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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지미르 솔로벼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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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화는 그 민족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신화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인의 의식과 문화의 특징1)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많은 설명들 중， “러시아인이란 형이상학적 본질과 인류적

소명에 있어서 종말의 민족”이며， 특히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달리 러시아인
들에게

주된

것은 종말론적

종말론으로 정향된

*

신화이다”라는

러시아인들의

베르자예프 (H.óepllReB) 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언급은

있다 2) 베르자예프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년 국제 지역연구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
여 지원되었음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러한 특정으로 대지 숭배 사상，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 전통의 대립，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인도주의 등을 들 수가 있다. 러시아인의 의식과 문화적 특징에 관한

자세하고 홍미로운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IfBonpoCbl

2) H.5epJl$l eB(197 1l

XX

“ POCC때CKa$l MeHTaJJbHOCTb" (1 994) ,

뼈'J10CO뼈쩌， No.1, c. 25-53

BeKél ,g,

IfPyCCKél Jl Hl1e Jl: OCHOBHhle

napH lI<,

YMCA( If 러샤아

npo 6.πeMbl PYCCKOI1

MblCJlH

XIX

BeKél H Hél l.fél Jlél

사장샤，g， 이철 역， 범조사， 1985, p. 272-275). 위

의 저작이 러시아인들의 종말론적 지향성에 관한 상술이라면， 다음 저작에서는 종
말론 일반 및 러시아 종말론에 관한 베르자예프의 상술(詳述)을 볼 수 있다 H.5epJl$leB

(1 993) “OnMTM 3CXaTOJJOrHQeCK얘 MeTa빠13 싸얘 (TBOp맨 CTBO H o6beKTHBH3aUH $I)",
IþHJlOcolþbl,g, 11311. , KHH lI< Ha $l naJJaTa , c.56-71

FPyccK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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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이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러시

아 작가들 3) 과 사상가들의 이념적 경향성과 러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조감
에서 러시아 문화의 이러한 종말론적 지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러시아 문화와 역사의 종말론적
먼저

지향성은 무엇보다

러시아 정교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서구 카톨릭 교회와 달리， 성경 가운

데에서도 특히 아포칼립스를 중시하는 러시아 정교는 그 천년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 문화의 종말론적 성격을 잉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아포칼립스5) 는

3)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문학 작가， 특히 도스토예프스키， A 벨르이，

5

파스테르나

크 M

불가코프， A. 플라토노프 등의 작품에 드러나는 종말론적 특정에 관해서는 다

음을

참고하시오

Bethea David(1989) F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ssian Fiction .JJ,

Shape

01

Apocalypse

in Modern

러시아인이 특색을 잘 나타내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 요소는 사실 러시아 메

4)

시아주의와 연결된 개념이다. 러시아 메시아주의는 러시아 역사에서 제국주의적 관

념， 혁명적 인텔리겐치아들에 나타난 허무주의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에는 항상적으로 종말에 대한 지향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 오. H.5epIl5l eB(1955) 대CTOKH H CMNCA pyccKoro KOMMYHH3M8..JJ,
YMCA-PRESS , napH lI<, (PenpHHTHOe BOCnpOH3BelleHHe , M. , “ HaYKa", 1990) H.5ep ll5l eB

(1971)
8eK 8..JJ,

5)

t'jηCCK8.JI Hl1eJl: OCH08HNe

fTpo6AeMN

pyccKolf

MbICAH

XIX

8eK 8. H H8.'l8.π8.

XX

napH lI<, YMCA( F러시아 사장샤.JJ， 이철 역， 범조사， 1985. 제 9장)

‘아포칼립스’에 대한 일관되고 완전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스토아 철학， 고
대로마

신탁집，

유대기독교

서적들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던

에크피로시스

(EKPYROSIS) 는 원래 이란 고대전설에서 비롯되어 서쪽으로 유입된 것이란 이해

가 그 한 흐름을 형 성 한다. 이 런 입 장에 서 있는 학자로는 쿠몽 (Franz
리아데 (M.

Eliade)

치시키고자 한다
이 들은

Cumont) ,

엘

등의 신화학자들로， 이들은 아포칼립스를 초역사적인 범주에 위
이에 반해 성서학자들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제한적이다.

에 스하툴로지 (E schatology) 9} 아포칼 립 티 시 즘 (Apocalypticism) 을

엄 격 하게

구분하여， 전자를 “에스하톤 (Eskhaton; 종말이라는 뜻)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하고
어느 문화든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유대기독교 전
통에서 발견되는 역사와 역사의 다가오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독특한 형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구별은 사실상 몇 가지 사실들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전

자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마지막
시대가 끝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또한 전자가 적그리스도가 실재
한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가 자기자신의 시대 사건을 역사의 종말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라변， 후자는 자기자신의 시대의 사건을 그 자체가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구분은 같은 종의 개념에서

아포칼립스가 에스하툴로지(Eschatology) 의 일종이며， 결국 마지막과 그 뒤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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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게

러시아 정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유대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

된， 더 정확하게는 그 이전의 다양한 민족 신화들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
다. 아포칼립스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의 존재가 인간에게
시 · 공간에서의 초월적 실재를 폭로하는 계시문학으로， 초자연적인 공간을 포
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상정하는 종말론적 시간성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치환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
로 현재의 위기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우주 역사에 대한 조망과 그 종말 이
후의 전망을 제시한다. 환상， 발화， 대화의 형태로 제시되는 아포칼립스는 다
양한 변이형들로 존재한다 .6)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

즉 아포칼립스는 그리스 이름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현존하는 수많은 아포칼

립스 텍스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일부는 신구약의 중간시대와 유대시대
에서

비롯된 것들(다니엘서)이고， 또 다른 일부는 기독교가 발생한 1 세기에

발생한 것들(마태， 마가， 누가 복음， 데살로니가 전 · 후서)이며， 또 그 외의 것
들은 교부들의

전통으로부터

발생한 것(바울이

본 환영， 베드로의

아포칼립

스)이다. 그런 가운데 A.D. 90-95년경에 씌어졌다고 생각되는 요한의 아포칼

립스는 아포칼립스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일반 사람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Bethea David(1989) "The S.따pe 01 Apocalypse in
Modern Russian Fiction ,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3-12 //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g, VoI.3. p.280-281 , VoI.4. p또4， 15th ed. , The University
"Encyclopedia Britannica,g, CD 98 , Advanced Search ,
of Chicago.
“ ApocalYPticism" .

6)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아포칼립스 텍스트들의 공통요소들의 인식론적인 근본토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역사는 신에 의해서 판단되는 총체이지만， 동시에 인류

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저’ 세계로부터 오는 진리와 세속적인 권력과 복락의
신기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것으로 구도화되어 있다. 둘째， 결정의 순간이 도
래했으며， 위기-심판 변명의 절정의 구조에서 그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셋째，

다가오는 종말은 신앙을 지탱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비극적이고 정별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반면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
다도 아포칼립스 장르에 있어서 그 정신과 표현은 시공간적인 대립과 그 안의 인간

위치의 상호작용이다. 즉， 옛것과 새로운 것， 여기와 저기， ‘저’ 세계로부터의 결정과

‘이’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역사적인 음녀 바벌론과 초역사적인 새예루살렘 등
과 같은 대립쌍이 두드러지며， 이것의 해결은 계시록의 절정에서 해결된다. 이에 관
한

전체적인

논의는

Eschatology,g( l' 역샤와

다음을

참조하시오.

Rudolf Bultmann (1 993) "History and

종말론，g， 서남동 역， 대한기독교서회， p.33-5이

러시아연구 제 11 권 제 2 호

64

들이 아포칼립스를 일컬을 때 염두에 두는 것이 되었다 .7)

그런데 이러한 아포칼립스의 일반적인 성격의 고찰이나 혹은 러시아 역사
와 문화 전반의 종말론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소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보다 우리는 19세기 말엽 러시아 사회에 팽배했었던 아포칼립스
적 기운， 세계의 종말과 반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비관론적 색채를 띤 의식을

관심하며， 특히 이것의 중심에 서 있었던 블라비미르 솔로비요프 (BJla매뻐p C.
COJloBbeB:1853-1900)8) 의 저작에서

이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나타나며， 또 어

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1.

가운데 말

송로비요프의 종말론은 크게 두 유형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세계의 필연적인 파멸과 지
구 역사의 종말， 그리고 이어지는 신의 왕국의 성립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
인 종말론이 그것이고， 둘째는 그가 학생 시절에 짧은 기간 동안 심취했었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이다 .9) 사실 이 두 개념이 70-80년대 솔로비요프를 사로

7)

학자들에 따르면， 아포칼립스 장르는 기원전 3-2세기 유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나안의 조상들과 현인(賢人) 조상들과 연관된 원형적인
아포칼립스 어귀들에서 급격하게 분리되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페르시아 종교가 유배시기 이후의 유대주의로 전면적으로 침투

하여 아포칼립스주의가 발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기 보다는 가나안 지방의 신

화와

근동의 현인 전통이 토착적인 유대 전통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했다라는 진보

적인 견해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r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j}, Vol.1, p .482 t?Encyclopedia Britannica j} CD
98 , Advanced Search , “ Christianity: Aspects of the Christian Religion: Christian
Myth and Legend HistOlγ of Christian Myth and Legend: the Early Church:
The Ages of The World".

8)

서구적 의미의 러시아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되는 그는 철학 관련 저술들뿐만 아니

라， 사회사상， 정치 평론의 글을 남기고 있고， 특히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 문
학 작품에서도 많은 저작틀을 남기고 있다.

9) 솔로비요프는 한 때 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서적에 심취했다 특히 그
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의해 신인류가 출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수
있다는 이들의

이론을 접하고， 그의 부친 러시아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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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던 ‘자유 신정국 (CBOÕOJlHajj TeO l<panljj) ’의

개념의

요체를 결정하고

있다.

