM HC 'Ie3 aIOT Bce CBeTHJla 3Be3.l1-

HO II: HO'쩌. Ho .lIJIj! He f50Be.lla COJlHJ.:(e - TaKajl :l<e nblJlHHKa, KaK H Bce OCTaJIbH퍼e 

3Be3때. (…) CaMOBHTOe CJlOBO OTpemaeTCjI OT npH3paKOB .lIaHHolI: f5b1TOB얘 。f5cTaHoBKH

H Ha cMeHy CaMOO'leBH.lIHolI: JI:I<H CTpOHT 3Be3 .l1Hble cYMepKH."(ill, 229) 
69) 지금까지 훌례브니코프가 언어를 무엇보다도 CTHXHjI의 입으로， 즉 이성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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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소리결합을 통해 그 속에 내재하는 기본진리를 야생의 구조 그대로 드 

러내어 인간의 영혼과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3a}'Mb의 언어， 

caMOBHToe CJlOBO의 암시력과 지혜가 “모자”를 벗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세 

계어는 가능해진다. 세계어란 제각기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들의 의미를 다시 

두음자음의 기하하적 의미론 속으로 가져감으로써 야생상태의 3a}'Mb에 사회 

성과 소통성을 부여한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흘례브니코프가 3a}'Mb어를 

“미 래 의 세 계 어 의 배 아”로(“3aYMH뼈 j1 3b1K eCTb rpjl.llY뼈n 뻐pOBO꺼 j1 3b1K", ~Hama 

OCHOBaJj, lli, 236), 세계어를 “지구 전체에 통용되는 단일한 자움어”로(“K rrpH-

3HaHHW Ha BceA 3eMJle e따Horo 3a}'MHOrO $1 3빼Ka" ， ~XYllO)i(}!HKH MHpaJj, lli, 

221)70)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어의 구상에서도 알 

수 있듯， 감각적으로 지각가능한 현상외피 뒤에서 JlHK를 꿰뚫어보고 기본진리 

를 인식하고자 했던 흘례브니코프에게 CTHXHjI, 야생적 태고적 구조， 디오니소 

스적 시원의 언어는 분석과 인식과 극복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상의 바탕으로 머무른다. 

* * * 

미래파 흘례브니코프의 고대주의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20세기초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원시주의 회화 및 미 래파 선언들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발전 

하였다. 그러나 실상 회화에서의 원시주의가 독자적 유파로 활동하기 이전에 

그의 고대주의는 이미 태동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창시절에 쓴 그의 글에서 

증명된다. 모든 것올 커다란 자연-육체의 일부로 파악하며 언어 역시 자연물 

로 보았던 그는 CTHXHjI와 유기적으로 한 폼을 이루며 그 입이 되는 디오니소 

넘어서는 지혜의 전달자로 보았던 것과 달리， rHama oCHoBaA에서는 언어의 자의적 

인 성격이 전면에 나서면서 언어는 “Hrpa B KYKJThI", 단어는 “3BYKOBaJl KYKJla", 사전 
은 “coðpaHHe HrpymeK"으로 정의된다，(III， 234) 그러나 언어의 기호성(언어는 realia 

를 대신함)， 관습성(“놀이규칙")올 부각시키는 이 “인형놀이” 메타퍼는 소통적 단어 

의미영역과 관련된 것일 뿐， 지금까지의 흘례브니코프 언어관과 모순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3ayw'뼈 Jl 3YK와 관련하여， 그는 인류를 통합시키는 평화로운 세계어의 

바탕으로서 3aYMHhIß Jl 3YK가 반드시 가져야할 능력， 자연적 야생적 3aywb이 이성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해도 반드시 지녀야할 능력， 즉 삶에 목 필요한 사회적 소 

통성을 강조하고있올 따름이다. 

