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서론 

벨르이의 『은빛 벼둘기』 

- 동과 서의 대립 

박 혜 경.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 문학계를 지배했던 상징주의는 기 

존의 모든 문학전통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는 부정의 미학운동이었다. 그들 

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우리의 감정 속에서 아직 드러 

나지 않은 신비”를 추적하고 추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1) 이러한 인식 

태도는 단순히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학， 사상， 문화 둥 삶 

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 

정은 그들이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세계 인식은 상당부분 세기말적인 상황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시기의 혼돈의 상황은 기존의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나 

문화관이 과연 진정으로 절대적인 善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했 

기 때문이다.2) 벨르이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른 상징주의자들과 그 방 

* 한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ll. C. Mepell<KOBCK때(1892) “o npHQHHaX yna~Ka H 0 HOBNX TeQeHH~X COBpeMeHHoR pyc

CKoR JlHTepa Typbl". 상정주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논문에서 메레쥬꼬프스끼는 

새로운 예술의 중요 요소로서 신비적인 내용(MHCT뻐eCKoe cO~epll<aHHe)， 상정 (C뻐

BOJl), 예술적 감수성의 확장(pacmHpeHHe xy~oll<ecTBeHHoR BneQaTJleTHocTH)을 제시하 

고 있다. 

2) 유럽문명의 위기에 대한 의식은 상징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모더니스트들로 하여금 

미래로의 전망보다는 과거로의 회귀를 강조하게 한다. 즉 유럽 문화의 합리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시간관， 역사관에 대한 부정 

과 반성으로 그들은 고대적인 것이나 신화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E. M. Me

JleT뻐C재R(1976) n03THKa M뼈a， c. 295-296; 변현태(1995)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신화와 동화" r러시아연구A ， 제 5권， 27쪽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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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같이하고 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인식체계를 부정하는 상징주의 

자들， 그리고 벨르이에게 있어서 문화 역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사상의 

교차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KynbTypa OKa3YBaeTC~ MeCTOM nepeCeqeHH~ H BCTpeqH Bqepa e~~ pa3aenb

l없 TeqeHI깨 MYCnH 3CTeTHKa 3aeCb BCTpeqaeTC~ C 빼noco빼ell: HCTOpH~ C 

3THorpa~Hell: penHrH~ CTanKHBaeTC~ C 06~eCTBeHHOCT~.3) 

문화란 이전까지는 개별적이었던 의식의 흐름들이 서로 만나고 교차하는 

곳이며， 미학과 철학， 역사과 민속학， 종교와 사회가 하나의 공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다. 이 논의를 확장시켜.보면 어떠한 문화도 절대적으로 긍정적 

이거나 절대적으로 부정적일 수는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인류 

역사상 이 세계를 지배해 온 대립적인 두 개의 문화권 즉 동의 문화와 서의 

문화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세계 문화사는 두 문화권의 

대립과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달하는 필연적인 수용의 역사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상호간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이 

다.4) 따라서 동서문화의 대립이나 갈동은 단순히 한 시대를 특징지워주는 역 

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치는 본원적 문제이다. 

벨르이의 소설 『은빛 비둘기 (CepeÓp>1HH뼈 rOJlYób).! (1910)는 바로 그러한 논 

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특히 이 소설은 작가가 ‘동과 서 (BOCTOK 

HJlH 3anall)’라는 테마로 계획한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5) 그러나 

이것은 벨르이에게서만 나타난 독특한 테마가 아니라， 상징주의 작가들의 주 

된 관심사의 하나였으며 본질적으로는 “러시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6)이기도 했다. 보다 가깝게는 

3) A. BeJ뼈(1994) “npo6enMa KynbTYPY", CHMB0J1H3M K4K MHponOHHM4HHe, M., Pecny6nHKa, 

c. 18. 
4) 예를 들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미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는 문화적 개념이 인식 

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이 경우 빛은 어둠 속을 파고들고， 반대로 어둠 역시 빛으 

로 파고들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작용한다.(A. Ben뼈(1994) “nyTH KynbTypy", C. 309.) 

5) 벨르이는 「은빛 비둘기』 서문에서 이러한 의도를 밝히고 있다. “HaCTO때aJl nOBeCTb 

eCTb nepBa~ qaCTb 3a따MaHHoll: TpHnorHH <d\OCTOK H 3anaa>>."(A. BenYll:(1988) Cepeð

pJlHHblR ro.ny6b, M., COBeTC KaJl POCCH>1, C. 19.) 그러나 그의 3부작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이하 본문 인용 텍스트는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시하겠다. 

6) 김희숙(1992) “러시아 상징주의 모텔의 발전과 Andrej Belyj의 소설 『빼쩨르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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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풍미했던 슬라브주의자와 서구주의자의 대립 

의 재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기본적인 개념들， 즉 

“동과 서， 러시아와 유럽， 러시아 정교와 민중 혹은 로마 카톨릭과 서구문명， 

원시종교 사회를 통한 재생 추구 혹은 정신적으로 타락한 유럽을 따라 심연 

으로의 추락"7) 등 그 기본적인 대립은 상징주의자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계숭 

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서와 동은 조화와 혼돈， 현실과 환상， 선과 악， 

빛과 어둠 둥 다양한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정주의자들이 그리고 벨르이가 문화사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동과 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벨 

르이의 사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솔로비요프를 먼저 언급해야 

하겠다. 솔로비요프는 기본적으로 슬라브주의적인 성향의 사상가이자 작가로 

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올 강조한 반면 동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묵시록적인 위협으로서 받아들였다. 동방 세력의 침투， 확장에 대한 

그의 경 고는 특히 두 시 “Ex Oriente Lux’'(1890)와 “naHMOHrOJIIi3M" (1894)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러시아를 

기 독교 국가와 완성 으로 주장하는 ‘모스크바 제 3로마설’이 다. “Ex Oriente 

Lux"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신에 의해 선택받은 도시 로 

마의 계승자로서 ‘이성 (pa3YM)’과 ‘법 (npaBO)’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한 러 

시아가 동의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음을 솔로비요프는 경고하고 있다. 로 

마가 전 세계에 동일성을 부여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지 묻고 있지만， 아직 이 시에서 그는 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곳 

은 러시아(제 3로마)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빛이 존재하는 곳(“C BOCTOKa 

CBeT")으로， 만약 동의 확장이 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마주친 문제는 어떠한 동을 선택해야 하는 

가이 다.("Ka‘IiM )[(e XOqemb ÕblTb BOCTOKbM: / BOCTOKOM KcepKca IiJIb XplicTa?") 

그러나 두 번째 시 “naHMOHrOJIIi3M"에서 그려지는 동은 앞의 시에서보다 더 

욱 어 둡고 위 협 적 인 세 력 으로서 제 시 되 고 있다.(“CoõpaJIIi Tb뻐 CBOIiX nOJIKOB") 

러시아의 혼돈은 단지 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이 아니라， 러시아의 타락과 

자만에 대한 신의 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OpynliR EO)[(beR Kapbl 3anac e띠e 

He IiCT때eH") 따라서 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두 번째 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 

그』”， 『러시아연구A ， 제 1권， 17쪽. 

7) Samuel D. Cioran(1973) πle Apocalyptic Symbolism 01 Andrξ; Belyj, The Hague, 
Mouton,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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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배우지 못한 채 세 번째의 마지막 로마라는 사실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것 

을 꾸짖는다. 동은 러시아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록 세 번째 로마는 

먼지에 휩싸여 있지만， 네 번째 로마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동과 서의 대립， 서에 대한 동의 침투에 대해 솔로비요프는 기본적 

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분명 서의 파멸은 서의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지만， 그에 대한 신의 정벌로서의 동의 침투는 새로운 러시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벨르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의 동서문화의 대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와 동일한 입장이며 특히 190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에는 더욱 묵시록적인 분위기에 젖어틀게 된다，8) 

nOJlBHJlCJI HOBblll: THlI, BOllJlOTHBm~때 B ceðe xaoc , BCTaBm~깨 H3 rnyðHH, -
THlI xyJlHraHa. rpo3HO BblpOC lIpH3paK μOHrOJlbCKOrO HameCTBHJI. Han eBpollell:

CKHM qeJlOBeqeCTBOM lIpOHeCCJI BHXpb, B3MeTHyJl TyqH lIb1J1H. H CTaJl KpaCeH 

CBeT, 3aHaBemeHHblIl: lIb1J1blO: TO'lHO HaqaJICJI MHpoBOIl: lIo ll<ap.9l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해인 1905년에 쓰여진 이 글에서 벨르이는 내부에 

혼돈의 힘올 수반한 몽고인의 침입과 그들이 유럽인들에게 가져올 혼란을 경 

고하고 있다. 그틀의 힘은 깊은 심연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 소용돌이와 화재를 몰고 올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벨르이는 솔로비요프처럼 일방적으로 유럽문화에 대한 몽고 문화의 

위협과 공격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럽문화의 문제 역시 인정하고 있 

다.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실제로 “유럽문화의 혼돈은 가슴에 아무런 원칙도 

없이 혼돈스러운 광기만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발전된 학문 자체에 기인"10) 

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유럽 학문의 비도덕성이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두려움을 만들 

어냈다"11)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하나의 마스크에 불과하며， 일본 

과의 전쟁에서 숭리한다는 것은 유럽 인류의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쟁을 단 

8) 초기 상징주의자였던 메레쥬꼬프스끼 역시-유럽적 삶의 묵시적 죽음에 대해서 지 

적 한 바 있다.(A. 5eJ빼(1994) “AlIOKaJlHlICHC B pyCCKOIl: 1I033HH", c. 408-417 참조.) 
9) Ibid., c. 409. 
10) Ibid., c. 409. 
11) Ibid., c.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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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적대적인 두 문화 사이의 충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더욱 

본질적인 문제의 충돌， 대립으로 이해하려 한다. 

