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 서정시의 관능생 

박 종 소. 

1. 머리말 

다양한 문예사조는 단어의 현실에 대한 관계， 예술적 명제의 표현 방법， 전 

통에 대한 태도 등에서 상호 구별된다. 특히 이러한 문예사조들의 차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시간적 간극 속에 이들이 혼재하 

면서 상호 교체될 때 그러하다.1> 러시아 문화사에서 독특한 시기를 구성하는· 

1890년대부터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동안 문학， 회 

화， 음악， 건축 둥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출현하고 사라지고， 동시에 이전의 예 

술 사조들올 숭계， 또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예술적 강령들올 차별적으로 실 

현하는 실험적인 시기였다. 따라서 한편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전후 

(前後)의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통일적인 외연을 띠는 ‘러시아 은세기’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내연은 상호 이질적인 움직 

임들이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히 운동하던 예술적 엔트로피가 고 

조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문화양상은 사실상 20세기 초의 러시아 사회의 혁명과 소요와 연결 

되어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초엽의 문화양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것 

을 혁명과 사회적 격변과 아울러서 고찰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 시기의 문화 양상에서 두드러진 

지배소(Dominant)2>가 그 문화의 통일성의 담보를 가능게 한다는 사실이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20세기 초의 다양한 문예사조에서의 단어 사용의 특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KO ll<eBHHKOBa, H. A., CJlOBoynorpe6JleHHe B PYCCKOß n033HH HiJ.'1iJ.JliJ. XX Be

K iJ.. M. , 1986 
2) 꺼Ko6cOH P. , The Dominan t. Se!ected Writings 1-VI, The Hague. Pari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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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를 비롯한 각각의 문예사조 내부에 그 사조를 지배하고 통합하는 요 

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대에도 그 시대를 묶어내는 문화 지배소 

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의 논의의 시대에 적용하여， 세기 초의 

러시아 문화 지배소를 찾는다면， 그것을 ]. 빌령톤이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프로메테우스주의， 아포칼립스， 관능주의의 세가지 문화흐름으로 파악 

할 수 있다.3) 사실， 우리는 이 흐름을 저자가 설득력있게 논지하고 있는 것처 

럼 이것을 이데올로기소로서 규정하는 것에는 일정정도의 무리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을 20세기 초의 문화 지배소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사 

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은， 세기 초 4반세기의 러시아 문화의 중심 

에 놓여있는 이러한 문화 지배소들-프로메테우스주의， 아포칼립스， 관능주 

의-이 러시아 철학자이자 시인인 솔로비요프(BJI ， COJlOBbeB) 사상의 중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4) 

솔로비요프의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글들이 보여주는 많은 신비주의적이고 

초지상적인 특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회， 역사적인 이상 

은 신의 왕국의 지상적 실현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솔 

로비요프 철학의 중심에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기획이 존 

재한다. 그가 그러한 기획과정에서 보여주는 세계혼과 여성성의 문제， 진리에 

의 추구와 인식을 통해 그것의 본질에 이르고 대상과의 합일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의 영지주의적인 방법론은 지상에서의 신의 왕국의 실현이라는 프로 

때테우스주의(인간이 자신의 힘올 자각하고 있다면 그가 속한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적인 이상으로부터 나온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그 

는 세기 말의 혼돈이라는 아포칼립스적인 카오스에 대한 인식(아포칼립스)속 

에서 영원한 여성성이나 세계혼과 같은 일종의 방법론(일종의 관능주의)들을 

통해 지상의 유토피아를 추구(프로메테우스)하고자 했다. 이때 그가 제시하는 

1981. Vol.Ill. p.752. 아꼽슨의 설명을 따르자면， ‘지배소(DomÎnant)’는 러시아 형식 

주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생산적이며 이론적 관심이 모아졌던 개염들 가운 

데 하나이다. 지배소는 한 문학 예술 작품에서 초점화되는 구성요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나머지 구성 요소를 지배하고， 결정짓고， 변형시킨다 작품 구조의 

통합성을 보증하는 것도 지배소이다 

3) Billington J. H., The Icon And The Axe, 1970. New York, pp.475-518 
4) Billington,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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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에 대한 기획은 직선적인 역사의 끝에 이르러 지상에 도래하게 되는 

신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의 카오스를 종결짓고 세계를 변화시켜 

허구적 과거와 예언된 미래를 합치시키려는 성서적 아포칼립스와 유사하다. 

세기 초 러시아 문화 지배소로 지적되는 프로메태우스주의 기획， 아포칼립 

스적 비전， 그리고 그러한 기획들의 예술적 표현이자 방법론이기도 했던 신비 

적 관능주의는 솔로비요프의 전 창작올 통해 구현되고 있는 라이트모티프들 

이다. 그의 창작의 이러한 특정들을 모두 기술분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 

를 벗어나며， 우리는 논의을 좀더 축소하여 그 가운데 세 번째 관능주의의 성 

격， 즉 관능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것은 이런 모든 논의 자체가 갖는 주 

제의 광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문학적인 논의로 우리의 주 

제를 한정시키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철학적이고 사회정치비명적인 글 

들에서 좀더 분명하게 전자의 두 지배소가 모양올 드러낸다면， 세 번째 관능 

성은 그의 문학 작품들에서 그 표현을 발견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솔로 

비요프의 예술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관능성이 갖는 특성올 밝힘으로써 역 

으로 앞의 두 지배소의 모습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논의의 제한이 단순히 솔로비요프 사상체계 내에 머무는 것은 아닐 터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솔로비요프 개체의 연구가 벨르이， 블록의 상징 

주의의 계통연구의 전제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20세기 초엽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계통적 조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연구가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솔로비요프의 예술 창작에서 그의 관능성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텍스트인 서정시들을 분석대상으로하여， 이 관능성이 그의 

서정시들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변이되며 전개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기로 하 

자. 

11. 가운데 말 

1. 서정시의 ‘사랑’의 개념과 관능성 

일반적으로 사랑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랑， 하향적인 사랑(arnor desendense)이요， 둘째는 주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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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랑， 상향적인 사랑(amor ascendens)이고， 셋째는 주 

는 것과 받는 것이 수평적인 사랑(amor aegulis)이다. 이것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여， 흔히 첫 번째 사랑의 유형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연 

장자의 젊은이에 대한 관계， 강자의 약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찾는다. 넓게 

말하자면， 결국 이 유형의 사랑이 발전되어 부족을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성 

립시킨다. 두 번째 사랑의 유형은 후손의 죽은 조상에 대한 경배， 더 나아서 

는 신에 대한 숭배에서 찾는다. 이 사랑의 유형이 인류의 종교발전의 기원이 

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랑은 남녀간의 성적인 관계에 

서 찾아진다. 이 유형의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은 우선 종족의 영속화에 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목적을 제외한 성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종교사와 

철학사에서 각기 다양하게 나타난다.5) 솔로비요프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랑 

을 개인적인 자기확신(caMOYTBep*neHHe)과 자기부정 (caMOOTpHl.laHHe)이 동시에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관계이자 삶의 상호성으로 가득찬 관계라고 설명하기 

도 한다.6)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유형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되는 관능성을 세 번째 유형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성사이의 ‘성적으 

로 이끌리는 야생적인 거친 힘’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또한 이성사이의 ‘정신 

적이고 공동체적인 이상적 요소’라는 의미의 사랑으로 이해하고자 한다.7) 솔 

로비요프의 서정시들 속에서 ‘이상(H.IleaJI)'8)으로 형상화되는 구원의 여성， 즉 

5) 사랑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이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φ'HJ10COφ'HJI J1I()6BH. 