70) 이와 관련하여 훌례브니코프는 다음과 같은 확신으로 끝맺는다· “(…) OðDl째 o!ípa3 

MHpoBoro rpJl~Dlero Jl 3YKa aaH, 3TO ðyaeT Jl3YK “3ayw뻐lI"，"(III，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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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적 시인올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출발모델로 삼았다. 그같은 시인이 “출발” 

모델이었다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흘례브니코프의 관심을 염두에 둘 때 특별 

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다. 태고의 시원적 상태， 오랜 종(BHZl)의 지혜를 회 

복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현대의 제한된 이성올 극복하고 미래를 향 

하는， KH.lI 3b-TKaHb으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출발로서 고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고와 미래를 향한 이 두 지향은 홀례브니코프의 문학작품과 이론적 글에 

서 모두 나타난다. 문학텍스트는 디오니소스적 시인과 그의 시를 통해 러시아 

와 슬라브족의 고유한 시원으로 빼Ba.ll 3e뻐대로 돌아가려는 희구로 가득 채워 

지며， “뿌리 “씨앗 .. “나무 .. “대지 “유기적 성장” 동은 총체적 자연모댈과 

결합하여 은유가 아닌 자연적， 생물학적， 육체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디오 

니소스적 시인은 흘례브니코프에게서 곧 위기에 처한다. 태생적으로 CTHXH.lI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줄 모르는 시인은 비 

록 본질적인 것 - 디오니소스적 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나， 그것을 분명 

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본질적 진리 - CTHXH.lI의 

메시지는 불명확한 웅얼거립 신화적 oõpa3로만 주어지고 그것을 분석하여 운 

명의 주기율을 알아내고 그럼으로써 “지구의 대표자”이자 “시간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디오니소스-J1em때가 아닌 KH.lI 3b-TKaHb의 몫， HOB뼈 YM의 몫으 

로 남겨진다. 

그리하여 WCHe)l(HMO <iKa.1는 주인공의 디오니소스적 죽음을 통한 시원세계의 

소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r lleBHß õor.1에서는 무서운 폭력과 고통으로 체 

험되는 CTHXH.lI, 운명， 여성적 세계원칙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안티그 

리스도적 세계반란의 잠재적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 저항은 wrHÕeJlb ATJlaH

TH뻐』에서 운명의 별을 붙들어매고 운명의 바다를 河皮에 고정시키려는 시도 

로 나타나지만， 여성적 세계원칙， 운명은 그 모든 시도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운명의 바다 속에 침몰한 “섬의 이성”은 드디어 w3aHre3H.1에서 바다 

의 위협에도 꿈쩍않는 단단한 암반성을 획득하여 “대륙의 이성”으로 진화한 

다. 새로운 이성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분석하고 신화를 분석하고 운명의 주 

기율을 읽어내었지만， 그러나 시는 끝까지 시원적 언어， 유기적 언어의 영역 

으로 남는다. 훌례브니묘프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자연적인 것， 영원히 여성적 

인 것， 고향의 “푸른 들꽃”을 결코 안드례이 벨르이처럼 그로테스크한 가면벗 

기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들의 미적 자질을 빼앗지 않았고， 1913년에 나온 

미 래파의 글모음집 r lloxJla.ll .nyHa.l (W죽어 썩은 달.1)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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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이성에 분석당함으로써 그 무서운 힘을 잃어버렸지만 달은 그에게 여전 

히 아름다운 달이며， 결코 죽어 썩은 달이 아니다. 자연의 목소리， 시원의 언 

어는 여전히 아름다우며， 오직 그 언어만이 아름답다. 때문에 디오니소스적 

시인과 그의 언어는 시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고유한 영역， lIopa3yMHOe 

yCTbe를 보장받는다. 훌례브니코프는 고대주의적 시로부터 분석주의적 시로， 

원시주의 예술에서 추상예술로 나아간 것이 아니며 여기에 그와 미술 아방가 

르드의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는 결코 시인으로서 추상화와 탈미학화를 

행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상가로서 추상화를 행한 것이며， 시원주의， 고대주 

의를 통해 예술 속에서 舊이성문화를 용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이성， 새로운 과 

학(언어과학， 운명과학)의 전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미래파적 과학자 흘례브니 

코프는 본질적으로 고대주의적 시인 속에 뿌리를 두며， 새로운 인식의 나무는 

유기 적 고대주의 시 의 나무로부터 자라나온다. 그의 a36yKa YMa, MHpOBOa Jl 3b1K 

가 CTHX깨의 야생 적 구조를 드러 내 기 에 가장 적 합한 caMOBHTaJl pe'lb, 3aYMb을 

전제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도 새로운 이성의 분석적 언어가 지닌 태고적 

층위를 증명해준다. 