H BOl!H퍼 BOBce HeT: OHa - nopoll<lleHHe HamerO f50.llbHOrO Boo6pall<eHIUI , 
BHemHHl! CHMBO.ll B 6opb6e BCe.lleHcKol! llymH C MHpOBHM YlI<aCOM, CHMBO.ll f50Pb6w 

HamHX nymH C XHMepaMH H rHllpaMH xaoca,l2) 

이처럼 전쟁에는 세계 영혼과 세계 위협 사이의 충돌， 우리의 영혼과 키메 

라나 히드라의 혼돈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감추어진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예술 텍스트 안에서 현실의 양상을 변화시킬 가능성 "13)을 강조했던 벨 

르이는 크게는 문화의 대립， 인간 존재의 근원의 대립을， 그리고 보다 제한된 

의미로는 그가 현재 처한 러시아의 운명과 본성의 문제를 자신의 작품들 속 

에서 예술적으로 변형시켜 다루고자 했다.14) 다음 장에서는 그의 의도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은빛 비둘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동서 문화의 충돌과 대립 

『은빛 비둘기』에서는 ‘BOCTOK HRH 3ana~’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특성 때문 

에 두 세계 문화의 대립성， 즉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동의 속성과 서의 속 

성이 지나칠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소셜은 주인공 다리얄스끼 (llapb.llRbCK때)가 서의 세계에서 점차 동의 세계로 

이끌려 가는 과정을 주된 플롯으로 하고 있다. 두 세계는 구체적인 인물들， 

12) Ibid., c. 410. 
13) A. 6enwA(1994) “npo6.11eMa KY.llbTYPW", c. 22. 
14) Elsworth는 이 작품에 대해 벨르이가 문화 위기에 대한 자신의 관념과 러시아의 

역사적 현실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 

다.(]. D. Elsworth(1983) Andrey Bely: A Critical Stuψ <! the Novels , Carnbridge, 
Carnbridge Univ. Press, p. 63.) 이 작품이 당시 러시아의 현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Carlson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r은빛 비둘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러 

시아의 운명， 신에 대한 추구， 신비한 민중성， 분리종파 동은 모두 당시 러시아 인 

첼리겐찌야를 사로잡았던 문제라는 것이다.(Maria C따lson(1987) “The Silver Dove", 
in John E. Malmstad(ed'), Andrey Bely: Spirit 01 Symbolism, Ithaca, Comell 

Univ. Press,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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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사건，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관념， 삶의 방식 동에서도 ‘엄격한 

대립구조'15)를 보여준다. 우선 두 세계는 서를 상징하는 도시 구골레보(ryro

JIeBO)와 동을 상징하는 도시 리호프(JIHXOB) - 또 하나의 도시 첼레베예보 

(UeJIe6eeBO)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서의 인물 유형을 대표하는 까 

짜(KaTjI)와 또드라베」그라아벤 남작(TOllpa6e-rpaa6eH)(남작 부인)과 동을 대 

표하는 꾸데야로프(KYllejlpOB) ， 마뜨료나(MaTpeHa) 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되는 두 세계 사이에 다리얄스끼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세계가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나 관념은 무엇인가? 먼저 

또드라베-그라아벤 남작(부인)， 까짜 둥으로 대변되는 러시아의 서의 세계는 

외적으로는 이성， 합리성， 냉철함， 조화 둥을 특징으로 하며， 일상적 규범에서 

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세계이다. 반면 목수 꾸데야로프와 그의 아 

내 마뜨료나에 의해 주도되며， 감정， 혼돈， 부조리성 둥으로 대변되는 동의 세 

계는 그 심연에 알 수 없는 힘을 간직한 채 서의 세계를 잠식해 들어온다. 서 

의 세계는 점차 사멸해가고 있고， 특히 동의 침입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두 세력은 다리얄스끼를 중심으로 대립하며， 그에게 서로의 영향력 

을 행사하려 한다. 다리얄스끼는 기본적으로 서의 세계에 속한 인물이다. 그 

의 이름 뾰뜨르(neTp)가 러시아를 서구화시킨 장본인 뾰뜨르 대제를 연상시키 

고 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서구적 교육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첼리겐찌 

야로서의 그는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까짜를 선택했고， 서의 세계의 축소판이 

라 할 수 있는 그라아베나 남작 부인 댁에 머물고 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이성 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까짜를 약혼녀로 선택한 것도 감정적 

인 이끌림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이성과 합리 

성은 동의 세계 앞에서 그 힘을 상실한 채 본능적으로 마뜨료나에게 이끌린 

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다리얄스끼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과정， 즉 그의 파 

멸의 과정을 주된 플롯으로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서와 동 어느 곳에도 긍정 

적인 가치는 주어져 있지 않다. 서의 문화가 그 경직성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 

다면， 동의 문화는 야수성과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16) 

15) Cioran, p. 115. 
16) Cioran은 벨르이가 동과 서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우세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조화와 혼돈이라는 대립되는 두 원칙의 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인식체계를 

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Cioran，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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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돔의 악마 對 서의 악마 

앞 장에서 동서 문화의 대립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두 세계는 나름대로의 

악마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악마성은 꾸데야로프와 또드라베-그 

라아벤 남작에 의해 각각 구현되고 있다. 그들은 다리얄스끼를 중심으로 그에 

게 자신들의 악마적 본질을 드러내며 그를 자신들의 세력 안으로 이끌려 한 

다. 두 인물의 악마성， 어두운 힘에 대해서는 작품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지만， 

특히 꾸데야로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이미지가 악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고 있다. 

그의 세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단단히 걸어 잠근 덧문과 그 안에서 흘러 

나오는 이상한 기도 소리는 그 근원올 알 수 없는 어둡고 신비한 힘의 세계 

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기괴하고 추한 얼굴 역시 그의 힘의 본질올 암시 

한다. 그의 얼굴 반쪽은 사람들을 향해 교활하게 눈짓을 하지만， 다른 반쪽은 

항상 무언가를 살피며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그의 두 가지 얼굴은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다. 즉 새로운 비둘기 교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한쪽 눈으로는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감시 

자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이 진정한 그인가를 찾는 것보다는 

그의 얼굴이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다. 즉 서로 다른 두 곳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그의 본성의 이중성， 기만성 

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그가 이끄는 비둘기 교의 성격이기 

도 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종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가 사람뜰 앞에서 아무런 거짓이 

없는 듯 행통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꾸데야로프의 이중성은 마뜨료나에게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녀의 모든 행동과 의식 심지어 무의식마저도 꾸데야로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 특히 그녀의 사시인 눈은 꾸데야로프의 두 가지 얼굴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곳을 향하고 있다. 결국 마뜨료나 역시 내부에 이중적 본질을 내포하 

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구원의 이미지로서， 또 다른 경우에는 추 

악한 마녀의 이미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꾸데야로프는 신비한 종교의 지도자인 듯 여겨졌지만， 그의 본질은 오히려 

마법사에 가깝다17) 그는 사람들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뿜어내듯 악의 힘을 발산해서 그들올 휘감는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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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거미줄처럼 마뜨료나를 휘감고 방안 천체를 거미줄 

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거미인 것처럼 그 줄 위에 매달려서 마 

법의 주문을 중얼거리는데 이 주문에서는 신비함보다는 무의미함과 광포함만 

이 느껴질 뿐이다. 그의 거미줄에 한 번 걸련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것으 

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서 마법사 꾸데야로프의 비둘기 교는 도 

시 전체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뜨료나에게 내뿜은 

거미줄은 다리얄스끼에게로 뻗쳐나가 그를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인다. 

거미는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거미줄을 짜고 없앤다는 점에서 창조와 파괴 

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구현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져왔다. 특히 거미줄의 경우 

에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나선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와 

발전이라는 의미를 띠지만 그 가운데 거미가 앉아 다른 곤충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 때문에 메두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거미와 거미줄은 문 

학적으로 항상 어둠의 세계， 죽음과 파괴의 세계， 일체의 것을 삼키는 회오리， 

악의 존재를 상징해왔다 18) 꾸데야로프는 거미가 상징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 

를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타락한 서의 세계를 몰아내고 새로운 신이 도래 

할 세계를 꿈꾸고 계획한다는 점에서 그는 창조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폭동과 화재 살인을 교사한다는 점에서 그는 파괴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는 키메라 혹은 히드라와 같은 존재이 

며， 그가 자아내는 거미줄은 회오리바랍처럼 세계를 집어삼키려 한다. 