101.: H311. nOJJHTHtleCKol! JJHTepaTypbl, 1990. 
6) COJJOBbeB BJJ., φ'HJ10COφCKHII CJ10Bapb BJl. C0J10BbeBa, PocToB-Ha-lloHY.: “φeHHKC"， 1997. 

cC.248-251. 이 책은 솔로비요프의 유고 가운데 그가 철학사전 형식으로 출판하려 
했던 원고들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7) COJJOBbeB BJJ., φ'HJ10C때CKHII CJ10Bapb B.객 C0J10BbeBa. C.껑O. 

8) 솔로비요프의 시는 크게 분류하면， 서정적 자아가 철학자로서 철학적 진리를 가르 
치고 계시하는 ‘철학시’와， 이와는 구분되게 서정적 자아의 자연과 사랑에 대한 태 

도가 주를 이루는 ‘서정적 시’를 들 수 있고， 또 동시대의 시인들에 바쳐진 것들이 

나 전기적인 의미만을 띠는 시， 풍자시， 기타 번역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이 

질적으로 보이는 솔로비요프의 시를 묶는 일정한 개념과 형상들의 복합체를 ‘이상 

(Hlle끼a)’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상’은 그의 철학시에서부터 풍자시에 이르기까지 

전 시 작품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미로든 간접적인 의미로든 주제적인 핵으로 작 

용하고 있다.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이상’은 있어야만 할 어떤 것에 관한 이성적 

일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관념이고， 불완전한 세계의 틀 속에 존재하지 않고， 초 

월적인 현섣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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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여성 (Be'lHa~ nOllPyra)"은 두 가지의 개념적 이해를 갖는다. 첫째는 세 

계의 구원자로서 소피아(C04lH~)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서정적 자아가 사랑하 

는 구체적 여인의 측면이다. 그리고， 이때 서정적 자아의 개인적 차원에서 등 

장하는 여인이든 혹은 보다 보편사적인 차원에서 등장하는 여인이든， 이 여인 

과 서정적 자아는 ‘사랑’하는 관계로， 특히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성격 

을 달리한다. 즉， 이 사랑은 ‘이상’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 세계의 ‘악(3JlO) ’ 

속에 잠겨 있어， 자신의 목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있는 ‘가련한 친구’9)에게 

대한 격려， 자애로움， 자비적인 성격을 띠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랑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반면， 서정적 자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랑’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각적 사유에 대한 갈망이고， 그와의 결합에 대한 갈망으로 

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랑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의 측면 

에서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은 ‘위대한 진테제’의 순간적인 선취이자， 이 세 

계에서의 죄를 사함 받는 순간의 선취로서 오히려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 있어서 사랑은 단순히 이성간의 사랑， 혹은 에로스 

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이 복합 

적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그의 고유한 테마 ‘진테제’가 알레고리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사랑의 테마를 다루는 그의 시들에서 자주 동장하는 ‘사랑’은 하늘과 땅올 

연결하는 힘이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서정자아의 내면 공간 뿐만 아니 

라 세계공간이 결합되는 코스모스적인 ‘위대한 진테제’의 실현조건이라는 개 

염을 지닌다. 이러한 ‘진테제’의 순간이 실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들 가운데 

하나가 “대 지 -여 신 이 여 ! (3eMJl~ -BJlallbl패ua! )"10)이 다. 

세계’의 반영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 ‘이상’과 ‘소피아’와의 관 

계에 관하여는 졸고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J，러시아연구J ， 제6권， pp. 

19-40을 참조하시 오. 

9) ‘가련한 친구(5ellHb!l! llPyr)’로 나오는 서정적 자아는 이곳의 악한 세계 속에 휩싸여 

있고， 자선의 목적을 상실할 위험에 항상 처해있다 

10) BJlallHMHp COJlOBbeB, CTHxTBopeHHJ/ H myTo 'lHble ITbeCbI, 1I.: “COBeTCKHÎÍ OHCaTeJlb .. , 

1974. 앞으로의 시들의 인용은 본 텍스트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인용문의 강조는 
필지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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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 ~BHOM TaHHCTBe BHOBb BH*y 드으묘료I효건브흐 

3eMHoR aymH CO CBeTOM He3eMHMM, 

H OT OrH~ JllO ðB~ *HTeRcKOe CTpaaaHbe 

YHOC“TC~ ， KaK MHMOJleTHWR aWM. 

그리고 분명한 비밀 속에서 나는 보네 

지상의 영혼과 비지상의 빛의」겉화율i 

그리고 사랑의 붕로부터 세상사의 고달픔이 

마치 순간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을. 

2. 사랑의 이중성 

솔로비요프의 서정시들에서 “세 만남(TpH CBH.llaHIUI)"을 비롯한 ‘만남’의 시 

들에서 사랑의 테마는 이러한 ‘위대한 진테제’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적인 

성격과 함께， 사랑 그 자체는 또 다른 성격을 띤다. 이러한 시들에서 특정적 

으로 보이는 강한 정서가 그것인데， 이 정서는 비록 그것이 구원의 테마， ‘진 

테제’에 의해 동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매우 긴장된 사랑의 감정， 

‘열정 (CTpaCTb)’의 표현이기도 하다. 

3aqeM CJlOBa? B ðe3ðpe*HocTH Jla3ypHoA 

3IþHP배X BOJlH C03Byq뻐e CTpyH 

HeCVT k Teðe *eJlaHH꺼 nJlaMeHb ðVPHwR 

” TaAHWR B3aOX HeMelOmeA JIIOðBH 

말이 무슨 소용인가? 감청색 무한함속에서 

에테르 파도의 화음의 물결이 

욕악의 폭풋캄은 붐꽃과 

맘음 않유 사락의 비빔스런 하숨음 그대에게 가져가네. 

솔로비요프는 이와 같은 계열의 시들에서 의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이중 

적 사랑’의 테마， 즉，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동시에 지상적인 

열정을 지난 사랑의 테마를 묘사한다. 이러한 이중성의 노출은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지년 이중적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 서정시의 관능성 83 

대상은 신성한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결국 환영 (BHneHHe)과 같은 열굴 

없는 현상이자， 동시에 현재의， 고유한 개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기도 한 것 

이다. 일련의 연시(戀詩)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러한 이중적 사랑의 테마에 관 

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상’은 현실의 구체적인 여인이 초자연적이고 이상화 

된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다. 시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인은 이제 ‘영원 

한 여인’만이 아닌 실제 현실의 여인이다. 이것은 여인올 부르는 “MHJlaJl"새H

nag neB0%a” 동의 호칭에서 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녀가 일상 세계에서 
붙잡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 

난다. 

TbI nOHHKRa, 3eNHOII nayTHHolO 

BCJI OnYTaHa, l5e뻐뼈 101011 .!IPyr, 
Ho He I5oHCJI: Te l5J1 He nOKHHy JI, -

지상의 거미집으로 온통 묶인채， 

그대는 고개를 떨구었네， 가련한 내 친구여， 

그러나 두려워말게: 내 그대를 버리지 않으리니 -

이 폰재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 ‘영원한 여인 (Be1.JHaJl nOllypyra)’에 대 

한 그의 태도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가 부르는 그녀에 대한 노래와 동화 

는 “이성을 상실한(6e3YMH뻐e)" 미친듯한 열정같은 것이다. 

A nOKHHyTb TeGJI H 3aGblTb MHe HeBMO~b: 

MHp TOrna nOTepJleT BCe KpaCKH, 
H 3aMoRKHyT HaBeK B 3Ty ~epHYIO HO~b 

Bce Ge3YMHble neCHH H CKa3KH. 