아울러 a36yKa YMa와 세계어의 기획에는 단어의 얼굴을 가리고있는 푹 눌 

러쓴 모자를 벗기고 소리 속에 내재하는 기본진리를 드러내게 만드는 caMO

BHTaJl pe'lb와 3aYMb의 기능이외에도， 고대적 “cnOB0-Bemb”의식과 결합된 “MHp

KHHra"의 이념이 들어있다. 시간의 처녀림， 태고로 돌아가， 경직된 언어와 문 

화의 지층을 폭파시키고 그 교과서들을 불태워야 했던 디오니소스-J1em째적 

시 인은 신의 얼굴， 운명 의 얼굴을 바라보는 유아기 인류의 BHlI에 불과한 신화 

적 언어형상 - 베다와 코란과 복음서와 비단을 씌운 몽고인들의 책을 불태 

우고， 나아가 자신까지도 “새로운 이성”의 출현을 앞당기기 위한 추진연료로 

서 불태워야 했다. 신들이 날아가버린 자리 스스로를 불태워 사라져버린 자 

리에 Eor의 E를 지운 강력한 HOB뼈 YM이 등장하여 자신을 “지구의 지배자” 

(“npellCellaTeJlb 3eMHOrO mapa")71)로， 세계라는 “한 권의 책 "(WE뻐HaJl KHHra.!] )72) 

의 저자로， 그리고 전 인류를 그 “한 권의 책”의 독자로 선언한다. 그러나 

HOBbI꺼 yM 흘례브니코프가 디오니소스-J1em뼈의 죽음이 내는 하얀 연기 속에서 

“세계의 왕”으로 둥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적 B따는 여전히 살아 되 

71) r뻐， npeLICeLIaTeJll! 3eMHOrO mapaA (1918) , π， 잃8 참조. 

72) rE띠Ha~ KHHraJ (1920) , IVl , 68-69. “(...) / Be.lThle BLIOBbI B oõnaKe 뼈a CKpblBaRHCb, 
/ lITO뻐 yCKOpHTb npHXOLI / KHHrH elIHHoA, / (…) / POLI qenOBeqeCTBa -- KHHrH qH

TaTenb! / H Ha OÕnOll<Ke -- HalIßHCb TBOPUa, / 뻐~ Moe, nHCbMeHa ronyõ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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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된다. 세계-책(“뻐p-KHHra" “뻐p KaK KHHra")의 이념은 기독교 문화의 보 

편적 자산이며， 나아가 가장 고대적인 세계관， 언어관에 뿌리를 두고있기 때 

문이다. CJlOBO의 세계창조력을 보여주는 구약 창세기 1장의 “H CKa3aJl - H 

CTaJIo”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B HaqaJle ÕbIJIO CJlOBO, H CJlOBO ÕbIJIO Y Bora, H 

CJlOBO Õ따。 Bor"는 세계의 모든 구성소가 CJlOBa이며， 세계 자체는 단어들의 

총체임을 말해준다. 나아가 이것은 본 논문의 H장에서 다루었듯 말과 物세계 

를 동일시하는 태고적 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기독교세계에 

서나 태고세계에서나 말은 바로 세계이고， 세계는 말인 까닭에 말에 대한 지 

배는 곧 세계에 대한 권력을 의미하였다. 말의 절대권능， 그리고 말의 지배를 

통한 세계의 지배(동시에 운명의 지배)는 문자가 등장함으로써 보다 손쉽고 

확실한 것이 된다. 문자의 동장은 세계의 무한한 다양함， 온갖 나무와 풀들로 

이루어진 숲을 한눈에 검사할 수 있는 한줌의 원소 즉 알파뱃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고 그리하여 알파뱃은 우주의 모댈로 간주될 수 있 