따라서 비둘기 교의 형제들은 자신들 중에 성자가 있어서 동족 상잔의 혼 

란이 시작되는 순간 그가 인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출전할 것이라는 이야 

기를 듣고 있지만(42) ， 그들 종파야말로 러시아에 흔란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힘의 발현자인 것이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동에 있지 

만， 그들의 동은 해가‘ 떠오르는 곳의 의미가 아니라 해가 서쪽으로 물러난 후 

찾아와 마을과 도시를 뒤덮는 어둠의 의미로서의 동이다. 따라서 그들의 힘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악마성과 관련해서는 그들 종파의 예배 의식 또한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홍미로운 사실은 항상 어둠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이들이 목욕 

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은 밝은 빛과 흰색으로 에워싸인 순결의 화 

17) 꾸데야로프(KynejlpOB)라는 이름은 마법사를 의미하는 ‘KynecHHK’에서 유래한다은 

빛 비둘기』의 동장인물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본고에서는 Maria Carlson, pp. 71-76을 참조했다. 
18) 이승훈(편저)(1996) r문학 상정 사전J ， 서울， 고려원， 19-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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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맨발에 흰 옷을 걸친 꾸데야로프는 흰 불꽃처럼， 

살아있는 태양처럼 목욕실 안을 날아다니고 그의 눈에서는 빛이 넘쳐흐른 

다.(72-73) 그의 기도에 의해 목욕실 안에서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두절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며， 환한 불빛 속에서는 그들의 염원인 은빛의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H õe쩌M CTeHaM Y'l'e npoCTHpaeT yCTaJ뻐e CBOH pyKH CTOJUlp: HCnOJJHHTC~ 

qac, H ÕeJJμe CTeHW õeJJO~ cTaHyT nan뻐 õe3 KOHua H Õe3 Kpa~; TaK pa3nBH

HyTC~ B OH잉ß neHb OHOrO rpana CTeHW; mHpOKO H BOJJbrOTHO 3a*HBeT B HOBOM 

uapCTBe, B cepeÕp~HOM rocynapcTBe, nOn rOJJy151뻐H nOn B03nyxa싸I Hapon. B 

TOM *e uapCTBe H cepeÕp~HOM TOM rocynapcTBe KTO na KTO BOCC~eT Ha 

uapCTBO? - llyx.(74) 

그들의 검은 색이 흰 빛으로 변할 때 그들의 왕국은 도래할 것이며， 그곳에 

서 사람들은 삶의 진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염원을 그들의 기도는 담고 었다. 

신도들의 모습 역시 기도를 드리기 이전의 짐승과 같은 진흙투성이의 추함에 

서 벗어나 눈처 럼， 태양처 럼， 깨끗하고 밝은 신선함을 뿌리며， “밝고 밝은 비 

둘기의 공기여，/ 그 공기 속의 소중한 정신은 밝구나.(CBeTeJI， Oß CBeTeJI B03-

IlYX rOJIy6。η ， / B B031lYXe TOM CBeTeJI IlYX 1l0poroß.)" (75)라는 노래를 부르며 

빛의 세계를 찬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 국가인 현실의 러시아에서 그들은 분명 어둠의 세계， 암흑의 힘， 파괴 

와 분열을 가져오는 악마적인 본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기도실 안에서만은 

진정 긍정적이고 선한 힘의 추구자인 듯 행동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기도 의식에서 흰 색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反문화로서의 기 

능을 중지하고 러시아의 공식 문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러시아에서 그들은 파괴와 혼돈을 야기하는 어두운 

세력이지만， 새로이 도래할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 그들이 추구하 

는 가치가 곧 밝은 빛이 되리라는 희망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기도실로 선택 

한 곳이 목욕실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기호학자이자 문화 이론가인 로뜨만 

(JIoTMaH)과 우스뺀스끼 (YcneHCKHß)에 따르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목욕실은 헛 

간， 대장간과 함께 이교도의 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19) 목욕실은 마법사 

19) 기독교화 이전의 동슬라브 국가에서 목욕실은 가족 사원으로서의 중요성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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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서 점을 치거나 마술적인 치료를 하거나 마법올 거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러시아에서 사람들은 악의 세력을 불러내기 위해 목욕실 

에 가는 전통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목욕실 안에서 행해지는 비둘기 교의 의식은 

외형적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사악한 힘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꾸데야로프가 이 기도 의식을 통해 정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 

되도록 기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법사인 자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 

도록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의 부정적 측면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태양이 떠오른 것과 함께 끝날 수밖에 없다. 날 

이 밝은 후의 그들은 더 이상 흰색의 밝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흙빛 

을 한 얼굴에 죽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있을 뿐이다. 

비둘기 교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의 정화 

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종교는 종교적 신비와 육체적 

욕망이 뒤섞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들의 예배에는 키스와 아름다운 

애가가 있고 그들의 아내들은 설탕과 같은 가슴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입 

는 흰 옷은 눈보다 더 희게 녹아 내린다는 아브람의 표현(145)에서 알 수 있 

듯이 그들의 종교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정신의 구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적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마뜨료나가 다리얄스끼를 유혹할 수 있었 

던 것은 영혼이나 정신과 같은 고상한 감정이 아니라 - 실제로 그녀에게 이 

러한 자질은 부족하다 - 육체적 관능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정 

신적인 인간 다리얄스끼를 통해 비둘기 교의 정신이 완성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그를 육체적인 마력으로 이끈다는 점은 비둘기 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꾸데야로프로 상징되는 동의 세계 

의 속성이다. 파괴와 죽음 어둠의 세계 회오리 악마성 등은 곧 벨르이가 바 

라보던 동의 세계의 이미지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서의 세계는 어떠한가? 서의 세계 

역시 다리얄스끼의 의식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악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있었으며， 이러한 이교도적 의미에서의 사원의 개념은 기독교화 이후에는 부정적 

인 의 미 로 사용되 기 시 작했다. ]u. M. Lotman & B. A. Uspensk너(1984) “The 
Role of Dual Models in the Dynamics of Russian Culture (up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Ann Shukman(edJ , The Semiotics of Ru.ssian Culture, 

Ann Arbor, Ard양，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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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세계의 부정성이 꾸데야로프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면， 서의 문화의 부정 

성은 까짜의 외삼촌인 또드라베-그라아벤 남작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 그는 다리얄스끼에게 악마로 받아들여진다. 까짜에게로， 즉 서로 돌아 

가라는.남작의 요구에 대해 다리얄스끼는 그것을 악마의 유혹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것이다.21) 

또드라베-그라아벤과 관련하여 화자는 매우 특이 하게 그의 집 안의 우스광 

스럽고 기묘한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189-194) ，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연 다음과 같다. 

그들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기괴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특히 그들의 청결에 

대한 관심은 결벽증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외모도 매우 기이해서 갈가마 

귀 같은 모습에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슬프고 애처롭게 

들린다. 이들 집안의 공통성은 이름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짜의 삼 

촌이 빠벨 빠블로비치 (naBeJl naBJlOBH<i)이고 그의 아버지도 빠벨 빠블로비치 

(naBeJl naBJlOBHtI)이다. 그렇다면 그의 할아버지 역시 이름이 빠벨(naBeJl)인 것 

이다. 결국 이들로 대변되는 귀족의 삶이란 몇 세대를 거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과거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의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집착의 현상이다. 남작 집안은 서구화된 

러시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한 일을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말년에는 시골 영지에 

정착해서 술로 세월을 보낸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그들은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도태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 

한 모든 부정적인 측면은 까짜의 삼촌 빠벨 빠블로비치 또드라베-그라아벤 

남작에게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문명， 몽고의 침입， 기독교의 

해악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요령부득의 것이다. Elsworth는 이와 같은 “행위의 무용함， 진지한 문제를 가 

벼운 재담이나 익살로 희화화시키는 그의 태도가 결국은 서의 파멸을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는.것”껑)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의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 

20) 또드라베-그라아벤(Tonpa6e-rpaa6eH)여라는 이름에서 이미 그의 부정성은 살며볼 

수 있다. 이 이름은 Carlson이 지적하고 있듯이 독일어로 죽음을 뜻하는 ‘Ton’와 죽 

음의 전조로서의 까마귀 (raven)를 뭇하는 ‘pa6e ’, 그리고 무덤 (grave)을 뜻하는 ‘rpa6’ 

로 이루어져 있으며 (Carlson， p. 74.),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죽음， 즉 서의 문화의 
파멸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1) “OTbI매 OT MeH5I, CaTaHa: 껴 "JIY Ha BOCTOK. ’'(226) 



92 러시아연구 제9권 제 1호 

지 알 수 없다는 지적"(174)에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올 제기해 볼 수 있 

다. 꾸데야로프의 두 가지 얼굴과 마찬가지로 그라아벤 남작의 성(性)을 알 

수 없는 얼굴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의심해보게 하며， 이 

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본질의 이중성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올 것이다. 