그런데 나는 그대를 저버릴수도， 잊을수도 없네: 

그러연 세계는 모든 색채를 잃게되고， 

모든 미치 노래와 통화는 

영원히 이 검은 밤에 침묵하리라 

이러한 시들은 송로비요프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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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 11)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불완전 

한 여인과 초자연적인 ‘이상’과의 직접적인 동일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 

나의 동일한 실체의 두 가지 발현형식으로 고찰할 수도 있을 듯하다. 즉， 이 

‘이상’이 ‘이 세계 (3ne띠H째 MHp)’에서는 약화되고， 심지어는 ‘악’의 모습을 띤 것 

으로 나타나고， 저 세계， 번 이상 세계에서는 완전한 미 속에서 빛나면서， 서 

정적 자아에게는 환영과 유사한 ‘만남’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다. 

0, 'lTO 3Ha'laT BCe CJlOBa H pe 'lH, 

3THX 'lyBCTB OTJlHB HJlH npH60R 

nepen TaRHO~ He311emHe꺼 HameR BCTpe'lH. 

nepen Be'lHO~ ， Hell뻐빼(뼈 CYllb6o~? 

B 3TOM lI*H -- 0 , KaK TY J1*HBa! 

Cpellb 06MaHOB TY *HBOR 06MaH. 

Ho Bellb OH CO MHOR, OH MoR, TOT MHr C'laCTJlHBYR, 

4TO paCCeeT BeCb 3e뻐foR T}'MaH. 

이 땅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만남의 비밀 앞에서， 

영원한， 움직이지 않는 운명 앞에서， 

모든 단어와 말들， 

이러한 감정들이 사라짐과 밀려옴， 

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계 속에는 거짓들 - 오， 너는 얼마나 거짓된지! 

기만들 가운데 너는 살아있는 기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고， 

모든 땅의 안개를 흩어버릴 행복한 한 순간이다. 

위의 시를 살펴보면， 첫 연에서 이 땅의 모든 단어， 말， 감정들은 ‘영원한 

운명’， 이곳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만남’ 앞에서 무의미하다. 첫 연의 앞 두 

11) 솔로비요프의 c. n. XHTpOBO에게 가졌던 80년대의 사랑과 1892년의 C. M. MapTYHOBa 

에게 가졌던 사랑이 반영된 것으로 말해진다 이 두 사랑의 결과는 모두 성공적이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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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 자질들을 서정적 자아와 이 땅의 인간들이 담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인은 저 세계의 심연 속에서 우주의 운 

명을 알고 있는 완전한 미의 형체를 띠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저 세계의 

여인이 정 반대의 대조적 자질을 띠고 바로 그 다음 연에서 출현한다. 즉， 둘 

째 연에 나타나는 여인은 이 세계의 기만 속에 위치하고 있으연서， 그 어떤 

기만보다도 더 기만적인 악한 여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한편의 시 속에서 통 

일한 여인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시 “말 

이 무슨 소용인가?(3a4eM CJlOBa?)"에서도 이 지상적인 여인과 ‘영원한 여인’ 

과의 동일시가 나타나는데 이 여인의 신성한 자질이 ‘감청색’12)의 메타포와 

‘미’의 개념에 의해서 공고화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의 본질적 이중성이 그녀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이중성을 결 

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그녀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사랑은 이상적 

인 사랑과 악한 열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 관계가 다음의 

솔로비요프의 시에서 잘 드러난다. 

M잉 comnHCb C TOÕOR He~apOM， 

H He~apoM ， KaK nOlKapoM" 

-
때
 

땐
 빼
 뼈
 

웰
 빠
 빠
 

g 

n
-
뼈
 B 

따
 

빼
 빼
 뼈 빠 

J ( 

CBeT HJ TbMbI. Ha~ '1epHoR rn비60 1l 

BoJHeCTHC~ He MOrnH 6b1 

lIHKH pOJ TBOHX, 

EcnH 6 B cYMpa'lHOe )]OHO 

He BnHBanc~ norpy*eHHI때 

12)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 ‘감청색’은 신성의 상징으로서， 진테제가 이루어진 순간 

에 자주 나타난다 상징주의자들의 색상의 상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학위논문(KaH띠

~aTCKa~ ~HccepTaUI쩌)을 참조하시 오 AneceeBHa C B. , npHHUHJTbI /lHpWfeCKO꺼 UHK/lH 

3JUHH B JT033HH CHMBOH/lCTOB. CTpyKTpOOtψJ3Y'ODl.JJI φYHKUHJI CHMBO /lJ UBeTJ. M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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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HbI때 I<OpoHb HX. 

우리는 까닭이 있어 헤어졌네， 

그리고 까닭이 있어， 마치 불처럼， 

뾰웅젊으l 숨쉬네: 

이 러 한 불꽃같은 고통들만이 -

존재 힘의 

믿을 수 있는 보증이라네. 

시
 

( 

어둠으로부터의 빛. 검은 돌덩어리 위에 

너의 장미꽃 용모들이 

올라갈 수 없으리라， 

만약 어스름한 가슴 품에 

그것들의 어두운 뿌리가 

내려져 뿌리내릴 수가 없다면. 

첫째 연은 열정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존재를 보증하는 힘으로 언급되면서， 

서정적 자아가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채， 열정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묘사 

한다. 인용에서 생략한 두 번째 연은 “불타는 어둠의 심연 속으로 자신의 살 

아있는 흐름을 흘려보내는(B õe3nHy Mpaka OrHeB~ nbeT CTp~ CBO~ 뼈B~)" 

“영원한 사랑(BetlHa.ll ~ÕOBb)"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셋째 연에서 묘사되는 

‘장미 들’의 형 상은 ‘이 상’의 영 역 에 속한다. 그리 고 장미 가 지 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지의 어둠의 가슴 품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시인의 발화는 

결국 ‘이상’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악하고 불완전한 지상세계에 그것이 불완전 

한 형체로 출현해야만 한다는 시인의 사유의 시적 형상화이다. 

‘악’에 가까운 열정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하듯이， 현실의 여인， 즉， 이 세 

계의 인간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원형’과 같은 것이 된다. 다시 말 

하면， ‘악’이나 ‘현실의 여인’은 모두 가치적 자질에 있어서 부정적인 속성을 

띠지만， ‘이상’， ‘영원한 여인’의 실현을 위해서는 꼭 펼요한 전제요건으로 승 

격된다. 플라톤주의과 연결되는 낭만주의 가치체계에서 흔히 긍정적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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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것의 대립 명제 속에 제시되던 저세계와 이세계， 이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열정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은 전통적으로 이 세계와 인간적 열정 

등을 가치결손적인 성격으로 규정되면서 하위적인 것으로 위계체계를 구성하 

여왔다. 동일한 가치체계가 솔로비요프의 시에 이르러서는 전자와 후자의 대 

립항이 모두 동등하게 그 기능적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13)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결국은 시인과 ‘영원한 여인’과의 환상적인 

사랑에 ‘실제성’과 ‘물성’올 부여하여， 이 영역에서 솔로비요프의 주요한 테마 

인 ‘진테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의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그 

가 자신의 논문 r사랑의 의미 (c뻐CJI JlI06BH) J 14)에서 개진한 사랑에 대한 철학 

적 개엽 속에도 유사하게 전개되어 있다. 시에서나 철학적 논문에서나 이성 

사이의 사량은 강력한 형이상학적 힘으로， 인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고찰된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올 받는 사람올 완전한 폰재로 상정하고， 자 

기자신이 아닌 오직 이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인정함으로서， 그는 자 

신의 에고이즘을 극복하게되고， 이때 사량은 “물질세계에서 신의 형상을 가시 

적으로 복원하는 요소”라는 의미를 갖게된다.15) 이 논문에서 우리의 주제와 

연관하여 우리의 관심올 끄는 것은 사랑의 정신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감각적 

인 것의 통합적 필요성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관심이다. 솔로비요프는 순수한 

정신적인 것만의 사랑올 순전히 감각적인 열정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비정 

상’이라고 부른다. 그는 감각적인 열정올 동물 세계에서 찾고， 순수한 정신적 

인 사랑을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틀 속에서 머리와 날개만 있고， 폼체는 없 

음으로서 공중에서 증발되기만 하는 작은 천사들에서 찾아 설명한다. 솔로비 

요프에 따르면， 이 두 종류의 사랑은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진정한 사랑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통합될 때에만 가능하다 

솔로비요프의 이와 같은 신비적인 사랑의 개념이 더 일목요연하게 또 미학 

13) 러시아 상징주의의 철학과 가치체계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싸HU ， 

3. r., 0 HeKoTophIX “Hem빼OROrHQeCKHX" TeKCTax B TBOpQeCTBe pyCCKHX C뻐BOJlllCTOB. 