이상적 사회， 즉 지상에 ‘신의 왕국 (uapCTBO ÕOll<bjj) ’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따라서 인류 사회의 현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신의 왕국’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

솔로비요프의 ‘전일성(全一性

BceellHHCTBO) ’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모든 물질 세계와 신성 세계는 절대적인 토대로서 정신성(.uyXOBHOCTb)
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정신성은 공통적인 요소로서 지상 세계와 신성 세계의
완전한 통일과 절대적 합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 이때 인류는 정
신적이고 신성한 세계와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세계의 통일과 합일을 이루어
내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간과 절대자， 즉 신과의 실제적인 교류
이자 상호작용인 소위 ‘신인화의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전일성’을 실현해야
만 한다. 이것이 솔로비요프가 설명하는 전세계
든 존재 속에서

역사의 의미이기도 하다. 모

전일성의 토대를 이루는 절대성， 즉 신성은 그의

종교 철학

뿐만 아니 라 종말론의 가장 주요한 지 배 적 인 요소로 자리 한다 10)
솔로비요프 종말론의 핵심을 이루는 ‘전일성’론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첫 번
째 저술은 『총체적 지식의 철학적 원칙들 (φHnOCO~C I<He Haqana uenbHOrO 3HaHHjj)Æ
(1877) 이다

여기에서 솔로비요프는 신정국가의 형태로 교회와 정부가 인류의

삶의 영역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전일성의 본질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때 신정
국가는 인류의

역사적

과정의

최종적

완결이자 그 신성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상의 ‘신의 왕국’으로 규정된다. 이 ‘신의 왕국’， 즉 ‘자유 신정국가 (C Bo6011Hajj
TeO l< paTHjj) ’를 그는 “정신적 공동체 즉 교회는 정치

운

내적

연합 속에서

하나의

총체적인

· 경제적 사회와의 자유로

유기체， 자유 신정국가를

형성한다

(nYXOBHoe OÕmeCTBO HnH Uep l< OBb , B CBoõollHOM BHYTpeHHeM COffi3e C OÕmeCTBaMH

대학 총장이었던 세르게이 솔로비요프 (Ceprell M COJlOBbeB)- 와 토론을 별이기도 했

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A,JloceB (1 990) trB.πa/1HMHp C0 J10BbeB

H ero BpeMJl.J], M. , nporpecc , c.632.
오랜

사회주의자들을

흥미롭게

“나는

CTaphlX CO l.\lI a JlIICTOB OT CeH-C 싸.fO Ha

CO 'lHHeHHIí.Jj, nOll pen.

.

언젠가 생시몽에서 라살에 이르기까지

읽었었습니다 (51

". He l< Orna C YB Jl eqeHlleM qllTaJl

nO 끼 aCcaJlJI)". B.Co JloBbeB(1908)

11 c npllMeqaHII 5I MII C.M.COJIOBbeBa 11 3 ,JI.PallJIOBa , B 1 -

trco φaHHe

X,

nllCbMa ,

T.3. cnõ. , c .1 73

10)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철학적 사상적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H.φ .YT때Ha

(1 989) “ TeMa BceenllHCTBa B 띠IIJIOCO빼11 BJI.COJIOBbeBa" , trBonpocbI tþHJ10COtþHH.J], M. ,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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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ßHTHqeCKHM H 3KOHOMHQeCKHM , o6pa3yeT OnHH

QeßbHhl찌

opraHH3M - cBo6onHyffi

TeOKpaTHffi)" 1ll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상 ‘자유 신정국가’는 이 저술의 서
문에서 간략히 언급만 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개념이 보다 명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추상적

(1880) , W 신 인성 에

원칙들에

대한

비판 (Kpl’THKa OTBßeQeHHhlX HaQaß)~

관한 강의 (lJ TeHH .lI 0 6oroQeßoBeQecTBe)~0877-188l)， r 삶의

정신적 토대 (~YXOBHhle OCHOBhl %H3HH)J(1882-84) 에서이며， 특히 이 주제가 본격

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신정국가의

역사와

미 래성 (HCTOpH.lI

H 6ynY~HocTb

TeOKp aT HH) J (1885-1887) , r 러 시 아와 전세 계 교회 (POCCH.lI H BceßeHCKa.ll QepKoBb)
J (988) , r 위대한 논쟁과 기독교 정치 (BeßHK때 cnop H XpHC 깨 aHCKa.ll nOßHTHKaJ

(883)

등의 글을 통해서이다.

「삶의

정신적

토대」에서

솔로비요프는 물질적이자 동시에

이념적

실체인

인간의 중재로 물리적 세계， 즉 실제 현존 세계가 절대적인 존재， 즉 신과 연

결되며， 인간은 그 내부에 신성한 이념인 전일성
이

이념을 실제

이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솔로비프의

주요한 주장이 제기되는데， 지상의 신의 왕국은 신성한 이념 속에 존재하며，
존재의 절대적 질서이자 인류의 손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사회적 체계성을 띠
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70-80년대 솔로비요프가 추구했던 기독교적 사회
이념의 실현으로서의 ‘신의 왕국’， 즉 ‘신정국가’의
다. 사실 이것은 인류의 사회

역사적 진화에

일반적

정의라고 할 수 있

대한 솔로비요프의 기대이자 전

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달리 말하면 인류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아포칼립스적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11) B.CO JlOBbeB , COll.

T.

1, cn6. , 1911 , c. 287.

12) 여기서 꼭 언급해야할 것은 솔로비요프가 일련의 논문들(“삶의 정신적 토대 (llyxoBHble
OCHOB bI 째3H띠"(1882-84)， “신정국가의 역사와 미래성 (HCTOp뻐

11

6y.매lIlHOCTb TeOKpa TlIII)"

(1885-1887)) 에서 ‘자유 신정 국가’의 중심적 위치를 기독교 교회에 부여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신의 왕국’과 ‘교회 왕국’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솔로비요프가 ‘신

정국가’ 체계에서 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통합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이 통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삶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솔로비요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연합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연합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여기서 교회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
는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모습으로 건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체적인

통일된 전 우주교회의 건설이 기독교의 실제적 활동목표가 된다. 이 전 우주교회
의 건설 문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솔로비요프는 그 토대를 정교와 카톨릭의 통

67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70-80 년대부터 비롯되는 솔로비요프의

포칼립스를 ‘신화적
화’가 역사적

이와 같은 아

차원의 아포칼립스’라 명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신

현재의 삶과 관계들의

직접적 투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진 현실’이며， 과거의

어느 때에

발생하였으나， 그 후

세계와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 있는 현실’로 정의되는 것처럼， 1880
년대의 그의 저술들과 일련의 그의 시들 13) 에서 보이는 아포칼립스의 성격 또
한 역사적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체계의 구조를 찾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토대에서 발생하여 사변적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그와 그의 동시대인들의 삶

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역사가 ‘과거에

대한 속화이자 발

합에서 찾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통합의 실현은 사실상 두 교회의 상호양

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서구나 동방의 이해관계가 아닌 기독교적이고
우주적이며 하나님-사람의 문화적 관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
로는 통합된 우주교회의 지도권을 로마 교황에게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것은 카톨릭이 그 성격상 보다 우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러

시아 황제는 전 세계에 대한 통합과 아울러 전 세계 교회들의 통합을 관장해야 하
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러시아 황제의 정치적 힘이 중앙집권적으로 가장 견고
하므로 우주교회의 수반으로서의 로마교황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3)

솔로비요프의

철학 · 이론적

저술들과 시작품들의

변화 양상을 고찰할 때， 이

두

분야의 저술들과 창작물이 시기에 따라 일관되고 공통되게 변화되는 특정을 보이
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철학 · 이론적 저술들은 그의 신정국가론이 변화를 겪는

1890년을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pyõeUKoll E.( 1991)
“ BJIa,llHMHp COJIOBbeB H ero ,lleJIO" , "KHHra 0 BJlaPHMHpe COJlOBbBe.1} , H3 ,ll., COBeTcKHll
rlH ca TeJIb , c .470,), 시 작품의 경 우 대 략적 으로 3시 기 에 따른 구분을 하는 것 이 보통

이다(그의 창작의 초기부터 80년대 이전 시기， 80 년대부터 90년대 전반부， 90년대
후반부에서 1900 년까지.) 이러한 3단계 구분은 솔로비요프의 삶에 대한 금욕주의적
인 태도와 지상적

요소 (3eMHoe) 의 수용 여부에

기(前期) 창작과 임종 직전의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따른 것이다

즉， 솔로비요프의

전

시작품들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중기의 시작품들에서는 이런 지상적 요소들을 인

정하고 수용하는 경향성이 눈에 띠게 강화된다.(특히， 1893-95 년 동안 씌어진 전원
시들에서 그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대 후반부터 임종시까지의
시작품들에서 전기 작품들과 같이 지상적 요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다시 ‘이 세상
이 아닌 곳 (He3 ，llemHee)’의 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90년대의 그의
보인다

솔로비요프 시작품들의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1 974) “ BJl an때IIP
nbecw~ ，

철학 · 이론적 저술들에서 보이는 변화와 상관성이 높다고

M. ,

3.r.써HU

CO JlOBbeB-no3T" , rB끼anll째p CO JlOBbeB. CTllxoTBopeHII~ 11 myTOQHWe

COBeTcKII l! nllCaTeJIb , c .26

러시아연구 제 11 권 제 2 호

68

생한 사건의 그대로의 기록’으로 신화와 변별되는 것처럼， 1890 년 이후， 특히

1890년대 전반기의 솔로비요프의 일련의 시들과 그의 말년의 저작들에서 보
이는 아포칼립스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현실이 그의 신화적 체
계 속으로 침투하면서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차
원의 아포칼립스’라 명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의 고찰은 신화

와 역사의 관계가 현실에서 조우할 때 결코 배타적이며 대립적인 관계에 놓
이지 않듯， 상호 모순성과 차별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둘의 상보

적 관계 속에서 그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고
찰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앞에서 약술한 종교적
창작적인 작품들로 제한될 것이다. 한 변에서

철학적 저술들이 아닌 예술

이것은 이론적 저술을 포함한

고찰이 가져올 논의의 방대함이 본 논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솔로비요프의 시작품들과 예술 창작품들이 단순히 그의 이론
적

저술틀의 보충물이

아닌 그의 사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1.

신화적 차원의 아포칼립스

주지하다시피

솔로비요프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회고적 성격을 띠는 작

품 「세 만남 (TpH cBH~aHH~)J(1898) 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기

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영원한 여인， 소피아와의 세 번의
만남은 작품의 중심 테마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까지도 결정짓고
있다. 프롤로그， 삼부 구성의 본 시， 에필로그로 구성된 작품 구조는 사실상
만남의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며， 이 때 프롤로그의 세 연은 각각 그

의 창작 활동의 목적， 작품(서사시 n03Ma) 의 주인공， 만남의 성격에 대한 설명
으로 작품의 도입부 성격을 띤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의 예
술 창작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프롤로그의 제 1 연이다.