러시아의 민중을 접해보지 못한 서구주의자인 그는 러시아가 동의 위험한 

세력에 침투 당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 따르자면 유럽과 러 

시아가 퇴화하고 있는 것은 몽고인과 흑인의 번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것이다. 러시아가 몽고인의 국가로 변해가는 것은 러시아의 민중이 야수화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리얄스끼는 들판이나 숲에서 영위되는 러시아 

민중들에게서 삶의 본질과 비밀을 추구했지만 그러한 그의 노력은 남작에 의 

해 비난받는다. 남작은 다리얄스끼가 농민들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은 그가 서 

의 참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05) 다 

리얄스끼의 민중에 대한 믿음은 꿈에 불과하며 현실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라는 남작의 주장은 마침내 다리얄스끼의 내면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다. 다리얄스끼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논랴에 영향을 받게되며， 

다리얄스끼가 꾸데야로프와 마뜨료나를 떠나게 되는 사건에 어떠한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다리얄스끼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그에 

대한 남작의 영향 역시 동의 악마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꾸데야로프와 그라아벤 남작은 각각 동과 서의 악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결국 다리얄스끼는 동과 서 어느 곳에서도 그가 추구 

하던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2. 구원의 여신 소피아 

동과 서의 대립은 다리얄스끼를 사랑하는 두 여인 마뜨료나와 까짜를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각각 다리얄스끼를 사랑하고 그에게 구원의 가 

능성을 제시하는 소피아와 같은 인물로서， 다리얄스끼는 그들을 통해 비밀의 

열쇠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리얄스끼와의 관계 이전에 자신들 영역 

의 악마인 꾸데야로프， 그라아벤 남작과 기묘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23) 두 여 

22) Elsworth, p. 65. 
23) 마뜨료나와 꾸데야로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님은 작품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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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동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꾸데야로프와 남작은 서로 

다리얄스끼를 자신들의 여인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다리얄스끼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려 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피아가 아니라; 소피아의 

변형되고 타락한 모습， 소피아에 대한 패러디이기 때문이다. 

먼저 다리얄스끼의 약혼녀 까짜는 전형적인 서의 여인이다. 그녀는 프랑스 

고전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유럽풍의 생활방식을 고수한다.장) 그녀는 순수하 

고 깨끗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의 소유자이며， 천상의 여인과 같은 아 

름다웅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날카로 

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까짜는 “솔로비요프의 

‘소피아’의 변형된 모습”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비요프에게 있어 

소피아는 ‘세계혼(MHpOBaSl llyma)’ 혹은 .‘절대자가 표현되고 실현된 이데아’로서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여신이다.26) 그의 소피아론 

은 상징주의 시인들， 특히 블록(ÓJIOK) ， 벨르이， 바체슬라프-이바노프(BSlljeCJIaB -

HBaHOB)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벨르이의 까짜는 바로 그러한 소피아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리얄스끼의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구출해줄 수 있는 여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내면의 눈으로 그의 파멸과 그에게 내려진 형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피아가 아니라， 소피아의 변형된 이미 

지， 세상의 변화 앞에서 무기력해진 소피아라고 해야할 것이다.27) 왜냐하면 

그녀의 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통찰력 안에만 머물 뿐， 어느 누구의 침입도 

다. 꾸데야로프의 암시에 의하면 그들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라아 

벤 남작 역시 기묘한 인물로서， 그는 조카인 까짜에게 친척 이상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24) 라신느의 책을 들고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것은 당시 귀족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마뜨료나는 까짜에 대해 직접적으로 “프랑스 여인(tþpaHUY3eHKa)" 

(143)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5) Carlson, p. 75. 
26) 솔로비요프의 소피아論에 대해서는 박종소(1996)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소피 

아론 r러시아연구J ， 제 6권， 19-40쪽 참조. 그에 따르면 솔로비요프 말기에 이르 

러서는 ‘영원한 여인’으로서의· 소피아의 이상이 현실과 결합될 수 없다는 체염적인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7) 이와 같은 소피아의 몰락은 솔로비요프에게서도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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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 

다. 

HO BbI yBH따Te ， '1TO TO - OÕMaH, Korlla nOllHHMaeT OHa Ha BaC B30p; HH-‘ 

'1ero OHa He CI<a:t<eT r Jla3aMH; r Jla3a KaK r Jla3a; olllynaßTe B30pOM HX - H 

Bam B30p OTTOJlKHeTC~ B lIeBH'I~ lIYmy; MCToJlKyeTe B퍼 ÕJleCK 3THX r Jla3 -

。ÕMaHHTeCb;(98)

까짜의 아름다움과 순수함 그리고 내면에 감추어진 듯한 신비함은 얼음처 

럼 차갑게 굳어버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그림처럼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그 

녀는 다리얄스끼를 이해할 수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리얄스끼가 그 

녀와(그녀의· 할머니와도) 아무런 지적인 이야기도 자신이 추구하는 비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까짜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차가움과 단절성， 몰이해는 결국 서의 속성이다. 따라서 그녀로 대변 

되는 서의 세계가 자신들을 침투해 들어오는 동의 세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 

족이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멸해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동의 여인 마뜨료나는 어떠한가? 그녀는 우선 외모에 있어 아름 

답고 사랑스러운 까짜와는 전혀 상반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추하고 더러운 외 

모의 소유자이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리얄 

스끼에게만은 기분 좋은 느낌과 알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준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어떠한 접근도 거부하는 까짜의 차갑고 매끄러운 시선과는 달리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심연처럼 

다리얄스끼를 자신에게로 이끈다. 다리얄스끼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이전 삶의 모든 가치와 추구를 잊게되고， 그녀의 내부에서 조국의 신성한 영 

혼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조국 러시아를 연상시킨다. 

그는 마뜨료나에 게서 “조국의 자매" - OHa CTaHeT no OTQH3He CeCTpHuelO 

ponHeHbKoR(l50) - 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녀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다가가게 된다. 

그가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듯이 기절 

에서 깨어난 후 그는 창 밖에 서있는 마뜨료나를 보게되는 것이다.잃) 또한 다 

28) 마뜨료나(MaTpilHa)의 어원이 ‘MaTb(어머니)’임올 상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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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얄스끼에게서 마뜨료나에 대한 욕망이 지나간 후 남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 

은 연약함이다. 그는 버립받은 아이처럼 그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그러면 마뜨료나는 짐숭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다정한 어머니처럼 그를 감싸 

안는 것이다. 

그러나 마뜨료나와 어머니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분명 다리얄스끼는 그녀 

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어머니의 사랑과는 달리 그녀의 사랑은 

타락한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는 다리얄스끼에게 진정한 위 

안이 될 수 없다. 그녀의 사랑은 정신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육체적 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녀가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녀의 탐 

욕스러움을 감추는 하나의 수단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녀의 모든 행 

동이 꾸데야로프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랑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마뜨료나와 꾸데야로프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존재들 

로서， 어디에서 목수가 끝나고 어디에서 마뜨료나가 시작되는 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것으로부터 서로 영양을 

취하는 그런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뜨료나에게로의 이끌림은 다리얄스끼 

에게는 끝없는 추락의 시작을 의미하게되고 그녀는 한 번 삼켜지고 나면 높 

은 곳도 낮은 곳도 구별되지 않는 검은 구멍 즉 영원한 심연의 상태를 그에 

게 야기할 것이다. 그녀의 이중성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녀의 시선이 사시 

라는 사실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녀는 한 쪽 시선으로는 다리 

얄스끼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 쪽 시선으로는 다리얄스끼를 지나쳐 어딘 

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른 곳이란 물론 꾸데야로프일 것이다. 

결국 다리얄스끼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기만에 불과하다. 그녀는 완벽한 의미 

에서 다리얄스끼의 연인이 될 수 없다. 그녀의 내부에는 다리얄스끼가 아닌 

꾸데야로프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녀의 영혼은 항상 그의 소유인 것이다. 

이처럼 타락한 여인， 마녀와 같은 존재인 마뜨료나는 까짜와는 또 다른 의 

미에서의 소피아의 변형이다. 그녀는 소피아에 대한 패러디이자 희화화로서， 

그녀의 시선이 “당신을 지나쳐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저세계 (realiora)’가 아 

니라 꾸데야로프에 불과하다. 다리얄스끼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녀를 자신의 구원의 여신으로 인 

정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검은 힘의 발현자 꾸데야로프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 

다. 그녀는 지고지순한 미의 소유자， 천상의 여인이 아니라， 음탕하고 무지한 

農歸에 불과한 것 이 다.29) 

까짜가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차단시킨 채， 힘을 상실하여 무기력해진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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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면， 마뜨료나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소피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꾸데야로프와 그라아벤 남작이 다리얄스끼를 구원할 수도 그를 정복할 수도 

없었듯이， 두 여인 역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서로 대립되면서도 유사한 인물로 볼 수 있다. 

3. 문화의 길 

『은빛 비둘기』에서는 등장인물들만이 다리얄스끼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 

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 역시 동과 서의 대립을 문화의 문제로 

확장시키며 다리얄스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의 사건은 서의 세계를 축소한 구골레보와 동의 세계를 축소한 리 

호프，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젤레베예보， 이렇게 세 도시를 중심으로 전재 

되고 있다. 각각의 도시는 다리얄스끼의 진리 추구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 

고 있는데， 그가 구골레보에서 첼레베예보를 거쳐 리호프로 이동하는 과정은 

서의 세계에서 동의 세계로의 이동， 그의. 파멸을 향한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먼저 서의 세계인 구골레보와 동의 세계인 리호프를 중심으로 두 개 

의 문화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드라베-그라아베나 남작부인과 까짜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구골레보는 

몰락하고 파멸해 가는 서의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골레보 저택과 그곳을 장식하고 있는 가구들 초상화들은 한때 화려 

함을 자랑했겠지만， 지금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군데군데 회철이 남아있 

을 뿐인 흰 기둥， 군데군데 금박이 벗겨진 오래된 가구， 항상 똑같은 자세로‘ 

초상화를 장식하고 있는 조상들 이처럼 구골레보 저택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퇴락해 가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알지 못한 채 과거에 묻혀 사는 곳이다. 그들 

에게 현재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변화를 애써 외면 

하려한다. 남작부인은 여전히 짙은 화장과 향수 과거의 의식을 수행해 나가 

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늙고 병들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더욱 

고집스럽고 거만해져간다. 특히 분을 발라 하쌓게 된 얼굴과 세월의 흐름과 

함께 퇴색한 백발은 유령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벼화 과정은 점 

29) 이와 같은 소피아의 타락은 상징주의 3단계인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정주의의 주 
된 특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신화시학적 상정주의의 진지함은 사라지고 대 

신 패러디되고 희화화된 존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김회숙， 6쪽 참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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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멸해 가는 서의 러시아의 모습이기도 하다. 