B KH.: DJTOKOBCK써 C60pHHK 3., Bbln. 459. TapTY, 1979. cc.76-120. 

14) CORoBbeB, BRaLI싸Hp. ， “CMblCR Æo6BH", B KH.: BJTatIHMHp CepreeBH'I COJTOBbeB. CO'lHHeHHfI 

B OByX TOMBX. M “MblCRb", 1990. TOM.2, cc .493-547 

15) 이 논문은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인 동찰로서， 플라톤적이고 신비적이며， 심령술적 

인 요소와 결합되어 섣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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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합하게 표현되는 것은 그의 논문보다도 오히려 그의 시들이라고 보 

인다. 이런 시들 속의 사랑은 정신과 육체의 두 차원이 결합되는 신비적 성격 

의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은 이세계와 저세계를 연결시키는 교량으로서 두 차 

원의 대립을 해결하여 조화(rapMOHH$I) 속으로 이끌어 들인다. 이런 ‘조화’가 

표현되는 솔로비요프의 시들 속에서 특정적인 것은 이 두 세계의 대립이 약 

화된다는 점이다. 즉， 서정적 자아가 여인의 연약함에 대해 느끼는 동정과 연 

민 에 의 해 서 완화되 거 나(“5e.llH뻐 .llpyr! HCTOMHJI Te6$1 nYTb."jj “BHlI<Y 04H TBOH 

H3YMpY.llHble") , 혹은 ‘낮은’ 차원이 ‘열정’의 개별적 형상들 속에서 단순히 언급 

만 됨으로서 완화된다(“ßeHb npomeJl C cyeTo꺼 6eCnOlIla.llHOIO" , “3a4eM CJlOBa?''). 

반대로， 대립이 완화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들 속에서는 사랑하 

는 여인의 이상적인 측면이 마치 그녀의 또다른 본질인 ‘기만’적인 측면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는 작가의 확신 속에만 존재할 뿐이거나(“0， 

QTO 3Ha4aT BCe CJlOBa H pe4H"jj “MHJlbIA .llpyr, He BeplO $1 HHCKOJlbKO"), 혹은 시 

자체 속에서 여인의 이상적인 측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악한， 차 

가운 루살까”만으로 나타난다.(“TeCHO cep.llue , $1 BHlI<Y, - TBOe .llJIji MeH$I") 

솔로비요프의 서정시들에 나타나는 이러한 예들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올 발견할 수 있다. 즉，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는 두 세계， 

두 차원의 대립이 신비적인 사랑 속에서 해소되어 순간적인 조화의 상태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대립이 그 자체로 머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결합될 수 없음’으로만 묘사되기만 할 뿐 한편의 시 속에서 그 두 가 

지 상태가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 그의 시들은 이러한 대립의 

해소를 통한 조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과 그 가능성이 부재함(즉 대립이 

대립으로만 머무름)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서정적 자아가 그녀와 

만나는 순간과 그가 머물고 있는 일상의 시간을 교대로 체험하는 것과 상응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비중에 있어서는， 결합불가능성의 원칙이 

표현되는 시들의 수가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사랑의 시들의 수보다 월등히 

지배적이다. 

이 원칙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한 편의 시가 위에서 인용한 시 “우리는 까 

닭이 있어 헤어졌네 (MbI COmJlHCb He.llapOM)"이다. 이 시에서 보면， 그녀의 천상 

의 여인의 모습과 악한 여인의 두 가지 모습이 모두 형상화되고 있지는 않지 

만， 적어도 그와 유사한 ‘열정’과 ‘사랑’이 나란하게 묘사되어지며， 일종의 진 

테제 속에 결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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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시들과 함께， 솔로비요프가 계시를 위한 신비적 체험으로서 ‘사랑’과 

‘열정’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이 있 

다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그의 유일한 산문인 「안개 낀 젊 

은날의 새 벽 에 (Ha 3ape TyMaHHorO IOHOCTH)J (1892)16)는 바로 이 러 한 열 정 과 사 

랑의 내적인 상호관계를 설정하려 시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은 동시에 함께 지탱되지 못하며 전환 부분에서의 대립은 희극적이 

되거나， 혹은 “세 만남”에서처럼 의식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강조된다. 

작가가 단편소설 (paCCKa3)이라고 장르를 밝히고 있는 이 작품은 자서전적인 

요소들을 지닌 일인칭 화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화자는 그의 삶에 깊은 흔 

적을 남긴 먼 과거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 당시의 나， 젊은 대학생 

이었던 철학자는 열차의 쿠페를 타고 여행을 하게되는데， 마침 맞은 편에 젊 

은 여인과 단둘이 함께 가게된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는 열 

정에 휩싸이게되면서，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맞은 편의 여인을 껴안고 키스 

를 하게된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직전에 그가 머릿속에서 순수한 정 

신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여인(그는 자신이 평소 사랑하던 올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다)을 공상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즉， 그는 머릿 

속으로 앞으로 만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에 

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들의 사랑은 ‘지상적인 요소’ 즉 ‘욕망’과 ‘기대’를 공 

동으로 극복하고 세계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설득하였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뒤에 갑작스런 열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가 저지른 실패에서 오는 모독감에 그는 실망하게 되고， 너무 놀란 그는 의식 

을 상실한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건너편에 앉아 있던 여 

인의 품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나 언어에 있어서， 모두 솔로비요프의 포에마 “세 만남(TpH CBllaHHJI)"의 세 번 

째 만남에 정확하게 상응한다. 즉 여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미의 형상으로 

까지 빛나고， 서정적 자아는 ‘영원한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며，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B 3TOM OllHOM 6blJlO Bce)'17)는 것을 느끼게된다. 

이 작품에서도 서정시에서의 사랑의 성격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16) COJIOBbeB, BJIaIlHMHp, “HenOIlBH*HO JIHmb COJIHue 재OB.1IH ... ", M,: “MOCKOBCKHIí paOO'lHIí", 

1990. cc.1 40-156. 이 작품은 1892년 잡지 r러시아 사상(PYCCKall 뻐CJIb) J 제5권에 

실렀고， 이 제목은 꼴쪼프(A. B. KOJIbueB)의 시 “이별 (Pa3JIyKa)"의 한 행이다 

17) TaM *e. c .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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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는 높은 사랑과 낮은 사랑이 진테제를 이룬다기 보다는 그것들이 완 

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환영올 제외한 여타의 요소들은 대부분 사실주의적인 

경향성을 띠는 이 이야기에서 환영은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으로 분리되어 고 

통스런 엑스타시의 인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하간， 이 환영은 서정시들에 

서 나타나던 환영들과는 달리 화자가 여전히 ‘악’한 열정과 심리적으로 연결 

된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고， 또한 이 환영이 출현하기 직전의 작품 첫 번째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코믹성은 진테제로서의 환영의 성격에 경박한 느 