3apélH ee Ha l1 CMepTblO TOp:I!e CTByJl,

11

미리 중음을 정복하고，

야
Ul염
en
마
b 매
B pe
태
Me
태
H 게
JI11뼈’

llo，
αm
매
’n
llpyra Be'l’”뻐HaJlκ， Tπe5띠JI He Ha30By JIκ，

영원한 여인이여’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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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TbI nO 'l yemb npeneTHbl l! HaneB...

그러나 그대는 떨리는 선율을 느끼리니 ...

(이탤릭체 강조는 필자)

즉，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시간의 사슬을 극복했다는 서정적 자

아의 언급은 유한한 시간성을 극복하고， 물리적인 죽음까지도 정복하고자 하
는 시인의 선언이자 그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작품의 프롤로그에 놓여 있는 시인의
이러한 선언적 명제는 사실 ‘마지막’， ‘종국’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그의 내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국에 대한 종말론적 열망과 희망은 사실상 그의 사상 체계의 근
본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세계상은 플라톤， 기독교， 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아

HJlejj) ’이 전제된다

형성된

것으로 그

기저에는 ‘사유하는

이념 (MbICJHllOlI(ajj

즉 살아있는 우주적 개체로서의 존재와 그 요소들에 대한

그의 사상은 ‘세계혼(lIy피 a MHpa) ’을 얻기 위한 신성한 ‘코스모스 (KOCMOC) ’와 ‘카
오스 (Xaoc) ’의 투쟁으로서의 세계상을 낳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

화론적 갈등의 보편적 도식의 변이형으로 솔로비요프 사상의 신화시학적 체
계성 14) 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화시학적 체계 속에는 헤겔 웰링적
인 변증법의 변형이 그 본질적 구조로 자리하고 있다. 엘레아 학파에서 비롯

되는 플라톤의 존재의 부동성에 관한 이념과 대립되는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
의 영원한 운동과 생성이라는 이념에 의해 솔로비요프의 신화시학적 체계 속
에서 테제， 안티테제， 진테제의 변증법적 3단계를 따라 발전하는 세계상이 상
정되고， 그 발전의 최고 단계로 진테제가 상정된다

그 첫 번째 단계인 테제

의 단계는 자연 이전 단계의 존재이고， 여기는 ‘전일성 (Bcee JlHHCTBO) ’으로서의
신성만이 존재하며， 세계 정신 (M때OBOH JlYX) 이 세계혼 (MHpOBajj JlYllla) 과 절대적

인 통일 속에 머무는 시기이다. 이것은 세계 발전 단계의 발단부이다. 그 두

번째 단계인 안티테제의 단계는 물적 세계
일성이

개별적

요소들의

카오스의 피조 단계로 우주의 통

복수성으로 붕괴되며， 전세계적

유기체는 원자들의

기계론적 결합으로 변화되어 가고， 세계혼은 피조물의 복수성의 세계로 추락

14)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 사상의 신화시학적 지향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 3.빼HI..l(l 979) “ o He I< OTOpblX
TBOp 'l eCTBe pyCC I< HX CHMBOJIHCTOB" , FBJlOKOBCKHH

(HeOM빼。JIOrH'Ie CI<HX)
C60PHHK

III.!I,

Te I< CTaX B

B비n. TapTY ,

7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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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신성한 전일성으로부터 떨어져 카오스의 포로가 되는 단계이다. 이
것이 세계 발전 단계 상에서의 갈등 단계이다. 마지막 진테제의 단계는 천상

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의 진테제로서 신적 이념을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것

이며， 지상적인 혼과 비지상적인 빛(영원한 여성성과 신)과의 결합이고， 카오
스의

패배와 그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것은 세계 발전의

절정부이자

결말부이다.

이와 같은 솔로비요프 신화시학적

체계 속에서

세계

생성발전의 3 단계를

시간성으로 파악해보면 황금시대의 테제와 역사시대의 안티테제， 그리고 역사
시대 이후의 아포칼립스적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솔로비요프의 신화
시학적인 세계상은 근본적으로 진테제를 향해가는， 다시
서의

현재와 미래를 넘어 초역사적

말하면， 역사시대로

시간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15)

이러한 종말론적인 상황， 특히 죽음에 대한 예술과 예술가의 힘에 의한 승
리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세 가지 업적 (TpH nO~BHra)J(1883) 이다.

15) 특히 그의 예술창작이 보여주는 주는 예술에 대한 믿음은 역사시대의 현실을 극복
하기 위한 아포칼립스적인 열망에 다름 아니다. 플라톤에게 예술이 ‘기호의
이고 ‘그림자의
열등한

그림자’로서

참된 현실(이데아)에서

것이었다면， 솔로비요프에게

예술은

멀리

그와 달리

기호’

떨어진 이차적인 성질의
현실의

상정주의를

복제

(t1y6J1HpoBaHHe) 해 벨뿐만 아니라 좀더 분명하게 현실의 상징주의를 조명해내는 역
할을 한다， 솔로비요프에게 세계구조의 가장 심연에는 상징이 놓여져 있으며， 세계
내의 존재 (6b1 THe) 의 토대에는 모두 상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들 속

에서 세계의 초월적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가장 높은 인식론적 가치를 획득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념

형상(때eJl -06pa3) 으로서의

예술이

된다.

이것은

곧 ‘모든 지나가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라는 ‘현실의 상징주의’와 이
현실의 발현인 ‘예술의 상징주의’를 근접시키려는 시도이고， 예술과 세계구조에

대

한 갚은 유추관계 설정하는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창작에서 비롯된 1900년대 러시
아 상정주의자들의 ‘제 3 의 현실’로서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조야하고 궁핍한 현실

의 삶을 예술 텍스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테
우르기아 (TeyprHJI) 적인 믿음과 맞닿아 있다

예술의 마법적인 창작 과정은 세계에

대한 형상 (o6pa3 )적인 상징화를 이루어내고， 이때 만들어진 제 3 의 현실은 예술가
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물적 존재의 저급함을 극복한 것이

다. 예술 작품에 대한 이러한 존재 변형의 힘에 대한 믿음은 예술의 힘이 바로 ‘삶
의 건설(:I<H3HeCTpoeHHe)’ (3.MHHU ， TaM

:l< e,

c. 82.) 이라는 믿음으로， 사실상 아포칼립스

적인 세계에서의 존재의 변형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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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세 가지 업적」

rTpH nOllBHraJ
Korlla pe3Uy nocnywHwR KaMeHb

돌도끼에 순종적인 돌이

npenCTaHeT B ~CHO때 KpaCOTe

선명한 아름다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H BnOXHOBeHb~ MO~HWR nnaMeHb

영감의 강력한 불꽃이 자신의 상상에

llaCT ~H3Hb H nnOTb cBoeR Me~Te ，

생명과 육체를 부여할 때，

Y 3anOBellHoro npellena

금지된 경계에서

He MHH , ~TO nOllBHr COBepWeH ,

위엽이 달성되었다고 생각지 말라，

H OT ÕO~eCTBeHHOrO Tena

그리고 신성한 육체로부터

He ~llH JIIOÕBH , nHrManHOH!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피그말리옹!

H~Ha eR HOBa~ nOÕella:

거기엔 새로운 승리가 펼요하다:

CKana Hall Õe311HO~ BHCHT ,

심연 위에 바위가 매달려 있고，

30BeT B CM~TeHbe AHllPOMella

안드로메다는 곤혹스럽게 부른다，

Teõ~ ， nepceR , TeÕ~ ， AnKHll!

너를， 페르세우스， 너를， 알키드!

KpwnaTWH KOHb K

”

띠“ T 3epKanbHWR B03HeCeH

H OnpoKHHyT -

날개단 말이 심연해를 향해 뛰어올랐고，

ny~HHe np~Hyn ，

거울 방패가 들어올려지고，

,

뒤집어진다 - 심연 속으로

B õe311Hy KaHyn

자신을 바라본 용(龍)은 가라앉았다.

Ceõ~ yBHlleBwHH llpaKOH.

그리스 신화 텍스트를 차용하여

이루어진 이

제시된 것은 예술창작의 위대함이다. 1 연의

작품에서

전반부에

첫

번째

업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피그말리온 16) 에 의한 창작， 즉 예술창작을 의미하며， 그것이 첫 번째 업적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
가된다. 이것은 솔로비요프가 예술 작품에 부여했던 미적 가치라는 것이 이데

아의 순간적인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데아
의 최종적 실현을 최종지점으로 삼고 있는 이 시에서

이러한 예술창작에

대

한 상대적 평가절하는 납득할만하다. 즉，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진정한 업적

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
‘사랑’은

16)

이상적

이데아 세계의

여인， 소피아 17) 와

도래와 실현이며， 따라서

더불어

이를 위한

절대이데아와 동의어이다. 5 행의

실재의 어떤 미인도 그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피그말리온의 석고상은 피
그말리온 자신에게는 완전한 미였지만， 솔로비요프에게는 극복해야만 할 불완전한

미로서 받아들여졌다.