He TaK .nH H T꾀， CTapa.Sl H y빠fpruollla.Sl POCCH.SI, rOplla.Sl H B CBOeM Be.nHlfbH 

3aC ThlBma.Sl, K8JI<1lOllHeBHO, Kð.lI<llOlfaCHO B ThlC .SIlfaX KaHue.n.SlpHß, npHCYTCTBHß, 
llBopuax H ycallb6ax COBepmaemb 3TH 06P.Slllhl, - o6p.Sl때 CTapHHl뻐?(92) 

97 

‘늙고 병든 러시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이제는 새로운 러시아， 젊 

은이들의 러시아가 도래되어야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차 

단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서의 러시아의 문화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러시아가 파멸할 운명에 처해있고 자신들 역 

시 숙명적 투쟁의 희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아무 것도 들리지 않고 아 

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변화하는 러시아에 적응할 수도 없고 적 

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문화란 고정된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교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의 러시아는 이러한 문화의 속 

성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들의 문화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오히 

려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온 것이다. 

그렇다면 서의 문화를 위협하는 동의 문화로서의 리호프는 어떠한가? 그들 

에게는 새로운 러시아 문화를 주도해갈 만한 가치와 자질이 부여되고 있는 

가? 리호프 시는 비둘기 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이다. 종파의 우두머리 

꾸데야로프는 첼레베예보의 주민이지만， 자신의 종교를 이곳， 리호프 시를 중 

심으로 전파시켜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리호프야말로 그 이름에서도 암시되 

고 있듯이 구원의 가능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악의 세계이기 때문 

이다.30) 

。TKpOBeHHO rOBOp.Sl, nHXOB 6h1.n rOpOll HecnacaeM뼈， TaK CKa3aTb, HHKOrlla, 
HHKeM H HHlfeM: HCTpe6.n.S1eM뼈， Hao6opoT, ~e.nYllOlfH퍼MH 60.ne3H .SI MH, no~apa뻐， 
nb.SlHCTBOM, pa3BpaTOM H CKYKOß.(64)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상실 당한 상태이다. 이들에게는 진흙과 먼 

지， 백만장자와 가난，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상황만이 존재할 뿐이며， 

30) 리호프(nHXOB)는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nHXOß’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Carlson,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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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 

게 앉아 있기만 한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을 할 기회도 박탈되 

어있고，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절망뿐인 것이다. 이러한 절망과 무 

기력의 상황에서 비둘기 교는 아무런 방해나 의심을 받지 않고 이 도시에 자 

리잡게 된다. 리호프의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욕구가 비둘기 교에 대한 맹 

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은 믿음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우두 

머리 꾸데야로프의 방문에 의해 더욱 가시화 된다. 그의 도착과 함께 이 도시 

는 더욱 더 어둠에 휩싸이게 되고 죽음의 도시가 된다. 즉 그는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의 어둠을 뚫고 이 도시에 나타나 이교의 의식을 수행한다. 

MYTHeJlO, Mpa"lHeJlO, CHHeJlO TeMblO Ha,ll 3aÕOpa싸I HeÕO BCe ÕOJlbme H BCe 

rp03Hee: cnycKaJJOCb, nO,llKpa lU>lBaJlOCb K ,lIOMaM H J1HXO B J1HXOBCKOli HaJlHBa

J10Cb OHO BO 3,l1yX , H npHJlHnaJlO K OKHaM, Cp꾀Ba.ll CTaBHH 

To r ,lla , KOr,lla BeCb y*e B0 3tlyx OTpaBHJla CJle3 J1HBa.ll MrJla , nO ,ll KpblJlbUOM 

eponerHHCKoro ,lIOMa CTaJlH ,lIBa "IeJlOBeKa, npOMOKmHe, rp.ll3Hble, XMYPO OHH PH

COB aJJHCb BO MrJle: 3TO H ÕωIH MHTpHli C AõpaMoM:(69)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이들은 악마의 형상을 암시한다. 목수가 

도착한 리호프 시는 비와 구름에 의해 빛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이며， 이것은 

암흑 세력으로서의 비둘기 교가 이 도시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 

한 암시이다. 결국 이 도시는 실체를 상실 당한 채 어둠과 안개， 그리고 “비 

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혼돈과 혼란”의 그림자 세계31)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서의 구골레보는 문화의 경직성으로 인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고 

반면 동의 리호프는 위협적인 힘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도시의 문화적 충돌은 첼레베예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첼레베예 

보는 소설에서 다리얄스끼의 주요 활동무대로서， 두 도시의 세력은 이곳에서 

주인공에게 서로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향의 공존은 쩔 

레베예보가 지리상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 

31) 이러한 그림자 세계의 속성은 벨르이의 또 다른 소설 『빼쩨르부르그(neTepõypr) ~ 

를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김회숙， 35쪽)， r은빛 비둘기』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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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중성은 마을의 외관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 마을은 외형적으 

로는 “멋진 마을(CJlaBHOe ceJlo)"(20)이다. “곱슬머리의 진짜 멋쟁이 여인의 얼 

굴， 채색된 양철판으로 만들어진 수닭， 서투르게 그려진 꽃， 귀여운 아이들 그 

림으로 호사스럽게 장식된 집들"(20-21) 이러한 것들이 첼레베예보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초원에서는 젊은이들이 산책도 하고 

행복에 겨워 춤도 추고 노래도 한다. 이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도시적인 것과 

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외형적인 행복이나 생명력은 숨막힐 듯한 성령 강림 

일의 열기로 짓눌리고 있다. 분명 태양이나 빛은 긍정적인 가치이지만， 이곳 

에서 태양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음의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기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 햇빛 아래에서는 그 밝음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빛에 익숙해지게 되면， 곧 추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가지도 더욱 

밝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태양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즉 태양 빛 

아래에서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은 불결하고 기울어져 가는 오두막， 

선술집， 잣집으로 가득 찬 도시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본래 의미를 잃고 타락해간다. 항상 “훌륭해， 우리 마을은! (CJlaB

Hoe Hame ceJlo! )"(21)이라고 중얼거리는 사제에게서 종교적 의미나 엄숙성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이며 젊은이들은 빈퉁거리면서 해바라기 씨나 벗져먹 

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비들의 지저렴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대체되어간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첼레베예보 주민들이 “멋진 리호프 시 (CJlaBH뼈 ropOll 

뻐XOB)"(22)로 몰려 간다는 사실로 암시 되 고 있다. 그리 고 그들의 이 동의 과정 

은 ‘길’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서 그려지고 있다. 

5eJla51 llopora, nωIbHa51 llopora; 6e:l<HT OHa, 6e:l<HT; cyxa5I yCMemKa B Hell:; 

(21) 

Bpe3aJlaCb OHa CyxOIl: yCMemKolI: B 6oJlbmoll: 3eJleHIiIII: ueJle6eeBcKHII: J1yr. 

BC 5I KHII: ~ll rOHHT M}’1010 HeBellOMa51 cHJla(22) 

길은 쩔레베예보에서 리호프로 달려가고 이 길올 따라 사람들은 알 수 없 

는 힘에 이끌려 달려가 보지만 그곳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무의미를 향해 질주하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뿐이며，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러시아의 파멸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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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예보에서 리호프로 길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듯이 사람들이 리호프로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또한 리호프의 검은 힘이 첼레베예보로 침 

투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B TO BpeloUl, KaK BOCTOK TeMHWI HCTOtlaJJ TOK, H TY.lla - B TeMHOrO TOKa 

TetleHbe - yBO.llHna .llOpOra; B CHH~~ MYTb CHHeß HO'깨 KTO-TO OTTY.lla Ha.llBH

raJJc껴 Ha .llepeB~， TeMHeHbKa~ BCe mna 빼rypKa， HO, Ka3 aJJOCb tlTO OHa .llaJJe

KO, .llaJJeKO H HHKOr.lla eß He .llOCTHrHYTb HamerO cena ,(48) 

TaM *e, r .lle nbIJIbHa~ y6erana B JIHXOB .llopora, OTtla~HHO Ha ceno nOMaXH

Bana pyKa뻐 Ta TeMHa~ ， rO.llaMH ceno .l103HpaBma~ H3.llanH 빼rypKa， H CyxHe 

nOTOKH nhl재 BCTaBaJJH, HeCnHCb Ha ceno H nH3 aJJH npoXO%HM HOrH, B He60 

KH.llaJJHCb, TaM *enT뻐H 06naKaMH Kny6HnHCb;(237) 

두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검은 형상은 쩨레베예보와 리호프 사이에 놓 

여있는 숲을 묘사한 것이지만，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린 후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악마와 같은 이미지로 인식된다. 동쪽 

에서 시작된 검은 흐름이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리호프에서 시작된 

사악한 기운이 이곳 쩔레베예보까지 지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그러한 흐름이 이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자의 기대는 곧 다음 장(‘B qaßHOß’)에 

서 쩔레베예보에 나타나 비둘기 왕국의 도래를 설파하는 한 리호프 시민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첼레베예보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곳’에 서있을 것만 같던 검은 형상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마구 손을 흔들면서 먼지 회오리를 불러일으켜 

그것으로 첼레베예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검은 형상과 더불어 먼지와 회 

오리는 서를 공격하는 동의 야만적이면서도 두려운 힘을 상정하는 것으로 벨 

르이에게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재에 비유되기도 한다，32) 즉 태양 빛 아 

래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먼지는 서의 세계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동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화재와 같은 이미 

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붉은 색의 먼지가 진짜 불길이 아니라 단 

32) 이에 대해서는 A , BenWI(1994) “AnOKanHnCHC B pyCCK얘 n033뻐 C ， 때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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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모방이듯이， 불길 속에서 불새로 재탄생해서 날아오르게 될 러시아는 다 

리얄스끼의 헛된 꿈에 불과하다. 