낌을 부여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이 테마가 어떤 설득 

력있는 해결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8) 근본적으로 신비적이 

고， 유토피아적인 환영의 모순성과 해결불가능성올 나타내는 소설의 이러한 

미학적 지표들과 상관없이， 일련의 시들 내에서만 에로틱한 테마틀을 고찰한 

다면， 이 테마는 위에서 언급한 1892년의 시틀로서 완결되어지고， 솔로비요프 

는 더 이상 이 주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3. 사랑의 상실과 ‘우스개 시들’ 
에로틱한 테마의 상실은 직접적으로는 마르띄노바(c. M. MapT~HOBa)와의 사 

랑19)의 불행한 결말의 자서전적인 반영이고， 간접적으로는 그의 사유의 예술적 

발화로서도 고찰가능하다. 즉 이후에 고찰하게 될 후기 서정시틀에서 ‘사랑’의 

개념이 ‘공상(MeqTa)’의 개념이 대치되기 이전까지， 솔로비요프의 이후 시들에서 

의 사랑의 개념은 “세 만남(1898)"에서처럼 순수한 정신적 성격을 띠거나， 혹은 

사이마에 관한 일련의 시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학적’ 성격을 띠고 동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랑의 개념 속에서는 진테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기 시 

들에서 보이는 본질상 변화된 사랑의 개념은 솔로비요프 자신이 그의 논문 r사 

랑의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일컬었던 바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 후 

기 서정시들에서의 금욕주의적인 성격 “영원한 여성성 (BeqHa51 lKeHCTBeHHOCTb)" 

에서의 아프로디테에 대한 낮은 평가， 시집 서문에서의 “동물적인 인간 관계 

들”에 대한 비판 등은 작가의 신비적인 사랑의 개념의 거부를 의미한다.때) 

18) 여기서 철도와 성의 테마는 끼. 툴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와 r크로이체 소나타」 

을 연상시킨다. 

19) 위에서 인용한 대부분의 시들은 1892년에 씌어진 것들로 마르띄노바에게 보내는 
편지에 포함되거나， 혹은 그녀에게 헌시된 것들이다 

20) 이러한 에로되한 테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사체는 다름아닌 블록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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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시들에서 보이는 솔로비요프의 신비적이고 에로틱한 테마는 신비주 

의자 안나 쉬미드트(AHHa WMHlIT)와 연관시켜 고찰하기도 한다.21) 철학적으로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과 유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불가꼬프(c. EyJlraKOB) 

는 솔로비요프와 안나 쉬미드트에 관한 논문22)에서 솔로비요프와 쉬미드트의 

에피소드를 그의 시의 사랑의 테마와 연관시키고， 솔로비요프의 ‘영원한 여성’ 

의 신비적 성격이 이것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한다. 모출스끼도 솔로비요프가 

그의 문서에 기록하듯 그의 시들에서(이때 이것은 시들 가운데만 보이고， 철 

학적인 글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묘사하고 있는 관계들의 직접성과 구체성 

올 지적하면서， 시들 속에서는 비록 어떤 승화된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 

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들”이다. 블록의 시에서 에로스 길을 통하여 ‘이상’에 도달하 

고자 했던 서정적 자아의 시도는 솔로비요프의 시에서 보다 더욱 실패를 겪게된 

다. ‘이상’에게는 서정적 자아의 ‘열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이상’은 이해불가능한 먼 곳으로 멀어진다. 솔로비요프와 마찬가지로 블 

록에게 있어 이것은 순전히 자서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이것은 유토피아의 상실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솔로비요프의 사랑의 테마는 블록의 예술적인 발전에 있어 

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그의 작품에 생산적인 영향률 미쳤고， 또 일단의 솔 
로비요프 후계자들에게는 영향올 미쳐 일단의 상징주의 그룹에 신비적인 판능주의 

를 발생시칸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솔로비요프의 ‘이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 

부는 별개의 문제다. 

21) 안나 니팔라예브나 쉬미드트0851-1905)는 외모가 특출하지도， 교육올 많이 받은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니취니이 노브고로드에서 살았고， 여교사직과 지방 신문 

사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직관과 견해를 피력한 몇편의 논문들을 썼다. 그것들의 
내용은 주로 교회의 본질， 세계의 종말에 관한 묵시록적 환상 등에 관한 것이었지 

만， 무엇보다도 신비적 에로티즘에 대한 여성적 표현들이었다. 안나 쉬미드트는 자 

신이 천상의 연인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솔로비요프의 소 

피아론과 그의 시에 대하여 알게되었을 때， 그녀는 솔로비요프가 다름아닌 그녀의 

이상， 그리스도이며， 자신이 그가 찬양해마지 않는 ‘영원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편지를 써서 보낸다(190이. 솔로비요프는 이 

고백에 놀라게 되고， 이 전혀 알수 없는 여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하간 이 여인의 출현은 솔로비요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편지 내용을 부인하는 답장을 보낸 뒤 며칠 후 그는 그녀의 요청 

에 의해서 블라지미르로 가서 그녀를 만난 것， 또 그가 그녀의 가르침에 미친 몇 

가지 결과들은 이런 사실을 추측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하시 오. K. MO'lyJlbCI<l깨 ， TOrOJ/b. COJ/OBbeB. l1ocTOeBCKHf1. 1.1., 113D.: “Pecny6J11!l(a", 1995. 
cc.212-213 ’ 

22) 5yJlraKoB C‘ , BJ/aJ1HMHp Co刀OBbeB H AHHa UlMHJ1T. “THX“e nyMμ" ，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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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이상한 신비적 소설이 진행되는 듯하다고 주장한다. 불가꼬프나 

모출스끼는 모두 이 사량의 대상을 실제로 존재했던 소피아로 여겼던 듯하며， 

더 나아가 그들은 소피아가 안나 쉬미드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껑) 

‘영원한 여인’과 안나 쉬미드트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언급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적어도 안나 쉬미드트의 출현이 

솔로비요프에게 심한 충격을 준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는 이 여 

인의 잠꼬대 같은 이념과 자신이 보이고자 했던 ‘영원한 미’ 사이의 유사성을 

적어도 그녀를 알게된 초기에는 인정하였던 것 같고， 매우 진지한 것으로 받 

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녀와의 만남은 이런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기대했던 이 존재가 미와 여성적인 매력을 완 

전히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는 그의、이상에 대한 조소로서 보 

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말년의 솔로비요프 앞에 나타난 안나 쉬미드 

트의 외모는 ‘영원한 여인’의 실현에 대한 최대한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물이었 

던 것이다.잉) 

1893년 이후에 점증하는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들’은 결국 솔로비요프의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솔로비요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테마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우스개 시들’의 형식을 빌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파괴는 

그의 후기시에서 자기패러디와 빈정거리는 아이러니 속에서 반영되어 나타난 

23) 그러나 또한 모출스끼는 솔로비요프가 죽음을 앞둔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안나 쉬 

미드트와를 만남이 솔로비요프가 그의 시집 3판 서문에서 “그의 신성올 입고， 그 

힘으로 우리를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참된 미가 계시되는 것이 가까 

와지고 완전해지면 질수록， 고통과 죽음의 왕국을 영원화하기만 하는 기만적이고 

무기력한 미로부터， 그녀의 거짓된 유사체로부터 그녀를 분리하는 특정이 더욱 날 

카로워진다”라고 쓰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말년의 솔로비요프의 ‘영 

원한 여인’의 개념에서 관능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천상의 여인의 특정만이 남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안나 쉬미드트와의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O'lyJJbC I<때， TaM 