17)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에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소피아론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종소 (1996)
rr러시아 연구.!1， 제 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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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된

으로서의

경 계 (3arrOBe，/lH뼈 rrpe，/leJJ)" 는 자연 의 물(物)과 신 성 과 이 데 아의

미(美)가 교차하는 지점인

예술 자체에

영역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비요프의 ‘미’에 대한 이중적 관점이다.
그가 일련의 논문들에서 세계의 모든 가치와 존재를 합일시킬 수 있는 장으
로서의 미를 이해할 때의 ‘미’ 개념은 절대이데아의 영역에 속하는 조화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미이다. 반면 피그말리온의 창작으로부터 탄생하는 미는 순
간적이고 불완전한 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 창작의 미에

대해

사랑， 영원， 완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은 일

단은 하나의 업적이다.
1 연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페르세우스 신화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때

시인은 원텍스트 신화의 변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 19).
즉， 앞의 피그말리온의

이러한 인간적인 창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승리， 두

번째의 위업이 펼요한데， 영웅 페르세우스가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해안 절벽의 용(，/lpaKOH) 으로부터 안드로메다를 구

해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새로운 승리란 “자신을 본 용이 심연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구절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을 보고 굳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메두사이다. 원래는 아
름다운 여자였으나， 자기

미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인해

괴물이

되어버린

메두사는 자기도취적인 미， 혹은 솔로비요프의 논문에 따르면 절대적

이데아

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는 주관주의의 늪에 대한 표상이다. 그리고 이때 페르
세우스 신화의 안드로메다는 구출되기를 기대하는 미의 또다른 표상이다. 즉，
자기도취적인

미를 거부하고 진정한 미를 구출하는 것이

두 번째의

업적인

18) 미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일련의 논문들 r 자연 속의 미 (KpaCO Ta
B lIpHpOne) J , r 예술의

일반적 의미 (OÕ~Hß CMMCJJ HCKYCCTBa)J 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

즉 예술창작이 지니는 이데아의 객관적인 반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솔로비요프
의 미적 체계의 모순된 지점을 드러내는 듯하다，

19) 일반적으로 알려진 페르세우스 신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페르세우
스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칼로 바다의 거대한 뱀을 찔러 죽이고서 안드로메다
를 구출하는 이야기와， 그가 아테네 여신으로부터 받은 거울 같은 방패를 들고 날
개 달린 신발을 신고 여행을 하다가 절대로 메두사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

고를 따라서 방패에 비친 반영으로 메두사를 죽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자신을 본 용이 스스로 심연에 가라앉았다”라는 윗 시의 구절은 두 이야기
를 하나로 합해 솔로비요프가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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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업적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뤼디케

의 신화기호를 통해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인간
적인， 그리고 이 세계의 불완전성의 본질이다.

Ho He3pHMN때 Bpar BOCCTaHeT ,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이 일어날 것이니，

B por n06enHWß He 30BH -

승리의 나팔을 불지 마라 -

CKOpO , CKOpo TpH3HOß CTaHeT

곧， 곧， 행복과 사랑의 축일은

npa3nHHK C4aCTb~ H ~6BH

추도회가 되리니，

racHyT panOCTHWe KßHKH ,

기쁨의 함성이 사라질 것이고，

CKop6b H MpaK H Cße3W BHOB~"

슬픔과 어둠， 눈물이 다시 ..

3BpHnHKH , 3BpHnHKH

에우뤼디케를， 에우뤼디케를

He cnacna TBO~ n~60Bb ，

너 의 사랑이 구하지 못했다.

Ho BOCnp~Hb! nymoß Heny*HOß

그러나 벌떡 일어나라! 병든 영혼으로

He CKnOH~ßC~ npen cynb60ß ,

운명 앞에 복종하지 마라，

5e33 aJ1\HTHμß ， 6e30py* HWß

,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여，

CMepTb 30BH Ha CMepTHμß 60꺼!

죽음을 죽음의 전장으로 불러내어라!

H Ha cyMpa4HoM nopore ,

그리고 어두운 문턱에서

B COMe nna4YmHX TeHeA

눈물 흘리는 그림자들의 회합에서，

04apOBaHHwe 60rH

매혹된 신들이

Y3Ham Te6~ ， Oplþeß!

너를 알아보리라， 오르페우스!

BOßHW neCHH Bcen06enHoA
nOTp~cnH AHna

cBon ,

승리의 노래의 파도들이

사자(死者)들의 왕국을 감동시켰고，

H BnanWKa cMepTH 6nenHoß

죽음의 여제는 창백해져서

3BpHnHKy OTnaeT

에우뤼디케를 되돌려 줄 것이다

“곧 행복과 사랑의 축일은 추도회가 될 것이니”라는 구절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뤼디케의 결혼식이 에우뤼디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으로 얼룩지게
되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인간적인 사랑도 영원성에 대한 담보가 되

지 못하므로 시인은 죽음과 정면 대결할 것을 요구한다. 죽음에의 극복이 있

어야 진정한 승리의 궁극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물리치듯 유형의 적에 대한 가시적인 승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리
라를 타는 오르페우스의 예술의 힘으로 암시되고때)， 이를 통해 세 번째 업적

20) 이 시의 원제목이 “오르페우스”였던 점(악사꼬프에게 보낸 1883 년 편지를 보면 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ConoBbeB (l 974)

fi'CmxoTBOpeHHJl

H

/U yTo l.lHJJe

RbeCJJ.g,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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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성된다.

결국 이 시는 피그말리온， 오르페우스， 에우뤼디케， 페르세우스 등의 그리스
신화틀이

개별 상징적， 혹은 시의 문법적， 표현적 층위에서 직접적으로 인용

되면서 시

전체의 신화소로 재편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런 각각의 신화 기호 속에서 그것의 거대한 신화텍스트들을 상기하는 동시
에， 그것이
이

작가의

텍스트 속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함의를 읽어내야만 한다.

텍스트 속에서 솔로비요프가 죽음에 대한 극복， 종말론적 상황에

대한 극

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
이러한 고대 신화-기호들이 상징적이며 함축적으로 새로운 텍스트에서

재

의미화됨으써 표면적 슈제트가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의 극복이 신화

의 완전한 숫자인 3 번째 신화로 제시되는 것은 앞에서 살핀 아포칼립스적 구
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극복해야할 종말론적 요소로서 솔로비
요프의 의식 속에 갚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기호들을 통하여 간결하고 함축된 방식으로 종말론적인 의식을 드러내

는 것이 「세 가지 업적」이었다면세 만남」은 신화기호들이
문적인

슈제트를 통하여

아포칼럽스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배제된 길고 산
있다. 즉， 신화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 배제된 「세 만남」은 또 다른 층위， 슈제트 혹은 시적
세계 내에 존재하는 신화성을 통하여 아포칼컵스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 시
는 세계에 관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즉，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절대

적인

이상에

이르기

위한 점층적인 세

만남을 통해

이념의

저

세계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곧 절대 이상의 완성을 남겨놓은 이 세계의
야기이고， 그것은 이
세계에

세계와 저

대한 갈망이다. 따라서

이

세계를 아우르는 신화이자， 아포칼립스적인

「세 만남」에서의 아포칼립스적인 면모는 시적

슈제트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된 프롤로그가 드러내는 이 시의 테마는 r 세 엽적」에서와 마찬
가지로， 사랑의

성취와 죽음과 유한성의

극복을 통한 영원성에의

도달이다.

앞의 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시점이 업적의 진정한 실현으로서의 이데아 세계
의 완성에까지 도달할 뿐만 아니라， 업적에 대한 한층 더 추상화된 거리두기
로써 신화적인 세계에 가깝다면，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스스로 이미 죽음과

COBeTCK~깨 IlH CaTe Jl b , c.295) 을 상기 하면， 솔로비 요프가 예 술의

는 최종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힘이

죽음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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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기실 경험적 층위에 시선을 한정시킴으로써

현

실에서의 신성의 반영 순간을 포착하고 동경한다. 또한 사랑이 중요한 구성요
소이긴 했으나， 이데아에 이르는 직행로가 될 수 없었던 r 세 업적」과는 다르
게 이 시에서는 사랑이 죽음， 시간의 유한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 라 (3apaHee H8.,a CMepTb lO TOp*eCTBYJf,

/

H uenb BpeMeH JlIOÕOBb lO OllO Jl eB

/ 미 리 중음을 정복하고， / 시간의 사슬을 사랑으로 극복한 후)， 결국 사랑은
그의 ‘영원한 여성성 (Be4HaJl lKeHCTBeHHOCTb) ’과 이데아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프롤로그에 이미 기만적인 물질세계와 썩지 않는 비포와 신성의 광휘가 대립

되고 있으며， 그 둘 간의

최종적인 합일로서

로써， 테제 안티테제-진테제의

여성성인 ‘그대 (T비)’가 나타남으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진테제로서의 ‘그대’가

이 세계 속에 반영됨으로써 만날 수 있었던 몇 번의 순간을 통해 저 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획득하고，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둘 사이에 가로놓인 시
간과 죽음을 초월하였지만. 서정적 자아는 아직 초월의 세계가 도래하지 않은
이

세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동경이

시

세계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그녀와의 몇 번의 만남이 이 시의 슈제트가 된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서정적 자아의 소년 시절이었던 9 세 때
였다. 그가 한 소녀를 놓고 결투를 벌일 지경으로 감정이 격해 있는 순간， 그
녀는 갑자기 “이 세계의 것이 아닌 꽃 (UBeTOK He311ewHHx CTpaH)" 을 들고 잠시

나타나 미소 짓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 첫 번째 만남은 사랑이라

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하고 곧 낯설어져 버렸지만， 결과적으로
서정적 자아의 영혼이 세속적인 것에는 무심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만남은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가을날， 그녀를 그리워하던 서정적 자

아의

독백(“오， 신성의

꽃펌이여! / 나는 그대가 여기에

왜 그대는 소년시절 이후로 내 눈앞에
/ TbI 311eCb , 51 4ylO,

- 4TO

lK e

He

J1 BH Jl a

있음을 느낀다네， /

나타나지 않는가 (0 ÕO lK eCTBa paCUBeT!

/ CeõJI r Jla3aM MOHM TbI C lleTCKHX

Jl eT?)")

그녀는 잠시 얼굴을 내보이게 된다. 서정적 자아의 이 독백은 사실 서정적 자

아의 영혼이 이미 영원성에 대한 소원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지

점이다. 따라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주저함 없이 이집트로 간 서정적 자아는，
어 느 날 ‘그대’의 목소리 의 부름을 따라 사막으로 나갔다가 거 의 죽음의 지 경
에 이른다. 이때， 그녀가 서정적 자아를 구하고 그 앞에 나타남으로써 세 번

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세 만남은 절대 세계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교감을
점층적으로 제시한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녀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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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달려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랑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순간적이지만 완

전한 합일의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

B npeMOTe *YTKOß ,

나는 오랫동안 불쾌한 졸음 속에 누워있었네，

H BOT nOBe~JKJ: (YCHH, MOll 6enJ뼈 npyr!)

이때 소리가 들렸다: (잠들어라， 내 가없은 친구여!)