이처럼 쩔레베예보는 점차 동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되고， 이러한 과정은 이 

곳의 거주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 마을의 파멸을 직접 

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영하고 있다. 먼저 서의 세계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 

주로서의 기독교의 수호자 부꼴 신부를 살펴보자. 화자는 신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a I<OB non B UeJle6eeBe: cJlaBHbllI non, Ilpyroro He cbIIIlemb, IlpyroM)' He 

llo lITH IlO BCerO Ta I<OrO, ell-Bory He lloIITH! BOT I<aI<oe Hame CeJlO, BOT I<aI<He 

JIIOIlH B HeM 때O빼BaIOT: CJlaBHOe CeJlO, CJlaBHble JIIOIlH!(33)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실제 신부의 모습은 훌륭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도 한 때는 근면하고 엄격한 종교의 수호자였지만， 현재는 종 

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술 속에서 현재적 삶의 의미 

를 모두 상실한 어리석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에 대한 화자의 

언급은 결국 조롱인 것이며 그와 같은 우스팡스러움은 단지 신부만이 아닌 

첼레베예보 사람들 대부분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성스럽고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스러움마저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타락한 종교가 되었다.잃) 따라서 부꼴 

신부는 결코 꾸데야로프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꾸데야로프는 목수임에도 불 

구하고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올 소유하고 있으며， 신부는 그와의 종교 논 

쟁에서 항상 곤경에 처한다.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라 생각했던 기독교조차 

이교도인 비둘기 교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사람 

들의 반응이 숨겨진 비웃음에서 공개된 비웃음으로 바뀌어갈수록 숨겨져 있 

던 꾸데야로프의 악마성은 한층 더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이 마을을 향해 다 

가온다. 

파괴적인 힘을 지닌 동의 세력은 신부의 방을 가득 메우는 파리 떼로도 비 

유되어진다. 아무리 눌러 죽여도 새로운 파리 떼가 날아들어 방 전체를 “검은 

33) 마을 성당 안에 그려진 성상화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상 

인 이반 스쩨빠노프(HBaH CTenaHOB)의 얼굴이다. 이것은 민중의 얼굴에서 성스러움 

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성상화는 이 마을 

에서의 종교에 대한 패러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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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무리와 울림소리 (õhlna BC~ HaÕHTa KOMHaTa pOeM qepHhlM, ry~뻐M)" (44)로 

가득 채우듯， 동의 세력은 끊임없이 검은 힘으로 서의 세계를 공격해올 것이 

다. 파리 떼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의 파멸이 상당부분 자신들의 

타락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파리 떼가 사제의 방으로 모여드 

는 것은 사제의 방이 온통 포도주 얼룩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인데， 이성과 합 

리성을 추구하는 서의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가 항상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의 

대립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문화의 중심지가 구골레보에서 젤레베예보를 거쳐 

리호프로 이동해 가는 과정은 다리얄스끼의 의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다. 다음 장에서는 다리얄스끼의 문제가 무엇 

인지， 그가 택한 길이 과연 진정한 선택이었는가의 문제를 규명해보고자 한 

다. 

4. 다리얄스끼는 누구인가? 

다리얄스끼는 모든 대립의 중간에 서있는 인물이다. 까짜와 마뜨료나， 또드 

라베-그라아벤 남작과 꾸데야로프， 구골레보와 리호프， 빛과 어툼， 이성과 감 

정， 조화와 혼돈， 동과 서， 이 모든 인물들과 개념은 다리얄스끼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그는 파멸해간다. 그는 전형적인 러시 

아 인쩔리겐찌야로서 그의 삶은 끊임없는 진리추구， 진실에 대한 탐구의 과정 

이었다.34) 그리고 동과 서의 대립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서에 속한 인물이며， 

따라서 그는 서의 소피아 까짜를 약혼녀로， 구골레보를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 

려 반대세력인 혼돈과 위험의 동에 이끌린다. 두 세력 사이에서 그의 행보는 

까짜와 마뜨료나에 대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는데， 다리얄스끼는 이성 

적인 판단에 따라 까짜를 선택했지만 마뜨료나를 보는 순간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이끌린다. 그녀는 “구름처럼， 폭풍처럼， 호랑이처럼， 늑대인간처럼 

순식간에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고"(26) 그는 까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 

며 마뜨료나를 자신의 영혼 속에서 밀어내려 애쓴다. 

34) “다리얄스끼의 드라마는 러시아 인첼리겐찌야의 드라마라 볼 수 있다/’(Carlson，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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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는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까짜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되새기려 

애쓰고 있다. 그는 까짜에게서 삶과 빛과 영혼의 고귀함， 인생의 길을 찾으려 

했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까짜는 “새로운 길이자 파괴되지 않은 진실한 삶의 기둥"(46)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리얄스끼가 까짜를 기억하려하면 할수록 그의 눈앞 

에는 마뜨료나의 얼굴이 떠오른다. 까짜는 천상의 여인， 소피아와 같은 존재 

이기는 하지만， 점차 사멸해 가는 서의 여인으로서， 러시아로 침투해 들어오 

는 동의 신비스러운 힘， 무자비한 어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마뜨료나 

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다리얄스끼의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며 그를 괴롭히 

게되고， 그가 마뜨료나를 바라본 순간부터 까짜를 통해 추구하던 빛과 길과 

영혼의 고귀함은 밤과 진창과 썩은 소택지로 변해버린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은 그가 구골레보로 향하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장면에서 상징적으 

로 표현되고 있다. 

nOllo l5HO nyTHHKy, TbMOl! OKPYll<eHHOMY CTBOJlOB, KyCTOB, J1eCOB H J1eCH없 

150JlOT, o l511yBalO뻐X TYMaHa J1ellJlHl뻐 BllOXOM, '1TO I5 BOl!TH B rpyllb TOrO nYTHH

Ka H OrHeBHuel! eCTb nOTOM ero KpOBb, TaK '1TO TlIleTHo nOTOM, maTaJlCb, HlIleT 

Ty OH J1ecHYIO Tpony, C KOTOpol! llaBH。 앤e c I5HJlCJI ，-(8이 

전통적으로 숲 속 미로는 “신비한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곳으로의 들 

어감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상징이자 신호"35)이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의 숲 

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검은 힘의 상징이다. 먼 곳에서 검은 형상처 

럼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숲은 마을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꾸데야로프의 힘과 

동일시되고 잇는 것이다. 결국 숲 속에서의 편력 이후 다리얄스끼는 구골레보 

로부터， 까짜로부터 영원히 떠나 마뜨료나와 꾸데야로프의 어둠의 힘 앞에 굴 

복하고 만다. 그는 이성으로 선택한 까짜를 떠나 가슴으로 느낀 마뜨료나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렇다면 다리얄스끼가 꾸데야로프와 마뜨료나에게 이끌린 이유는 무엇인 

가? 그것은 그가 찾아 헤매던 비밀이 귀족이나 인첼리겐찌야에게서 떠나 현 

35) C때son，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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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의 민중들에 

게서 러시아의 귀족들에게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스스로 

를 민중의 미래로 생각했으며 자신에게 러시아를 구원할 사명을 부여했다. 