:l<e. c.213 
24) 벨르이는 솔로비요프가 사망하고 난 다음해인 1901 년 솔로비요프의 형의 집 미하 

일의 집에서 안나 쉬미드트를 만나게 된다 이때 그녀의 외모에 대한 벨르이의 회 

상은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는 하지만 일정정도 사실성에 토대하고 있다 

고 보여진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에 인용되어 있는 벨르이의 언급을 참조 

하시 오 K M。니yJJbC I< Hií ， TaM :l<e. c.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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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인용한 ‘높고’， ‘낮은’ 사랑이 조화로운 진테제 속에서 결합되는 시 

“우리는 까닭이 있어 헤어졌네 (MbI COIIIJIHCb C T060엄 He llapoM)"와는 대조적으 

로 그 다음해인 1893년에 씌어진 다음의 시에서 이제 서정적 자아는 여인이 

‘질 나쁜 재료(HerOllHwA MaTepb~JI)’로 드러났음을 알린다. 조각가인 서정적 자 

아는 질이 떨어지는 ‘대리석 조각’으로부터 ‘빛나는 신성 (CBeTJIOe 60*eCTBO)’을 

창조하려고 공상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국 조각가의 시도는 끌이 부러지는 것 

으로 끝난다 

B버 6b1JIH L\.Il~ MeH~ ， npeJleCTHOe C03JlaHbe, 
4TO L\.Il~ ckyJlbnTopa MpaMOpa kyCOk, 

Ho CJlOMaH MoA pe3eu B yCHJIeHHOM CTapaHbe, 
A r JIbl6b1 KaμeHHoA OH OJlOJleTb He MOr! 

A~6HTb Bac tout de rnerne? 60T CTpaHHa~ 3aTe~! 

KorJla *e kTO ~6“JI HerOJlH때 μaTepb~JI? 

o CBeTJlOM 5o*ecTBe, ~60B납o nJlaMeHe~ ， 

o CBeTJlOM 5o*eCTBe HaJl BaMH ~ Me4T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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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창조물이여， 당신은 내게 있어서 

조각가의 대리석 조각같은 것이었네， 

그러나 격렬한 노력속에서 내 끌이 부러졌고， 

그것은 돌 덩어리를 이겨내지 못했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상한 길이네! 

언제 누가 질 나쁜 재료를 사랑했는가? 

사랑에 불타서， 나는 공상했었네， 

당신위에 있는 벚나는 신성에 관해서， 빛나는 신성에 관해서 

이제 당신을 위로하리 1 피그말리온은 드물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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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게는 석공의 정조가 있네: 

대리석으로부터 그는 정자의 벤취를 만들것이고， 

노동의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리 

2연에서 서정적 자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회의 

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것은 더 이상 갈수 없는 이상한 길이라고 탄식한다.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돌덩어리로 판단된 그녀를 언제 

자신이 사랑했던가하고 의아하게 되묻기까지 한다.3연에서 서정적 자아는 더 

나아가 빈정거리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진정한 예술품을 만들려 

는 자신의 노력은 이제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고(1행) 그나마 자신에게 있는 

석공의 재능을 예술품의 창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벤취나 만들어 

서 그 위에서 앉아쉬겠다는 것은 서정적 자아의 발화는 이전에 자신의 ‘영원 

한 여인’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그런 기대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아이러니컬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우스개 

시’가 바로 “비문(陣文 3nHTa빼}l)"이다(이것은 진부하고 조악하다는 이유로 인 

해서 초판 편집에서는 당시 편집자에 의해 제외되었었다). 

BnaaHMHp COnOBbeB 

JJe:l<HT Ha μeCTe 3TOM. 

CnepBa 6wn $HnOC。φ，

A HμHe CTan mKeneTOM. 

HH뻐 nlO6e3eH 6WB, 
OH MHOrHM 6wn H Bpar; 

H。’ 6e3 )TMa nI06HB, 
CaM BBeprHync~ B OBpar 

OH llYruy nOTep~n ， 

He rOBOp~ 0 Tene: 

Ee aHaBOn B3~n， 

Ero :1< C06aKH CbenH 

Opoxo:l<HR! Hay~Hcb H3 MOerO npHMepa, 

CKonb narv6Ha nlO6oBb H CKOnb nOne3Ha B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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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가 

이 곳에 누워있노라. 

처음에 철학자였는데， 

이제는 해골이되었다네. 

어떤 이들에게 친절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이었네; 

그러나， 정신없이 사랑에 빠진 그는， 

계 곡으로 빠져 들어 갔다. 

그는 정신을 잃었고， 

육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채; 

영혼은 악마가 잡아가 버렸고， 

육체는 개들이 먹어버렸다. 

행인이여! 나의 본보기로부터 배우시라， 

엄마나 사랑이 파멸적이며. 열마나 믿유이 유욕하지를. 

95 

이 작품은 이중적인 의미를 발생시킨다. 즉， 자신이 쓴 자신의 묘비문은 그 

양식상 자신의 삶에 대한 일정거리두기에서 비롯되는 반성적 행위로 진지함 

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가 기대했던 사랑이 가져다준 실패에 대한 반성의식이 

이러한 진지함으로 이 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인의 반성적 인식 

의 예술적 표현은 정반대의 양식으로 드러난다.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판단 

은 경건하고 엄숙한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 비문 속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로 

회화적인 형태로 그려진다. 이것은 결국 이전에 솔로비요프가 기대하던 사랑 

이 실패하고 난 뒤， 그것에 대한 참담한 실망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더 나가 

서는 그의 ‘이상’ 전반에 대한 회의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 

솔로비요프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파멸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순수 

한 ‘믿음’(이것은 곧 지상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천상의 미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 믿음의 길은 부정되고 회의되 

는 순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솔로비요프 시의 중추적 핵심이라 

고 일컬었던 ‘이상’에 대한 그의 전반적 회의로까지도 관찰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스개 희곡’들25)에서는 아리러니의 경계를 념어 

회의적인 단계로 나아있다. 그의 서정시들에서 ‘이상’의 성격을 부여하던 개념 



96 러시아연구 쩨9권 채2호 

들과 형상들이 여기서는 낮은 차원으로 하강되어 거침없이 패러디된다. 가정 

에서 상연할 목적으로 씌어진 이 작은 희독들은 시들의 테마와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서정적 사건들(nacca:l<H)이 조잡하고 저속한 희극적 장면들 속에서 

끊임없이 교체된다.26) 

사실 솔로비요프는 이미 80년대부터 아이러니의 성격과 대상을 바꾸고 있 

다.27) 그것은 후기로 가면서 점차 ‘패러디’의 형식으로 보편화되고， 특히 ‘이상’ 

자체， 솔로비요프의 세계관에 대한 ‘자기패러디’가 됨으로서， 자신의 ‘이상’에 

대한 작가의 증대되는 회의와 체념의식을 드러내는 성상파괴적인 성격을 획득 

하게 된다.잃) 

솔로비요프 후기 서정시들에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사랑 

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체험한 후 ‘우스개 시들’에서 아이러니와 자기 패러디 

의 형식으로 이런 그의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다면， 후기의 소위 ‘진지한 시’틀 

속에서는 ‘이상’과 일상세계의 결합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직접적인 다 

른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즉， 저세계와 이세계 사이의 진테제의 힘으로 

서 순수한 천상의 사랑의 개엽이 한편에서 제시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테제 

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궁극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상(Me

tna)’의 테마가 보다 분명하게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4. 공상(Neqn)으로서 의 사랑 

위에서 살핀 연시들 가운데에는 ‘공상’의 테마가 이전의 이중적 의미의 사랑 

25) 이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출판된 것은 1928년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는 이미 이전에 출판되어 있었고， 벨르이와 블록은 이 작품들을 문서고에서 이미 