H ~ yCHyn; KOrna * npoCHync~ qyTKO ,

그리하여 나는 잠들었고;선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n~manH p03aMH 3eMn~ H He6a Kpyr.

땅과 하늘이 온통 장미 향기를 뿜으며 숨쉬었다，

H B nypnype He6eCHOrO 6nHCTaH뻐

하늘의 광채 가 있는 홍포를 입 고

H

nonro ~ ne*an

OqaMH , nOnH~MH na3ypHoro OrH~ ，

감청 색 불꽃으로 가득한 눈동자로，

rn꺼nena T~， KaK nepBOe CH~Hbe

마치 전세계 창조 날의 첫 번째 광휘처 럼

BceMHpHoro H TBOpqeCKOrO nH~

그대는 바라보고 있었다.

r.t TO

eCTb, '1 TO 6b1•π0，

'1

TO rpßDeT BOBeKH

존재하고 존재했고， 영원히 다깨올 것

-

Bcë 06
하뻐H껴g자
~n Tη
깨yπT OnH싸뻐{까써H Hen
매BH
싸*빼H뻐b1ß 밍
B 30p “….“.
.. 그 모든 것을 여;깨개 부동의 A
세/선 하나7
자} 강싸고 었었고”
다대
C
싸
HIH
뻐
뻐{

H llanbHHß

nec ,

H BμCH CHe*H~X rop. 그리넌 먼 숲과 눈 링안 산의 꽁대'71자 푸른빛을 낸다

(이탤릭체 강조는 필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 속에 통일되어 있고， 공간의 모든 지표
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제시되는 이

순간은 솔로비요프의 사상에서

전일성이

실현되는 경지이자， 사실상 아포칼립스의 세계상과 일치한다. 매번 그녀와의
만남에서 마치

전조처럼

나타나는 황금빛 감청색과 광휘， 그리고 그 순간의

환상성과 무시간성은 만남 자체의 신화적 성격을 강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아포칼럽스의 상징과 비유들 가운데 “해를 입은 여인”을 연상시킨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
리에는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요한 계시록， 12장 1 절)

이러한 신화적 아포칼립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가 「영원한 여성
성(Das

Ewig- Weibliche)J 이다. 이 시는 핀란드 해협을 항해하면서 선상에서

쓴 작품으로， 서정적 자아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쫓아오는 바다

귀신들의 존재를 직접 감지하고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서
정적 자아는 「세
거품에서

엽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의 두 종류를 구별하고， 바다의

탄생한 아프로티테의

아름다움 (A!þpOllHTa MHpCKa.ll)은 귀신들이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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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외형에 죽음과 타락의 씨앗올 뿌림으로써 지옥으로
내버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영원한 여성성 (BeqHa~ ~eHCTBeHHOCTb) ’은

이런 귀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미적 존재로서， 자연이

학수고대하던 것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 존재가 지금 지상으로
오고 있으며， 이 새로운 여신의 뿜어내는 광채 속에서 하늘과 심연의 바다가
합일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정적 자아에게 하늘과 땅의 합일로 비유되는 아
포칼립스적인 상황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으로서， 이제 그녀의 등장은 귀신
들도 더 이상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HaRTe *e: Be4H~ *eHCTBeHHOCTb HhlHe 아시지요: 영원한 여성성이
B Tene HeTneHHOM Ha
B CBeTe
He60

3eM~ 뻐eT.

HeMepKHy~eM HOBO꺼 60rHHH

CnHnOC~ C ny4HHo~ BOa.

최근에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지구로 오고 있어요.
새로운 여신의 흔들리지 않는 광채 속에서
하늘이 바다의 심연과 합일되었다

사실 이러한 아포칼립스의 성격은 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아프로디

테와 같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신화적 성격의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비요프의 예술 창작에서 이와는 구별되는 다른 성격
의 아포칼립스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화적 차원에서 고찰한 아포칼

립스의 주된 정조가 절대적 ‘이상’에 대한 작가의 확신과 그것이 가져올 새로

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다음에서 고찰할 역사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아포칼립스의 주된 정조는 요한 계시록 (6장 1 절 -8 절)과 같은 파국을 몰고 올
힘에 대한 두려움이다.

2.

역사적 차원의 아포칼립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솔로비요프의 시간의식은 다분히 기독교적이다. 앞에

서 살펀 신화적 세계의 발전적이고 닥관적인 성격은 성서의 아포칼립스에 대
한 솔로비요프의 주관적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그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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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저서들과 시들， 그리고 특히

앞에서 고찰한 90년대 후반부의

일련의 시

들에서 보이는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는 상당히 세계의 종국에

대한 기대

로 차 있다. 즉， 영원한 여성성， 혹은 절대적 이상에 의해 도래될 새로운 세계
에 대한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전반기에

그가 겪은 철학적

신화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견해의

변화는 이제 그의

고찰한 성격과는 구별되는， 동시대의

아포칼립스를

구체적인 사건들과

맥을 같이 하는 역사적 성격을 띠도록 변화시키면서 또다른 정조의 아포칼립
스를 낳는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80 1건대에

감한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알렉산드르 2 세의

시해사건에서

솔로비요프가 당대
비롯된 활동의

러시아 사회의

민

결과로 보인다 . 1881 년

시해사건에 관여하였던 이들을 황제가 사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공개강연이 문제가 되어， 그는 모스크바 대학의 교
수직을 사직해야만 했고 2 1)， 당시 정부의 민족 정책과 교회정책에 대한 반대로

정부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그의 서적들이 출판 금지되고 중상모략에 가까
운 공격을 받았다22) 그의 이러한 실제적인 사회 참여 활동의 좌절과 함께 그
의 교회 통합 운동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자신의 이전
의 낙관적인

철학적 사회적

이념에

대해 회의를 하게되고 러시아 사회에

한 기대를 잃게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80 년대 후반부터
을 외국에서 보내게 되고 출판도 해외에서 한다23)

대

많은 시간

이러한 상황은 솔로비요프

창작의 아포칼립스에 새로운 성격을 띠게 하는 동인들 가운데 하나로 파악되
며， 이때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아포칼립스의

새로운 성격，

즉 세계의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동방(때로는 극동)의 형상들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아포칼립스의
「동방으로부터

21)

이

사건에

빛이(Ex

oriente

대표적인 시작품

lux)J(1890) ，범몽골주의 (naHMOHrOJlH3M) J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C06 b1 THe 1 MapTa H BnallHMHp ConoBbeB" ,

22)

양상을 그의

참조할 수

rHaulH HaCJ/ePHJljJ,

있다

n.WeroneB(1988)

M‘, No.2

그러나 이러한 솔로비요프의 활동은 당시 JI. 툴스토이와 B 꼬롤렌꼬 (B.r.KoponeHI<O )

로부터는 강한 공감을 얻고 있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시오

23)

3.r.MHHU ,

“ Bnall째 HP CO끼oBbeB-no 3T"，

솔로비요프는 프랑스에서

<La Russie et 1’ Eglise
란드를 자주 여행하였다

1886-88년에서

Ta

M*e , c.l 6-17
<L ’ Idee russe> (Paris , 1888) ,

보내면서

universelle> (1 889) 를 출판하였고， 또 1893-96 년에 걸쳐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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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r 용(龍， llpa I< oH)J (900) 들과 그의

계

역사의

I< OH l.\ e

종말에

관한 세 편의

대표적 산문 『전쟁， 진보， 그리고 세

대화 (TpH pa3rOBopa

BceMHpH얘 HCTOpHH)~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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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줄여서

0

BOßHe , rrporpecce H

『세 편의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 (KpaT I< a~ rrOBeCTb 06 AHTHxpHcTe)J 를 살
펴보도록 하자.

2- 1.

시작품

80년대 중 · 후반의

러시아의

상적 체계로서의 솔로비요프의
에

역사적 상황과 솔로비요프 개인의
역사철학에 다분히

침투하는 결과를 낳는다 24) 특히

영향을 미쳐

체험은 추

역사가 신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그의

아포칼립

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의 신화적 아포칼럽스가 동시대의 역사적 맥락에 영
향을 받는 아포칼립스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 세계 對 아시아’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바탕을

둔 솔로비요프의 역사적 아포칼립스이다. 동서의 대립에 기반한 러시아의 역
할에 관한 그의

역사관은 이후 러시아의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과 민

족문제 정책 수립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솔로비요프는 영매와 같
이 환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자신의 의무로 간주하
고 있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역사의 종국은 통과 서의 대규모 충돌을 거치

고 이루어질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극동 아시아 민족 연방체， 직접적으로
는 중국과 일본의 연방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을 침범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런 동방으로부터의 서방으로의 침략적인 움직임
을 그는 “범몽골주의 (rraHMOHrOJIH3M)" 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24) J1 .lloJJronoJJos(1980) fA 刀 eKcaHOp BJ10K, 까{!{HOCTb

H

TBOp l.f eCTBO

Jj,

J1. HaY !<a, c. 43. 여

기에서 돌고뿔로프는 솔로비요프와 블록의 시학을 비교하면서， 서정 시인으로서의
블록은 지상의 삶과 실제적인 관계들의 표변에 투영되는 추상적인 구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시적 방법은 실제적인 현세의 인상에 의해 기초

하여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솔로비요프에게 있어서 “무지개 문 앞의 처녀

“영원한 여성성”은 지상적인 상용물을 지니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신비주
의와 추상주의로부터의 출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전적으로 추상적인 구조의 지
배하에 놓여 있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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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MOHr。πH3M25)

naHMOHronH3M! XOTb HM~ AHKO ,

님1 조a 그lξ:='01

0 0 2 1 -1

범몽골주의! 비록 이름은 거칠지만，

Ho MHe naCKaeT cnyx OHO ,

그러나 그것은 내 귀를 얘무한다네，

KaK 6w npeABeCTHeM BenHKO꺼

마치 신의 위대한 운명의 전조로

CYAb6HHhl 50%Heß nOnH。

가득한 것처럼，

( …)

( .,. )
OT BOA Mana까 CKHX AO AnTa~

말라이 해로부터 알타이 지방까지

BO%AH C BOCTO~HWX OCTpOB

동방의 섬들로부터 온 지도자들이

Y CTeH nOHHKWerO KHTa~

고개를 떨군 중국의 벽에서

C06panH TbM버 CBOHX nOnKOB

수많은 자기 군대들을 모았다.