게 된다. 처음부터 소리와 문자를 그다지 구별하지 않았고 “ a3õyKa YMa"와 

“MHpOBOR j( 3 b1K"에서는 전혀 구별하지 않았던 흘례브니코프에게 이는 세계가 

자신이 쓴 한 권의 책일 따름이며， 그 책의 저자로서 자신을 당연히 npe.llce

.llaTeJlb 3eMHOrO mapa로 선언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의 

이 아방가르드적 대기획에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고대적 태고적 의식이 

변화된 형태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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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Архаичность в русском модернизме 

о текстах футуристского архаиста В. Хлебникова 

Ки .. ХН Сук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о русскому авангарду литературоведы сосредоточивали 

их внимание большей частью на аналит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ах футуризма, пре

небрегая его архаической моделью. НО автор данной статьи интересуют пре

жде всего архаические корни программ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По-этому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облемы архаичности в русском авангард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тавит своей задачей выявление корней и глубины связи аваи

гардского призыва "Вперед!" с по-видимому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ми стремлениями 

)( архаизму в начале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в глаее первой «русская живопись в начале 20-го века и первобьпно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роблема генезиса и эволюции неопримитивизма в РУССКОЙ 

живописи.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стремлению руских "днкарей" к (рус

ской) первобытности, их идейно эстетическому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опыту, и 

его значению для :юiвописи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эволюция КОТОРОЙ направлена 

от примитивизма к абстрактному, беспредметному искусству. 

Глава второя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в начале 20-века и архаизм» обращена 

к примитивистскому, архаическому аспекту литературного авангарда. Е глав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програМJ,fам футуристов присуща ориентация на перво 

бытность и архаич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иенависть к прошлому и отрицаиия от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цикла футуристы жаждали глубинных 

слоев времени. Они жаждали целины времени, первобытной "Гилеи" времени. 



70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TpeTMI r JlaBa <<apXaH3M y lþyTypHcTa B. XJJeÕHHKOBa>> rrOCBjlm.eHa aHaJlH3y 

ocoõeHHOCTH apXaH'ieCKOrO Ml>llllJleHH jI H TBOp'ieCTBa XJJeÕHHKOBa. KOHe 'iHO , er。
apxaH3M pa3BHBaJJCjI B TeCHOR CBjl3H C rrpHMHTHBH3MOM B *HBOrrHCH H rrpOrpaM

MaMH lþyTypHCTOB. Ho paHbme 'ieM HeOrrpHMHTHBH3M B *HBOrrHCH neRCTBOBaJl KaK 

caMOCTOjlTeJlbHajl mKOJla , apXaH3M XJJeÕHHKOBa CTaJl OÕpa30BaTbC jI y*e B er。

cTyneH'ieCKHe BpeMeHa. XJJeÕHHKOBCKajl KOHuerrUH jI CJlOBa KaK TeJleCHOrO cym.e

CTBOBaHHjI (“CJlOBO-Bem.b", “CJlOBO-paCTeHHe") H KOHuerrUH jI rr03Ta KaK “yCT 

3e뻐1g ” R “yCT CTHXHH" BrrOJIHe CJI。빼J1HCb y*e BO BpeMR ero OpraHH'ieCKOr。

rrepHona. B r JlaBe paCCMaTpHBaeTC jI Ha MaTepHaJle paHHHX H rr03 nHHX CO'iHHeHHR 

XJJeÕHHKOBa, B 'ieM COCTOHT CBOeOÕpa3He ero apXaH3Ma, KaKHM OÕpa30M OHO 

KOHKpeTH3HpyeTc jI B ero xynO*eCTBeHHWX TeKCTaX, H KaKyw pOJlb OHO HrpaeT B 

3BOJDOUHH K aÕCTpaKTHOR, reOMeTpH'ieCKOR TeOpHH jl3b1Ka , K BeJlHKOMY rrpoeKTy 

‘a3õyKa YMa" H “MHpOBoro jl3L1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