읽었다 

26) 솔로비요프의 ‘우스개 시’와 ‘우스개 희곡’들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범 
위를 벗어난다 이 주제는 학술진흥재단에 본인이 제안한 r블라비미르 솔로비요프 

의 예술창작에서 웃음의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27) 싸HU 3‘ r. , BJ1aJl써IIP C0J10BbeB - n03T, B I<H: B.naOHMHp Co.no8be8, CTHxoT8opeHHJ/ H 

myTO <iHble flbeCbI. JJ. , 1974. c.26. 
28) 이와 관련하여， 솔로비요프 동시대인들은 진지한 대화 도중에 갑자기 터져나는 급 
격한 웃음은(“마치 후자가 전자에 대해 비웃는 것처럼" (싸HU ， TaM lI<e , cc.38-39)) 그 

의 개성의 분열에 대한 증후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정신분열증 

으로 이해하기보다논 그의 철학적 이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보는 것이 올바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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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시들 가운데 한편 

인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조금도 믿지않네 (MHJI뻐 llpyr, He BeplO jI HHCKOJlb

KO ... )"에서 살펴보면， 서정적 자아는 여인에게 그가 그녀(그녀의 눈과 말， 감 

정)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단지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들만을 믿는다. 

3TH 3Be3ny MHe CTe3elO Mne4HO찌 

HaCynalOT BepHYe 센트묘I브 

H paCTJl T B nycTYHe ÕeCKOHe4H。α

~ MeHJI He3nemHHR UBeTY. 

이러한 별들은 나에게 은하수로써 

믿을만한 호잘들율 보내주고， 

그리 고 무한한 사막에는 자라나리 

내게는 이곳의 것이 아닌 꽃들이. 

이 ‘공상’은 축어적인 의미에서의 환상 허위적이고 주관적인 공상의 결과물 

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보다 높은 현실을 열어주는 신뢰할 만한 유일한 계 

시이다. 그러한 공상들 속에서 열려지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허위적이 

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이 세계의 경계 내에서의 경험들이다. 일반적으로 공 

상， 꿈， 심지어 백일몽과 같이 믿을 수 없음， 허황됨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솔 

로비요프의 서정시틀 속에서는 전이되는 의미로 사용된다.29) 

특히， 90년대의 시들 속에는 사랑의 개념은 좀더 공상의 개념에 가까워진 

다. “세 만남”에서 프롤로그의 두 행 (3apaHee Hall CMepT뻐 Top*eCTBYJl / H uenb 

29) “서정적 시에 관하여 (0 nHpH4eCKOR n033HH)"에서 솔로비요프는 페트(A. A. φeT)의 

공상을 다음과 같이 해 석 한다: “YCTynaJl XOlUl배M nOHJl TI찌M， H Ham n03T Ha3YBaeT 

HHorna COnep*aHHe n033HH ~e'uaMH H CHaMI!' HO npH 3TOM COBepWeHHO JlCHO, 4TO 3TH 

Me'lTbI H CHμ nn꺼 Hero rOpa3nO neßCTBHTenbHee H Ba*Hee OÕYKHOBeHHOß peanbHOCTH, 
< <BCenHeBHOrO ynena> >. < ... > To. '1 TO MJI TOnnbl TOnbKO npa31lHaJl rpe3a, TO no-

3T C03HaeT KaK OTKpOBeHHe BμCWHX CHn, '1yBcTByeT KaK pOCT TeX nyXOBHbIX KpblnbeB , 

KOTopble yHocn ero H3 npH3pa'lHOrO H nycToro cy띠eCTBOBaHHJI B OõnaCTb HCTHHHOrO 

6b1TH5I". (8. C. ConoBbeB, φμπOCOrþH5I HCK}'ccTBa Jf .nHTepaT}'pHa51 KpHTHKa , 1-1., 1991. c 

c .406-407 밑줄 강조는 펼자) 솔로비요프는 페트의 용어사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오 
히려 공상과 꿈에 대한 자선의 이해플 형이상학객으로 션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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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MeH 쁘띠쁘맨 O.llOJleB)은 에펼로그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거쳐서 다시 반복되 

어 나타난다(npe.ll4yBcTBHeM Ha.ll CMepTblO TOpll<ecTBy꺼/H Qenb BpeMeHH 쁘쁘쁘 

O.llOJleB). 이처럼， 사랑과 공상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적어도 유사한 의미 

장에서 사용된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순간적인 것， 이 세계의 불완전성을 극 

복하고， 초자연적인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상’이 능력을 의미 

한다. 이것은 솔로비요프에게 진정한 진테제가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개념 속 

에는 초자연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신비적인 ‘공상’의 성격이 깃들 

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공상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도 솔로비요프는 두 세 

계의 최종적인 화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년의 시들 가운 

데에는 여전히 회의와 체념이 느껴지고， 공상은 이 세계의 조건성에서 비롯되 

는 환상의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서정적 자아는 공상의 세계 속에만 머물게 

될 때에만， 이 세계의 선함(6aJlrO.llaTb)을 보게된다. 삶은 지루한 기다림의 시 

간과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짧은 만남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의 시 

“다시 괴로운 그림자들이 다가왔다(OmlTb Ha.llBHHyJlHCb TOMHTeJlbHble TeHH)"에 

서 서정적 자아는 그러한 ‘영원성의 순간’이 상실되고 지루하고 긴 시간틀이 

지속되고 있음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Ero He BOCKpeCHTb, H MenneHHO nJleTyTc~ 

3a MHrOM Be4HOCTH T~*eHWe rona. 

그를 부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천천히 걸어간다 

힘겨운 해(年)들이 영원성의 순간을 따라. 

이러한 체념은 그의 시 “내 방에서 (y ce6j1)"에서도 어두운 암시 가운데 보 

인다. 

B uapCTBO BpeMeHH BCe ~ He BeplO, 

CHJly cepnua eme 6epery, 

POKOBylO He CKpo lO nOTePlO, 

Ho CKa3 aT b < <HaBCerna> > - He Mory 

나는 여전히 시간의 왕국을 믿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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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의 힘 이 여 전히 소중하며， 

운영적인 상실을 숨기지 않네， 

그러나 <<영원히>>라고 말할 수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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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죽기 바로 직전 해 (899)에 씌어진 이 시는 솔로비요프가 칸(KaHH)에 

서 돌아온 후， 빼쩨르부르그의 백야 기간동안에 쓴 시로서 전체적으로 솔로비 

요프의 어두운 체념이 짙게 배어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그의 ‘이상’은 

완전한 패배를 겪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서정적 자아는 ‘영원히’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Bce) ’ 이 세계를 믿지 않고 있고， ‘가슴의 힘’， 즉 

‘사랑’을 믿고 있다. 솔로비요프 말기 시들 속에는 그의 첫 번째 시기의 시들 

에서 보이던 ‘이상’의 절대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마지 

막까지 자신의 ‘이상’을 회의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가 

사망하기 전 얼마 전에 쓴 그의 마지막 시들， “하얀 방울들(Een~e KOnOKOnbQH

KH)", “다시 하얀 방울들(BHOBb 6e찌e KOnOKOnbQHKH)"30l이 잘 보여준다. 