KaK CapaH~a ， HeHC~HCnHMhl

11

HeHaC 비THW ， KaK OHa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무리처럼，

또 그것처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며，

He3AeWHeß CHnO~ XpaHHMμ，

이곳의 것이 아닌 힘으로 보호를 받으며，

I1 AYT Ha CeBep nneMeHa.

북으로 무리들이 가고 있다.

o PYCb!

오， 러시아여! 옛날의 영광을 잊어라:

3a6YAb 6wny~ cnaBy:

Open AByrnaBWß cOKpyweH ,

11 %enTWM

AeT~M Ha 3a6aBy

llaHW KnO~KH TBOHX 3HaMeH

쌍두 독수리는 파괴되어지고，
황인종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그대 군기의 조각들이 주어진다네

CMHPHTC~ B TpeneTe H CTpaXe ,

전율과 공포 속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고，

KTO MOr 3aBeT n~6B“ 3a6hlTb ...

누가 사랑의 계명을 잊었는가 ...

11 TpeTHß PHM ne%HT BO npaxe ,

그리고 세 번째 로마는 먼지 속에 누워있고，

A y% ~eTBepTOMY He 6잉Tb.

이미 네 번째는 없다네.

25) 로세프(JleB JloceB) 는 이 시를 러시아 애국 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푸쉬킨

의 시 「러시아의 비방자들에게 (KneBeTHHKaM POCCHH) J 와의 숨은 논쟁으로 파악하기

도 한다， 즉， 푸쉬킨이

러시아가 정복될 수 없는 근거를 러시아 영토의

광활함

(OT nepMH AO TaBpHA비， OT iþHHCKHX xnaAH빼X CKan AO nnaMeHHO꺼 Konx때μ- B~3eMCKHß

가 아이러니하게 “지리적 자만 (reorpa빼~eCKHe iþa빼apOHaAa)" 이라고 불렀던 것)에

서 찾았다변， 솔로비요프는 동일한 이 수사학을 그보다 더욱 넓은 지리적 통일성
(OT BOA ManaßCKHX AO AnTa~) 에서 찾고 있다고 본다. 또한 푸쉬킨과의

시대를 격한

논쟁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용에서도 발견되는데， 즉 “고개숙인 중국의 벽
에서 (Y CTeH nOHHKwero KHTa~)" 구절은 푸쉬킨의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국의 벽

까지 (AO CTeH HeABH:I<HOrO KIITa꺼)"라는 표현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다음의
써뼈

논문을

참조하라

n끼oceB(2000)

이에 관해서는

“n03TH~eCKlle TpaH때OpMal..{lIH a311aTCKoro

F 러시아 연구，g， 10권 2 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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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극동의 침입에 의해 피할 수 없는 파멸을 당할 것

이며， 이 강력한 힘 앞에서 그의 조국이 “전율과 공포 속에서 굴복하게 될 것
이 다 (C빼pHTCJI B TpeneTe H CTpaXe)" 라고 예 언 한다. 여 기 서 가장 중심 적 인 시

어 는 ‘공포 (CTpax) ’이 다. 이 러 한 공포는 사실 요한 계 시 록 8장의 재 앙의 비 유

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비유나 극

동의 변경에서 오는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비유 등은 사실 성경
에 근거한 것이다(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 계시록 9장 3절)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 작품이 이보다 4년 앞선 1890년에 씌어
진 r 동방으로부터 빛이」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위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 보이는 것처럼， 솔로비요프는 아포칼립스적인 동서의 충돌에서
세

번째

로마로서의

러시아가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11 TpeT뻐 PHM lIe째 T BO npaxe / A y* 4eTBepToMy He ÕbITb. 그리 고 세 번째
로마는 먼지 속에 누워있고 / 이미 네 번째는 없다네 J ， r 동방으로부터 빛이」
에서는 서구의 동방에

대한 우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작품 「범몽골

주의」에서는 아시아의

연합 세력인 동방의

지만， 신의 위대한 운명의

범몽골주의가 “비록 이름은 거칠

전조”로서， 더 나아가 타락한 제 2의 로마인 비잔

틴과 타락중인 자칭 제 3 의 로마인 러시아를 징벌할 신의 도구로써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작품 「동방으로

부터 빛이」에서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서가 동에

대해 지닌 역사적 우월

성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26).

H, K BCenep*WTenbCTBY rOTOB ,
HpaHa uapb nOn φepMomνl비

26)

그리고 전제정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란의 황제는 데르모필레'n) 밑의 지역으로

일단의 러시아 정교도들이 솔로비요프를 수용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도， 그렇
다고 이단자로 부를 수도 없었던 것은 그가 주장한 교회 통합주의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주장한 교회 통합은 유대

· 기독교적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종교에 관한 당시의 최선두 그룹의 지식인이었
고 마호메트에 관한 저서를 썼던 그였지만， 그의 종교문화적 의식은 역시 서구중
심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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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Han CTana CBOHX pa50B.

자선의 종들의 무리를 내어몰았다.

Ho He HanpaCHO npOMeTe~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하늘의 선물은

He5eCH뻐 nap 3nnane naH.

그리스에 공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Tonnμ

pa50B 5erYT , 5nenHe꺼，

노예들의 무리들은 달아나고，

npen rOpCTb~ n05neCTHMX rpa*naH
이

용기 있는 적은 시민들 암에서 창백해졌다.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방 민족의 상은 인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모습이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의

모습은 시민들이며， 프로메테우스의

‘하늘의 선물 (He6eCHbIη llap) ’을 부여받은 “법과 이성”을 구가하는 형상으로 제
시된다. 따라서 이 두 세력의 충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서구의 승리는 이분법
적 세계관의 서정적 자아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제
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란의

황제 크세르크스가 군대를 그리스로

파견하는 것을 “짐승의 무리를 몰아내는 (CTalla rOHHT)"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는 점이다. 즉， 이러한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서의

비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

된다(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

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한계시록 19 장 19 절). 짐승으로
예표(據表)되는 적그리스도， 그를 추종하는 왕들과 그 군대들의

모습이

바로

크세르크스와 그 군대의 무리 형상인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동방 개념 속에 이중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부제 “동방으로부터 빛이， 동방으로부터 세력들이 !(c Boc

TOKa CBeT , C BOCTOKa CHJIbI!)"가 가리키듯， 동방은 서로 상반되는 긍정적인 것
과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동방의

의미가 묵시록의

포함하고 있다. 즉， 앞의

어둠의

「범몽골주의」에서

힘의 성격을 띠는 파괴적인 것이었다면， 이

작품 속에서는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의 “믿음과 사랑의 정신 (llYX Bepbl H
으로 충만한 동방이

살핀

포함되고 있다. 이제

JD0 6BH)"

러시아는 서로 대립적인 동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o PyCb!

B npenBHneHbe BMCOKOM
rOpnOH 3aH~Ta;

Tμ MMcnb~

27) 그리스의 옛 전쟁터 지명이다.

오 러시아여! 고귀한 전조 속에
너 는 자긍심 잔 사상으로 분주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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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HM *e XO~eWb 6~Tb BOCTOKOM:

그대는 어떤 동방이 되고자 하는가，

BOCTOKOM KCepKCa Hnb XpHCTa?

크세르크스의 동방인가 혹은 그리스도의 동방인가?

그러나 역사상 실재의 동방은 솔로비요프의

임종까지도 “크세르크스의

동

방”으로 남아 있었다. 솔로비요프에게 빛과 믿음，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의 동방이 실재하고 있었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서구와
러시아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서의 아포칼립스적인 크세르크스의

동방만이

었다 90 년에 씌어진 이 작품이 동방에 대한 서구의 역사적 우위와 동방에 대

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러시아의 선택적 상황에 대해 회의하고 고민하는 서

정적 자아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94년에 씌어진 「범몽골주의」는 이미 역사적
현실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인식이 두려움에 가까운 부정성으로 물들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쟁) 90년대 중 ·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솔로비요프의 아포칼

립스는 보다 묵시록적인 색채가 짙어가며， 동시에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 서구
의 운명에 대한 비관적인 색채도 또한 짙어진다.
신화적 아포칼립스 속으로 역사적

현실이 침투하여 러시아의

현실과 운명，

그리고 인류 역사의 현재적 상황과 맞물리는 솔로비요프의 90 년대 후반의 아

포칼립스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작품이 바로 그가 죽기 5주전에 쓴 작품
「용 (llpaKoH) J 090이이다. 기독교의 서구와 아시아의 전투를 알레고리로 표현하
고 있는 이 시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에
묵시록적인 공포를 잘 보여준다

대한 솔로비요프의

다음의 시 첫 연은 거의 묵시록의 텍스트를

옮겨 놓은 듯하다(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요한 계시록 12 장 3 절).

28) 이런 솔로비요프의 잠재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임종을 지켜본 지인들의 글에

서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얼마나 동방(특히 극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염려하
고 두려워했는지는 그가 임종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까지 “중국의 움직임에 관해서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한 밤중에 꿈에서 분명히 리훈장이 고대 그리스어로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K.Mo~ynbcK때
(995) “ BnaJl째HP ConOBbeB:빼 3Hb H y~eHHe" ，
Pecny6nHKa , c.215. 여기서

ff'r orO J1b,

C0J10BbeB, lIocToeBcKHH.ß, M. ,

모출스키는 꿈에서 본 인물이 의화단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서구 세력을 이용할 것을 주창한 중국의

관리이자 외교관이었던

xYH~aH:1823-1901 )을 지 칭 하는 듯하다고 밝히 고 있다.)

리홍장(J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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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a KpyroB He6ec He3pHMWX
llpaKOH
H

~BHn

MrnO~

rp~AY띠R꺼

CBOe

~eno ，

보이지 않는 하늘의 끝으로부터
용이 자신의 이마를 나타냈고

-

격퇴하기 어려운 재앙의 안개로

6eA HeOTpa3HMWX

미래의 날을 덮어 버렸다.

AeHb 3aBOnOKnO.