꾸데야로프， 마뜨료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리얄스끼의 가슴속에는 환한 빛 

이 빛나기 시작하고 마뜨료나를 향한 사랑이 불꽃처럼 솟아오른다. 그러나 다 

리얄스끼는 비둘기 교에 몰입하면 할수록 더욱 판단의 혼돈을 겪게된다. 그는 

전대미문의 환희와 정신과 영혼의 무한한 고통이라는 대립적인 두 감정 사이 

에서 혼란을 겪게되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동의 세계와 서의 세계 어느 곳에 

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 까짜가 차가웅으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여인이 될 수 없었듯이 마뜨료나 역시 러시아의 대지， 어머니 러시아는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목수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며， 다리얄스 

끼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신비한 여인이 아니라， 탐욕과 관능 

에 젖어든 음탕하고 추악하고 어리석은 여자， 마녀와 같은 여자로 전락해버리 

고 만다. 그녀의 검은 피와 푸른 뱀의 심장은 다리얄스끼의 선홍색 피와 둥불 

과 같은 심장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있다. 비둘기 교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 

가면 갈수록 그는 이러한 그들의 진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된다. 자신을 사 

로잡고있는 마뜨료나의 푸른 두 눈이 사실은 몇이며 함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뜨료나와 꾸데야로프는 동의 어두운 심연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그를 두 

렵게 만든다. 그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둘기는 더 이상 비둘기가 아니라 매 

가 되어 그의 가슴을 쪼아대기 시작하며 마뜨료나는 더 이상 신비스러운 여 

인이 아니라 마녀로 전락하게되고 그들의 농가는 종교적 성소가 아니라 불쾌 

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그의 의식 속에 

서 지금까지의 모든 의식이나 판단은 변화를 겪게되며 그는 그것들의 참모습 

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내변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 

는 과정은 곧 그의 파멸에로의 다가감이기도 하다. 

한편 다리얄스끼는 비둘기 교의 부정적 힘을 깨닫게되면서 꾸데야로프의 

본질에 더욱 다가가게 되고 결국 그의 얼굴에서 돼지와 성상의 뒤섞임을 발 

견한다.(253) 이는 꾸데야로프의 이중성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존 

경심과 혐오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얼굴이다. 다리얄스끼가 그의 얼굴에서 

‘돼지 화상(CBHHOITHCb)’을 발견해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비둘기의 정신적 인 

간이 될 수 없다. 그에게 목수는 종교적 위염과 신비감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 

라 한낱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둘기 교의 본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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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얄스끼는 목수의 얼굴에서 ‘돼지 화상’을 발견한 후 서쪽을 향해 걸어 

가기 시작한다.(“뾰뜨르는 노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neTp rrOmeJl Ha 3aplO .. .)" 

(253)) 동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난 후 그에게 남는 것은 그를 구원해줄 수 

있는 서의 여인 까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서는 노을이 지고있는 서， 즉 

사멸해가고 있는 서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를 향해 걸어가면서 눈물로 영혼을 

정화시키지만， 이것은 그에게 궁극적인 구원은 되지 못한다. 이미 동의 힘은 

서를 향해 그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 

를 향해 떠나는 다리얄스끼의 주의를 동으로 되돌리는 첼레베예보의 화재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버지 이반 스쩨빠노프(I1BaH 

CTerraHOB)와 아들 스쩨뺀 이바노프(CTerraH I1BaHoB) 사이의 불화의 결과로 발 

생한 것이지만， 그들이 각각 몰락해가고 의미를 잃어가는 서와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가며 서를 위협하는 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 화재가 의 

미하는 바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표출이라고만 받아들일 수는 없 

는 것이다. 서론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화재가 갖는 의미가 한 문화의 완전한 

소진과 그 재 위에서의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화재는 

동의 세력이 쩔레베예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서를 향해 떠나가는 다리얄스끼를 다시 자신의 세계로 이끌 

기 위한 노력의 표출이다.36) 화재는 서를 향해 떠나가는 다리얄스끼의 뒤를 

쫓아 그에게 동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 시키며， 그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하 

고 었다. 

하지만 그는 동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따라서 

이후 그의 몰락은 가속화된다. 우선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 

기 위해 꾸데야로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가 택한 탈출의 장소는 리호 

프이다. 리호프는 이미 악마적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었고， 따라서 다리얄스 

끼가 자신의 탈출을 위해 리호프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리호프로 가는 길에 구리장이 수호루꼬프와 함께하는데， 그는 

결국 다리얄스끼를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인 것이다. 또한 그의 주위를 계속해 

서 맴도는 검은 형상은 그의 죽음을 재촉하고 암시하는 죽음의 신， 혹은 악마 

36) 이러한 해석은 다리얄스끼의 화재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보다 분명해진다. 그는 
화재를 통해 서구의 모든 것틀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러시아는 마치 불새처럼 

불의 정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왕국으로 재탄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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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상시키고 있다.37) 이렇게 해서 그의 죽음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그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 

둠과 안개와 그림자의 도시 리호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리호프를 벗어 

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 그 도시는 지금까지의 가변을 벗 

어버리고 그의 앞에 악마의 형상，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온다. 그가 

예로페긴의 집에 머무는 것도 이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비둘기 교의 비 

밀 예배의식이 행해지는 곳， 예로페긴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있는 집을 찾아 

들어감은 곧 다리얄스끼 자신의 죽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동과 서의 대립 속에서 다리얄스끼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 

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파멸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는 서를 떠나 미지의 힘이 지배하는 동으로 이동하고 있지 

만， 본질적으로 그는 그를 교육시켜주고 그의 관념을 배양시켜준 서의 인물이 

다. 그가 토론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평민들의 거친 어휘가 결국 진지하고 

기묘한， 평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도， 그의 지식 

이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허세나 자만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그가 

민중과는 유리된 서의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그는 항상 서구화된 지식인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어쩌면 다리얄스끼의 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가 가고있는 러시아의 위대한 변형의 길은 돌이 

킬 수 없는 파멸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순간 직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애타게 찾아오던 비밀을 깨닫게 된다. 

B 3φHpe neTp npO*Hn MHnnHapn~ neT; OH BHnen BCe BenHKOnenHe, 3aKp~TOe 
rna3aM CMepTHOrO; H TOnbKO nocne TOrO y*e OH Õna*eHHO BepHync~ ， Õna*eHH。

rna3a nonyOTKp~n， H Õna*eHHO OH BHnen ... (279)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애타게 찾아오던 진실에 다가가고 그로 인해 

더없는 행복을 느끼게된다. 그의 죽음은 “명예를 되찾기 위한 희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잃)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다. 비록 그는 에테르 속에서 장엄함을 경험하고， 성스 

러운 행복감에 젖어 바라볼 수 있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의 죽음이 전제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의 깨달음은 죽음과 더불어 다시 완전한 비밀로 묻히 

37) 리호프에서 만난 검은 형상은 마치 악마처럼 두 개의 뿔을 달고 있다. 
38) Elsworth,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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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과정의 반복이 될 것이다. 

11 1. 결론 - 상징주의 택스트 『은빛 비둘기』 

지금까지 『은빛 비둘기』를 동과 서의 대립이라는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접근해보았지만， 이러한 문화 발전의 문제는 상징주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이 

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도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관의 대립은 인 

물이나 그들의 활동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상징주의 언어관이나 예술관의 문제 

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상징주의는 “예술과 문화에 주어져있는 기존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전향 시도"39)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인식 태도는 언어에서 

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언어에 있어서 “고정 

된 지시 대상성은 완화되고 해체”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H lIoJlro 6YlIYT JIIOlIH Te lIYMaTb, CHlllI Ha CTYJlb.slX, H 0 lI<H3HH CTe3e, H 0 

TOM, t.(TO eCTb TO, t.(TO eCTb; H BelllH oTlIemeTC.sI OT CBOHX CJ!Yt.(aRHbIX HMeH; H 

CHlI.sIlIlH꺼 B cTyJle CKall<eT: not.(eMY CTyJl Ha3 b1BaeTC.sI <<CTyJl>>, a He <<J10 ll<Ka>> H 

not.(eMY .SI <<1’BaH>> a He <<Mapb.sl>>? 
Pa60TaRTe lI<e , pa60THHt.(KH, HalI npel!).leTa뻐 HOBblMH: 6J1arOCJlOBH, rOcno뻐， 

TPYlI 3THX t.(eJloBeKoB!(197) 

왜 ‘숨가락’이 아니라 ‘의자’로 ‘마리아’가 아니라 ‘이반’으로 불려야만 되는 

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말은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관계로 

부터 해방된다. 전통적인 대옹관계에 대한 의심은 단지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 심지어는 종교에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이들 

영역에서 기존의 모든 개념이 해체되고 난 후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꾸데야로프의 비둘기 교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겨난 새로 

운 문화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대변되는 동의 세계에서 말은 

말없음이나 말더듬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세계에서 말은 표현되어지는 것이 

39) 김희숙， 3쪽. 

40) 김회숙，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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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끝까지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반면 서구는 수없이 많은 말과 소리 기호들을 쏟아내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오보로첸이 되어 사람들을 위협한다. 그들은 책과 학문에 말을 쏟아내고， 그 

로 인해 말해진 말， 말해진 생활방식이 생겨난다. 그러나 진실한 영혼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러시아 민중의 삶과 정신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구의 이성적인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러 

시아의 민중은 숲 속이나 들판에서 탄생했고， 그곳에 깃들어 살며 다른 문명 

이나 문화와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그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서로는 침묵 중에 진실로 상대방의 영혼을 읽을 수 

가 있는 것이다. 서구화된 러시아의 귀족들은 이러한 말을 인정하려 들지 않 

지만， 그들조차도 어느새 본능적으로 러시아의 들판과 숲에 이끌리게 된다. 