川. 맺는말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영원한 여인”은 그의 ‘이상’이 

다. 그의 ‘이상’이 있어야만 할 어떤 것에 대한 이성적일뿐만 아니라， 어떤 비 

이성적인 관념이자， 초월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세계’의 반영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여인” 

도 다양한 개념의 복합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여인은 천상의 여 

인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미의 화신이고， 세계의 구원을 가져올 존재 

이다. 그러나 이 천상의 여인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성으로 필요시되는 여인의 

또다른 자질은 천상의 여인과는 정반대되는 지상의 속화되고 관능적인 성격 

이다. 동시에 이러한 관능성은 실제로 이 여인과 실제 여인과의 관련성을 강 

하게 암시하며， 여기서 솔로비요프의 연구자들이 그의 자서전에서 많은 여인 

들을 가져와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인의 성격에 따라서 여인과 

30) 이 시는 솔로비요프의 마지막 작품으로 솔로비요프 시전집의 완결적 성격을 띤다， 
여기에 ‘다시 (BHOBb)’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같은 장소에서 바로 전해에 시 ”하얀 

작은 땅울들(5eJ1ble K0J10K0J1Y Il K Il)"이 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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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서정적 자아의 사랑의 성격도 변화한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순수한 절대적 갈망의 종교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동시에 인간적인 욕망과 정열에 휩싸인 상태의 사랑의 성격을 띠 

기도 한다.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에서 이 여인의 성격은 시기별로 변화를 겪는다. 서정 

적 자아익 그녀에 대한 사랑의 성격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전의 이 여인의 형상이 절대적 신성의 여인으로써 그려졌다면.90년 

초를 정점으로 이미 80년대부터 정반대의 지상적인 속성올 지닌 형상으로서 

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의 반전이 일어나고， 이 여인의 형상에는 다시 80년대 이전의 천상의 자 

질이 강화되어 그의 임종까지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지상적 자질에 

대한 회의와 조소가 ‘우스개 시들’과 ‘풍자 희곡’틀올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의 ‘이상’ 전반에 대한 회의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보 

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될 것은 이러한 여인의 개념적 변 

화 속에도 ‘영원한 여인’은 진테제의 구현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인 

은 항상 과거， 현재， 미 래의 시간의 합일 뿐만 아니라， ‘이세계’와 ‘저세계’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속에서 폰재한다. 이것은 동시에 서정적 자아와 그의 

갈망과 기대의 대상과의 전적인 주판적， 객관적 합일을 전제하기도 한다. 

솔로비요프의 서정시의 “영원한 여인”은 어느 하나만의 자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상적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듯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사랑도 그 내 

적인 내용성에서 몇 가지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면서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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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we 

CeHcyaRbHocTb B RHpHKe BR. COROBbeBa 

naK , lIJcOH Co 

HJleaJl B CTHXaX, “Be1.lHa Jl lKeHCTBeHHOCTb" H CnaCHTeJlbHHua MHpa, BblcTynaeT 

OJlHOBpeMeHHO KaK HJleaJlbHaJl B03 J1IDÕJleHHaJl J1HpH~eCKOrO ~， a OTHOWeHHe Me~JlY 

HHMH yCTaBHaBJlHBaeTCJI KaK B3aHMHaJl J1~ÕOBb. Co CTOpOHbI HJleaJla 3Ta J1~ÕOBb 

npOJl BJlJleTCJI B MHJlOCTHBOM paCnOJlO~eHHH ， B CB~yBCTBHH HJlH B OÕOJlpJl~~e때 nOJl

Jlep~Ke ÕeJlHOMY Jlpyry, KOTOpbl~ 3anyTaJlcJI B 3J10M 3JleWHeM MHpe H HaXOJlHTCJI 

B nOCTOJlHHO~ OnaCHOCTH nOTepJlTb CBO~ ueJlb. Co CTOpOHbI J1HpH~eCKOrO ~ J1~

ÕOBb paBH03Ha~Ha MHCTH~ecKoMy CTpeMJleHH~ K HenOCTpeCTBeHHoMy ~yBcTBeHHoMy 

C03epuaH에o ÕO~eCTBeHHOrO cy~ecTBa H K COeJlHHeHH~ C HHM. J1~ÕOBHy~ TeMy MO

~HO nO~TH paCCMaTpHBaTb KaK CHMBOJlH~eCKH-aJlJlerOpH~eCKOe OÕJla~eHHe COÕCT

BeHHO TeMbl “CHHTe3a" , He npHJlaBajj nOHjjTH~ J1~ÕBH 3Ha~eHHe nOJlOBO~ J1~ÕB“’ 

3poca. 3a TaKOe nOHHMaHHe rOBOpHT ~aCTOe nOjjBJleHHe nOHjjTH }l J1~6BI’ B XapaK

TepHblX (þOpMyJlax CHHTe3a , r Jle J1~60Bb nOjjBJljjeTCjj KaK CBjj3y~w.aJl CHJla Me~JlY 

He60M H 3eMJIe꺼 

Ho B rpyne JlpyrHx CTHXOTBOpeHHη TeMOη jjBJljjeTCjj J1~60BHOe OTHOWe바ie. CHJlb

Hajj 3MOUHaHaJlbHOCTb 3THX CTHXOTBOpeHH꺼 jjBJljjeTCjj Bμpa~eHHeM CHJlbHOrO Ha

npjj :l<eHH }l J1~ÕOBHOrO ~yBcTBa ， CTpaCTH. COJJOBbeB nOnblTaJJC }l B CTHXaX C03HaTeJJb

HO H OTKpWTO H30Õpa3HTb TeMy JlBOαHO~ JJ~ÕBH ， T .e. paCWHpHB lIleηC }l 110 MeTa(þH-

3H~eClmx H3MepeHHH , HO B TO :l<e BpeM}l BnOJJHOTe 3eMHOH CTpaCTH. npellnOCblJJKOH 

K TOMy ÕWJJO TO OÕCTO }l TenbCTBO , 니TO H OÕbeKT 3TOH JJ~BÕH 6wJJ Il BO꺼HblM cy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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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OM, He TOJl bKO 60 ll<eCTBeHHO-CBepXbeCTeCTBeHHblM H nOToMy B KOHe4HOM C4eTe 

6e3 JlHKHM .lIBJleH“eM BHneHHH , HO OnHOBpeMeHHO H HaCTO.ll띠HM， HaneJleHHb1M C06CTBe

HHO꺼 HHnHBHnyaJlbHOCTb~ cymecTBoM , nOH .lITHe 3TO꺼 Jl~6BH nOnBepraeTC .lI H3MeHe

HH~ nOCJle 1893 r , H OTKpOBeHHhl찌 OKOH4aTeJlbHhlH 1’ Tor naHHO꺼 TeMe nOnBOnHTC .lI 

B n033HH COJlOBbeBa xapaKTepHhlM 06pa30M B lllyT04HblX CTHxax , 113MeHeHHe H Kpy

llleHHe Jl에6BH OTpa3HJlOCb B caMonaponH때HO깨， capKaCTH4eCKO꺼 HpOHHH , Hap .llny C 

rrpenCTaBJleHHeM 0 Jl~B6H KaK 0 CHJle CHHTe3a Me ll<ny rroTycTopOHHHM H nOC~CTO

pOHHHM B rr03nHHX CTHxax Ha nepenHHH nJlaH Bce OT4eTJlHBee BblXOnHT TeMa “ Me-

4Thl" , KOTOpa.ll B KOHe4HOM C4eTe 0603Ha4aeT OTKa3 OT BC .lI KOH rrOl1blTKH ocyme

CTBJleHH.lI, Ho 3TH Me4T퍼 llJl$! HerO HaMHOrO neHCTBHTeJlbHee H Ball<Hee 06b14HOH 

peaJlbHOCTlf , To , tJTO Ka ll<eTC$! TOJlrre 6eCnOJle3H。때 때aHTa3lfeη ， B TOM rr03T BlfnlfT 

OTKpOBeHlfe BbICllllfX CIfJl, omymaeT 3TO Ka l< pOCT TeX nyxOBHbIX I< phlJlbeB , 1<0TOpble 

MoryT yHecT If ero 1f3 rrycToro 3nelllHOrO 6hlTI’$! B 06JlaCTb nOnJlIfHHOrO 6μT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