성경에서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사탄과 악의 비유적 표현으로 용의

형상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

한 계시록 20장 2 절)은 죽음을 앞둔 병상의 솔로비요프의 인식 속에서 중국
으로 대표되는 극동의 세력이 되었다29)

이제 악의 모습은 신화적 차원에 머

무는 것이 아닌 현재적 역사 속의 구체적 실체로 등장한 것이며， 그것이 불러
올 재앙은 격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예언가적 시인이 보기에 보다 큰 문제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 속에
서 이러한 악의 세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기술 문명의 발전과 정치적 행위에 의해 항구적인 진보와 평화가 가

능하다라는 믿음이 팽배해있던 당대의 시대 상황은 우려할만한 것이었다.

Y*enb He cMonKHyT n싸<O BaHb~

정 말로 환호는 잦아들지 않을 것 이 며 ,

H MHpy Be~HoMy XBana ,

영 원 한 평 화에 칭 송과，

5ecne~Hb때 CMex H BOCKnHuaHb~:

태평한 웃음과 경탄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앤H3Hb xopowa , H HeT B Hell 3m!)

<인생은 훌륭하며， 거기에 악은 없다네!)

nonHO n뼈OBb~ 50*be nOHO ,

신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OHO 30BeT Hac Bcex paBHO...

그것은 우리 모두를 마찬가지로 부르네 ...

Ho nepeA naCTH~ AparOHa

그러나 용의 주퉁이 앞에서

T비 nOH~n: KpeCT H Me~ - OAHO

그대는 이해했다네

.

십자가와 칼은 하나라는 것을

위의 연에서 그가 빈정대듯이 평가하고 있는 “영원한 평화 (BeqH뼈 MHP)" 는
알렉산드르 III 세와 니꼴라이 II 세 치하의

정부가 내건 외교정책의 표어로，%)

솔로비요프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비기독교

29)

K.Mo~ynbcKHll (1 995)

“ BnaAHMHp

ConOBbeB:)((H3Hb

H

y~eHHe" ，

rroroπ'b，

Coπ'OBbeB，

lJocToeBCKH，꺼'J ， M. , Pecny6nHKa , c. 215.

30) πJJoceB(2000) “ n03TH~eCKHe TpaHCφopMaQHH a3HaTCKoro M빼 a"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p. 177-178

U= 러시아 연구J ， 10 권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때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세계의

85

침범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격퇴해야만 하는 요한계시록의

악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 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서정적
자아가 깨달은 것은 비록 “신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악의 세력

앞에서는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나 칼은 통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전쟁

은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룩한 것이며， 따라서 동

방으로부터 온 세력에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솔로비요프의 공포， 역사의 파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이러한 묵시록적 인식을 보여주는 솔로비요프의 다른 대표적인 작품

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다.

2-2.

산문 작품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세 편의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

이다. 솔로비요프가 사망하던 1900년에 발표된 『세 편의 대화』는 흔히 그의
이전의 철학사상적

저술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

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우리가 고찰한 시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 차원의 아포칼립스가 고
찰되는 90 년대부터 시작품들에는 이러한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

으며， 사실 그의 철학 저술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891 년에 발
표한 「중세적 세계관의 퇴락에 관하여 (06 ynanKe cpenHeBeKOBoro MHpoBo33peHH~)J

와 1897년에 발표한 『선의 옹호 (OnpaBnaHHe no6pa)~ 는 이 지상에 신정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80년대의 그의 닥관적 신념이 점차적으로 퇴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회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그러한 왕국

이

역사시대 내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세 편의

대화』이다.3 0 1899년 생애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 솔로비요프는 프랑스의 칸느

에 머물면서 이 작품의 집필을 시작하여 1 부를 완성하고， 이듬해인 1900년 빼
쩨르부르그에서

31)

2, 3부를 완성한다. 서문은 신문 <<러시아 (POCCH~)> >에 발표

그의 견해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다. 대략 두 가지 정

도로 대별되는 견해 가운데 그 첫 번째는 1898년 그가 마지막으로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된 악에

대한 환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이다. 그 두 번째는， 자유

신정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세속적 권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한 이

세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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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세 편의 대화』를 독립된 책으로 발간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쳤다. 이
책의 3부에 포함되어 있는 r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이 작품 이전

에 씌어졌고， 대중 앞에서 강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반웅은 신통치
못했고， 비웃음을 살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의

최후의

단계에

나타날 극단적인 악의 모습과 이 악에 대한 투쟁의 모습， 또 이 악의 단기적
인 승리와 궁극적인 파멸에 대한 예언은 솔로비요프에게 도덕적 의무처럼 느
껴졌고， 따라서 솔로비요프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작품 『세 편의 대화』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

한 방식으로 아포칼럽스적 양상을 띠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자，32)
이

작품에서

‘범몽골주의’로 대변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세력은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시작품 「범몽골주의」의 양상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앞의 시작품에서 신이 러시아를 포함한 기독교 세계에 대한 징별로써 범몽골
주의를 사용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 범몽골주의는 구질
서를 파괴하고 유럽의 자각을 촉발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잃) 20세기

일본은 범몽골주의

기치아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을 결집

하여 서방 세계를 제패한다. 이들은 반세기， 즉 50년간을 “새로운 몽골의
에”로 유럽인들을 지배하지만 결국 전 유럽인들의

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유럽인들은 21 세기에

단결에

이트러

멍

의해 유럽은 아시

연합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상이 솔로비요프가 그린 범몽골주의에 의한 세계 정세의 전면적 변화
양상이며， 이는 세계 종말， 곧 적그리스도 출현의

전(前)단계이다. 이후 유럽

정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선출된 비범한 한 사람이 그의 조력자인 마법사 아
뿔로니 (AnOJlJlOHHH) 의 도움을 받아 적 그리 스도로 변화되 는 과정 이 사실 적 이 면

서도 예술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
기애가 충만한 이 사람은 곧 세계에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는 수도

32) 솔로비요프 사상의 여러 측면과 작품 『전쟁， 진보， 그리고 세계 역사의 종말에 관
한 세 편 의 대 화 (TpH pa3rOBOpa 0 BO까He ， nporpecce H KOHue BCeMHpHOß HCTOpHH)J

0900 )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박종소 (199 1) “ BJJa따MHp
COJJOBbeB

연구， TpH pa3rOBOpa 0 BOßHe , nporpecce H KOHue BCe뻐 pHOß

논

CO BKJJIO앤뻐eM KpaTK얘 nOBeCTH 06 AHTHxpHcTe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C.

HCTOpHH

석사학위

33) 이 작품의 프롤로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작품 「범몽골주의」의 제 1 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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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베를린에서 로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교회통합을 논의하기 위

해 전 그리스도인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그는 자기자신을 교회의 최고자라고
부른다면 모든 물질적 혜택을 베풀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의에 응하지만 지도자들과 몇몇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신자들은 거부한다. 연속되는 악마적인 ‘이적’과 이에 상응하는 신성한 이적

후에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일단의 탈주자들에 의해 교회통
합이 선포되고， 동시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꾀하고 그에 대항하
여 반란을 일으킨다. 이때 요한 계시록의 “해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고 이야
기는 갑자기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사실상 솔로비요프의 요한 계시록에 대한 독자적인 역사적 해석
이자， 신화적

아포칼립스에서 보이던 ‘신의

왕국의

이

지상으로의

도래’라는

기대로부터 그가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아포칼립스

의 특정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요한 계시록에는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독특한 형상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 등

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묘사는 단순히 마법을 행하는 마법사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범몽골주의의 지배를 벗어난 후 정치적 공

동체를 형성한 뒤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이며，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이고，

절제， 겸양， 고상함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능력
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이러한 천재성으로 33 세의 나이에 이미 사상가， 정
치가， 작가로서

유명해진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어린아

이 같은 심령’과는 거리가 멀고， 그의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애가 자리하고 있다. 이 자기애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며， 세계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역
사상의 심판의 주로 왔다면

적그리스도 자신은 은혜의 주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임무에 맞는 신의 부름이 주어지지 않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회의를 하게되고， 자신이 아닌 예수가 실제의 구원자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 생각은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애를 자극하여 질투와
증오를 낳게 만든다. 결국 그는 자살을 기도하지만， 그를 구원한 것은 악한
영이었고， 이 때부터 그는 적그리스도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휴미로운 것은 솔로비요프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자기애’라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자만심이 강하며， 자기만족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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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민족이 바로 중국 민족이다. 동시에 그 문화는 정체적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솔로비요프가 보기에 중국 민족은 역사의 종말
에서 다시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 역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시에
서의 크세트크스)와 동일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인(황제)과 위대한 마법사 아뿔로니의

형상화는 솔로비요

프의 예술적 형상화의 산물이자 일정부분 요한 계시록의 반영의 결과이다. 그

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마치 신이 보낸 사자인 듯 가장하고 사람들을 현혹

하는 모습은 요한 계시록 13 장의 각기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과 매우
유사하며，34) 이때 마법사의

의 이름과

동일하다.35 )

이름 아뿔로니는 요한 계시록 9장의 무저갱 사자

또한 이 작품이 지닌 이러한 요한 계시록과의 연관성

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교회의 장로 요한과 서방 카톨릭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 베드로 2 세는 자신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인정하라는 적그리스
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의

정체가 적그리스도라고 폭로함으로써

마법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로 순교하게 된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 11 장에서 무저갱
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하는 ‘두 증인’
과 평행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천년 왕국의 전단계에서 세계가 악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는 것과 거기에 대한 저항은 요한 계시록에 특징적인 것이고，
이것이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럽스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작품에서나 이 작품에서 범몽골주의로 단결하여 유럽

세계를 지배하는 아시아 민족의

형상 역시 요한 계시록에서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황충(메뚜기 CapaHtla) 무리의

형상과의 강한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메뚜기 떼가 다섯 달 동안 괴롭힌 것처럼 범몽골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한

34)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주가 능

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마
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 (요한 계시록
13장)

35)

저회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요한 계시록 9장 11 절

UapeM Ha~ COÕO~ OHa HMena

aHrena Õe3~Hμ ， HM~ eMy 00 espe꺼 CKμ에 Asa~~OH ， a 00 rpe4eCKH때 Aoonn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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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들이 유럽을 50년 동안 지배한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단순히 요한 계시록의 반영으로만 읽을 수는 없다. 앞에
서 지적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지닌 예술성과 독창성 외에도， 적그리스도가
건설하는 ‘신의

왕국’의 문제

역시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솔로비요프의

오랜 지적 · 예술적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솔로비요프가 그리고 있
는 적그리스도의
신정