니Y'i<lI e y HI’X CJlOBa, '1yll<lle y HIIX r Jla3a; I<pyTJl T yc nO-IIH。μy， nO-3anaIlHOMY; 

nO(ÍJJeC I<IIBaHbe rJJa3 y HIIX He I< a l< y BCeX npO'lIlX POCClljjH; HO B IlYme OHII 

TBOII, 0 , nOJJe: TbI IIX ClI<lIraemb Me'lTbI, TbI npo3J1(Íaemb B IIX 뻐CJJJlX pal!c 1<111.111 

l1BeTaMII, 0 , JJyroBaJl, pollHaJl CTe3jj.(203) 

이처럼 러시아 민중의 말에서 기표와 기의의 대응관계는 언어의 중요한 조 

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기계적인 관계를 벗어난 영혼 내부에서의 

자연스러운 깨달음에 의해 사물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의 세계를 선택한， 즉 러시아 민중들과 들판에서， 초원에서 함 

께 생활하게 된 다리얄스끼는 말을 해방시킴으로써 과연 사물의 본질에 다가 

가게 되는가? 그가 민중들의 삶의 비밀이 숨어있다고 확신했던 동이 단순히 

검은 힘， 악마적 세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민 

중들의 말없음 속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은빛 비둘기』는 초기 상징주의 혹은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에서 보여주었 

던 미학적 확신 대신에 그러한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 그리고 그것의 무가 

치와 공허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징주의 

단계의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찌 구원의 여신 소피아가 아니라 음 

탕한 여자에 불과한 마뜨료나， 다리얄스끼와 그녀의 관능적 사랑， 세상을 구 

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에 폭력과 위협을 야기하는 꾸데야로프 

등에서 3단계 상징주의의 특징은 이미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리얄스 

41) 상징주의 3단계론에 대해서는 김희숙， 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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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서의 세계를 떠나기 전 바라보는 물 속에 비친 푸른 하늘은 초기 상징 

주의자들의 낙관적 세계관이 이제는 완전히 전도되고 타락했음을 암시한다. 

TaM, ayma MOJl, - rJJy60Ko: TaM - CTytleHO , CTytleHO, “ Bce y MeHJI TaM 

MHe HeBetlOMOe , Hey*eJJH *e He CO MHOR, a KaK nTHua, 4TO CHJlJJaCb B fny6HHe 

C TaHUylODlero mnHua H yJJeTeJJa, Hey*eJJH *e TaK CHJlJJaCb C TeJJa H yJJeTeJJa 

MOJl ayma? TaM, 3apoHJlCb B BOay, TeKyT 06JJaKa -…(117) 

상징주의 초기에 시인들의 시는 “인간에게 푸른 감옥의 문을 부수고， 영원 

한 자유로 나가는 출구를 열 수 있는 비밀의 열쇠 "42)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 

나 다리얄스끼가 바라보고 있고 그의 영혼이 숨어있는 푸른 하늘은 실제의 

하늘이 아니라， 물위에 비친 영상이다.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그의 시선은 

푸른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그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깊은 심연이 되는 것이다. 그의 영혼은 자유를 찾아 푸른 감옥을 부수고 날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비밀의 

열쇠로 생각했던 동의 세계가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무의미한 세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43) 이처럼 다리얄스끼는 동의 세계에서도 서의 세계에서도 

구원을 찾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초기 상징주의자들처럼 서의 세계 서구화된 지식인의 세계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또한 황금시대로의 회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예술과 종교를 

동일시했던 신화시학적 상징주의자들처럼 동의 세계， 민중의 세계를 찾아 나 

섰지만， 과연 구원의 힘을 간직한 ‘저세계 (realiora)’의 존재가 가능한가라는 본 

질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그로테스크-카니발적 상징주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계에서의 세계 통찰은 기본적으로 두 세계의 존 

재를 모두 인정하는 것 즉 동과 서 ‘이세계 (re외ia)’와 ‘저세계 (re떠iora)'는 동 

전의 양연과 같은 것이어서 상대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두 세계는 동 

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 

고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의 대체물로서만 이해하려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의 다리얄스끼의 운명은 파멸적일 수밖에 없다. 

42) B, ~， 5p!OCOB, “KJJI04H TaRH", 
43) 이 소셜에서 벨르이는 ‘rony60R’, ‘rony6b’, ‘rny6HHa’를 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같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Carlson， p, 71.) 이와 같은 언어 유희적인 차원에서도 푸 

른 하늘과 비둘기 교가 구현하고있는 어두운 심연은 밀접하게 연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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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Серебряный голубь» 

-- Восток или Запад 

Пак Хе Гёп 

Русский символизм ~ зсте7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которое отрицает литера

турную, философск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традицию. А, Белый понимает культуру, как 

место пересечения и встречи вчера еще раздельных течений мысли. 

В этом смысле отношение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и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ы всегда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торении противоречии и пересечении. 

Тема романа «СеребряныR голубь» А. Белого - противоречие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Восто)( хараl<теризуеТСJl хаосом, иллюзией, злом и iЬМОЙ. Запад ха

paKTepизyeTcя КОСМОСОМ, дейс,витеЛЬНОС7ЬЮ, добром и светок В этом романе 

эти свойствы противоположны слишком очевидно. 

К миру востока лринадлежат Кудеяров, Матрена и город Лихов. К миру за

пада принадлежат Тодрабе-Граабен, Кап и город Гуголево. 

Кудеяров - демон Востока, и Тодрабе-Граабен - демон Запада. У Куде

ярова два лица. Это значит его двойн;,'ю личность и харапер обмана. Он 

руководитель мистической религии, но его сущность - кудесник. Как паук 

он не только творец, но и разрушитель. Как паук он TKi:!T паутину света, и 

приводит Дарьяльского в себе сепу, но наконец убивает его. 

Тодрабе-Граабен - сатан Запада. У него тоже два лица, то есть лицо 

мужчины и лицо женщины. Как у Кудеяров это значит его двойную личность. У 

него нет серьезности, у его логике нет сути. Это характеры миры Запада. И 

он тоже служит косвенной причиной смерти Дарьяльск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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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U H Ma TpeHa CJIYlI<a T npHt쩌HOß CMepTH llapb~JIbcKoro ， H OH CTapaeTC~ 

Ha꺼TH K~qH TaßH HX nOMOmbID. OHH - CO~b~ n~ HerO. Ho HX CyTb He HCTHH

Ha~ CO~b~ ， H OHH He BeqHMX *eHmHH. lleßcTBH~ H MMCJIH KaTH H MaTpeHM pery 

JIHpOBHHM Tonpa6e-rpaa6eHOM H Kyne~pOBMM. 

y KaTH qHCTa~ ， KpaCHBa~ H neTCKa~ nyma, H OHa MO*eT npOHHl.\aTb B cym

HOCTb BemH. Ho eë npOHHl.\aTeJIbHOCTb 3aMKHyTa BHyTpH ce6~. n03TOMY OHa He 

Mo*eT nOHHMaTb llapb~JIbcKoro H nOMOqb eMY. OHa He HCTHHHa~ CO~b~ ， a CO~b~ 

JIHmeHHa~ CHJIM, H napOnHpOBaHHa~ CO~b~. Y Heë HeT CHJI비 %H3HH, H eë MHP 06-

peKaeTC~ Ha rH6eJIb. 

Ha060pOT MaTpeHa - HeKpacHBa~ *eHmHHa. Y Hee HeT qHCTOß nymH H npoHH

l.\aTeJIbHOCTH. Ho OHa npHBJIeKaeT llapb~JIbcKoro. BHyTpH Hee eCTb MHp TbMM H 

6e3nHa. llapb~JIbcKHß nOKHnaeT KaTID H nonxOnHT K MaTpeHe. nepen r 1lY60KHM 

B3rJI~nOM MaTpeHM OH 3a6bIBaeT Bce CBoe npomJIoe. Ho OHa To*e naponHpoBaH

Ha~ CO~b~ ， H OHa He Mo*eT cnacaTb llapb~JIbcKoro. Eë KOCBeHH빼 B3r~n CMOT

pHT He Ha ‘HHO때 MHp’, a Ha MHp TbM꾀 Kyne~pOBa. 

Tonpa6e-rpaa6eH H KaT~ *HByT B ryrOJIeBe, H Kyne~poB H MaTpeHa *HByT B 

AHXOBe. ryrOJIeBO - cOKpameHHMß ropon 3ananHoß EBponM. 06HTaTeJIH ryrOJIeBa 

*HByT B HOCTaJIrHH 0 npOmJIOM, H He 06pamaIDT BHHMaHHe Ha TenepemHIDID nepe

MeHy. I1TaK y HHX HeT *eHaJIH~. OHH 06peKaIDTc~ Ha rH6eJIb. 

AHXOB - 3TO ropon ceKTM “Cepe6p~HMß r01lY6b". ~ AHXOB 6MJIO CneJIaHO 

OT npHJIaraTeJIbHOrO ‘JIHXOß’, H B 3TOM ropone HeT B03MO*HOCTH cnaceHH~. AHXOB 

- MHp TbMM. llapb~JIbcKHß nOKHnaeT ryrOJIeBO H nonxOnHT K AHXOBY, H B RHxoBe 

CMepTb ero *neT. 

UeHTp KyJIbTypM nepenBHraeT C 3anana Ha BOCTOK, H 3TO nBH*eHHe HeH36e*

HO. Ho KyJIbTypa BocToKa B OCHOBHOM KyJIbTypa TbMM H 6e3nHM. n03TOMY llapb

~JIbCKHα He Mo*eT HaßTH TaßHy H B 3anane, H B BocToKe. 3TO cynb6~ pyCCKOß 

HHTeJIJIHreHl.\H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