지상 왕국의

건설은 80년대 솔로비요프가 추구했던 “자유

국가 (cBo6011Ha.51 TeOKpaTH.5I)"의

모습이며， 또한 톨스토이 (JI.TOJJCTOìl)36l 가

구현하고자 했던 이 지상에서의 이상향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솔로비요프
에 의하면 툴스토이가 건설하고자 한 지상의 ‘신의 왕국’은 인간의 손에 의해
건설된 왕국으로 기독교의 도덕 원칙에 입각한 왕국이자， 정의로운 사회 이상

이 구현된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 솔로비요프로서는 인간의 손으로 건설된 사
회가 비록 이성적이고 정의로우며 미적이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조화롭고
완벽한 사회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인간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왕국이 비록 인류의 모든

이상을 실현해내고 외양에 있어서 신의 왕국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하여
도 그것의 본질과 그 속성에서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는 한，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경멸스런 왕국인 것이었다.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에 등장하는 인간의 왕국，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솔로비요프에게 이상적 사회는

신성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상적 사회는 이 세계의 합법칙성을 파괴하
고， 논리적 합법칙성을 깨는 신성한 신의 간섭，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제 솔로비요프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신의 왕국은 지상에서의 신정

국가의 건설이 아닌 세계의 파국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이상 국가를 건설하여 인류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에

대한 저항은 펼연적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교회 통합을 선포하고 적그리

스도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정교， 카톨릭，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실

요한 계시록의 반향이라기보다는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 상의 투영이다 .37)

36)

툴스토이와 솔로비요프의 사적 관계와 그들의 사상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또한 다
음을 참조할 수 있다

K.MoqyJIbCK때(1 995) “ BJIaJl째HP

COJIOBbeB: JI( II3Hb 11 yqeHlle ",
frO rO .11b , C0 .110BbeB , lJocToeBCKHH.!J, M. , Pecny5JIIIKa, cc.201-205, 207-209, 211

37)

이것은 또한 툴스토이의 ‘악에 대한 무저항’ 정선과의 내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
다

톨스토이의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은 솔로비요프와 툴스토이가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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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비요프의 신화적 차원의 아포칼립스는 사실 그의 이전 문화전통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정교와 사회주의 사상 등의 자양분에서 자란 그의

닥관적 전망의 신화적 아포칼립스는 그의 활동의 전 시기의 시작품들에서， 특
히

「세 가지

업적 J ，세 만남 J ，영원한 여성성」 등의

시작품에서 소피아의

다른 이름인 “영원한 여인”과 “영원한 여성성”과 같은 형상과 더불어 나타나
며， 또한 그의 70-80 년대 이론적 저술들을 통해 ‘자유 신정국가’로 표현된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처한 당대의

러시아 역사의 현실은 더 이상 지상에 세

계 과정의 완결로서의 이상적 사회를 찾지 않게 만들었고， 사회 역사적 진화
의 발전적
속의

전망을 상실케 만들었다. 90 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역사적

아포칼립스는 그의

빛이 (Ex oriente

경험

시작품 「범몽골주의 (naHMOHfOAH3M)J ， r 동방으로부터

lux) J , r 용(龍，

llpaKOH) J 등과 산문 「적그리스도에

이야기 (KpaTKaj/ nOBeCTb 06 AHTHxpHcTe)J 에서

관한 짧은

세계 과정의 본질은 현실의

경

계 너머에서， 이 세계의 종말이 이루진 후에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화와 역사가 그 개념상

대립적이되 현실에서 조우할 때 서로 대립적일 수만은 없듯이 이 두 차원의
고찰 역시 개념상 상호 배타적인 대립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또 솔

로비요프의

창작의

시기적

구분에서도 분명한 진화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작품들의 형상들과 모티프들이 시기적으로
완전하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한 「범몽골주의」나 「동방으로부터 빛이」에서 보이는 러시아의 형상도 사

실상 ‘모스크바 제 3로마설’이라는 신화적인 러시아 메시아주의가 투영된 작

갈라서는 역할을 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모든 ‘악(惡)’은 우리를 보낸 주인에

관해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악은 세계의 발전 과정에 따라 선
의 증대와 함께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반면에， 솔로비요프에게 세계의 발전과

정은 선의 상승되는 집적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

그는 톨스토이와 달리

· 도덕적인 악이 설사 무기력해진다 하여도 존재론적인 악， 죽음이 남아 있으

며， 이것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해했다. 솔로비요프가 보기
에 세계 과정의 완결로서의 툴스토이의 지상에서의 ‘신의 왕국’ 건설은 요한 계시
록의 세계 파국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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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슬라브주의자들과 도스토예프스키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세계사적

역

할에 대한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솔로비요프 자신은 의
식하지 못했지만， 그가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찬 믿음이 또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비요프의 아포칼립스를 흔히
구 유럽의

역사적 시대상에

이해하듯이

대한 낙관적

1890년대

이후의

러시아 및 서

전망의 결핍에서 비롯된 비관적

역

사관의 전망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그의 사상 체계의 태생적
차원에서부터 고려되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
면， 솔로비요프의

신화적

차원의

아포칼립스와 역사적

차원의

아포칼립스의

상보적

체계는 인류가 역사의 선비와 사회적 모순， 부조리를 끌어안은 채로，

자신의

힘으로 선과 평등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에

비요프의 양가적 사유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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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Эсхатологические начала в творчестве

Владимира Соловьева

Паk, Чжон-Со

Основные

идеи философии

эсхатология

дальнейшее

-

определили

-

В.Соловьева

метафизика лич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русского

софиология,

идеализма

и

получил

развитие в работах известных апологетов христианства Н.Бердяева,

С.Булгакова, С.Франка и других.
Эсха т логия В.Соловьева впитала в себя традиционные установки христианства
о неизбежной

гиб ел мира, о конце

земной истории и последующем установлении

царства божьего. Вместе с тем его эсхатолог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формировались

не без известного влияния идей утопическ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очетание христианской
эсхатологии

и

идей

утопическ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

его

конкретными

проектами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пределило своеобразие эсхатологической

концепции автора "свободной теократии", убежденного в период
в том, что настоящее

состоян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не

70-80

годов

таково, каким быть должно,

а потому оно должно быть изменено, преобразовано.

Философ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эсхатологии В.Соловьев дал в теории 'всеединства'.
Сущность

этой

теории
имеет

материальный

состоит

в

том,

абсолютную

что

все

основу

-

мир

божественный

духовность.

и

мир

Религиозно

эсхатлогическая сущность теории 'всеединства' выявлена уже в работах В.
Соловьева
вопрос

о

{Философские начала цельного знания}
сущ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являющейся

истинно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всеединства,

церковью

(1877),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ом

где он рассматривал
в

в

сфере

практической

форме

заверщение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 а и выступающей,

в

теократии,
силу сво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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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ll< eCTBeHHOH

npHpO 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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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apCTBOM 60 ll< beM" Ha 3eMJle. 3T。 “ llapCTBO 60 ll< be"

。 npeJleml JlOCb B.CO JlOBbeBbIM

“ CB060 Jl HOH

TeOKpaTHe때

C 3T OH TeOKp aT HeA CB $l 3bIBaeTC $I ero 3eMHa$l mo60Bb H 3eMHa $l Meqn. B Cpe llH HH
nepHO Jl Jl e $l Te Jl bHOCTH CO JlOBbeBa MH$O JlOrHqeCKa $l anOKa JlHnTHKa 3aCTH Jl a Jl a er。
yMcTBeHHbIH

B30p.

B KOHlle

MHpa

一

BOCKpeceHHe

MepTBbIX , HO

npe ll<Jl e

3TOrO

KOHlla - BCeMHpHa $l TeOKpaTH $I, a B HeH HallHOHa Jl bHOe TOp ll< eCTBO POCCHH.
Ho

MH$O JlOrHqeCKa $l

anOKa Jl HnTHKa

TeOKpaTHH

KOpeHHTC $I

B

HCTOpHqeCKHX

nepe ll< HBaHH $l X H BneqaT Jl eHH $l X, KOTOpble pa3 HaBCer Jl a yHeceHbI nOTOKOM BpeMeHH.
CO JloBbeBy

np뻐J10Cb

nepell<HTb

M)"써 TeJl bH뻐e

pa30qapoBaH H$I,

KOTOpμe M버

paCCMa TpHBaeM

B HCTOpHqeCKOH anOKa Jl HnTHKe. To He 6bIJl O TO Jl bKO pa30qapOBaHHe B pyCCKOH
rOCYJl apCTBeHHOCTH H 06meCTBeHHOCTH. CO Jl OBbeB nOHRJI , qTO rOCYJl apCTBeHHOCTb
Bo06me He MO ll< eT noc Jl y ll< HTb lI< HJl HmeM DO ll< eCTBeHHO 꺼 CJl aBbI. TeM CaMblM pyxHyJl a
yTom깨

TeOKpaTHH. B KOHlle CBOeH lI< H3HH CO Jl OBbeB C HeH paCCTa Jl CR. 3TO $I CH。

06Hapy째HBaeTC$I B

{KpaTKO꺼 nOBeCTH 06 AHTHxpHcTe} (899). Ec깨 B M때OJlrHqeCKO꺼

anOKaJl HnT HKe(B 70-80-e rO L\bI) B. CO JlOBbeB BH Jl e Jl 3aBepweHHe MHpOBoro npOllecca
B 3eMHOM ocymecTB Jl eHHH HeKoero HJl e Jl a Jl bHOrO 06meCTBeHHoro COCTORHH $I, TO B

HCTOpHqeCKO다
6 J1 arHX

anOKa Jl HnT HKe(90-e

nepcneKTHBax

rO JlbJ) , H3BepHB뻐 Cb

COllHa Jl bHO-HCTOpHqeCKOH

H pa30qapOBaBWHCb

3 BO JllO llHH , OH

pe3KO

CBOH 3CXaTO Jl OrHqeCKHe npe Jl CTaB Jl eHH $I B TOM n Jl aHe , qTO CymHOCTb
npOllecca

CnOC06Ha paCKpblTbC 껴

Jl eACTBHTe Jl bHOCTH.

BO

BCeH nO Jl HOTe CBOeα ， J1HWb

3a

B

H3MeHHJI
MHpOBOr。

npe Jl e Jl aM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