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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싼 E 르 블록의 ‘루짤까 (pycaJIKa) ’ 테마
- 낭만주의의 코드와 시인의 진화
최

종 술.

1. 머리말
개별적인

작가의

그 각 단계에서

창작 세계와 문학사를 관류하는

지니는 상이한 의미들은 작가의

형상， 모티프， 테마들이

진화와 문학사적

체적

내용들이다. 알렉싼드르 블록 (AJleKCaHllP 5JlOK) 의

주의

시 사이의

진화의

서정시와 19 세기

구

낭만

관계와 관련하여 두 측면은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다. 블록

시의 문맥을 구성하는 두 요소 때문에 그러하다.

블록 시의 주요 형상， 모티프， 테마들은 19 세기 낭만주의 시의 다양한 문제
적 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기 시인은 동질적인 정선적 체혐의 표현을 위해
낭만주의 시 의 반향들음 폭넓 게 활용하고 있다. 블록의 ‘서 정 적 삼부작(JlI1 PI1QeCKa51

Tp“JlOr (151) ’은 이들에 상징적， 신화적으로 추가되거나 재해석된 의미틀

부여한다 2) 블록의

시가 두 ‘거대 문체 (60JlbWOÎÍ CT I1Jl b) ’인 낭만주의와 상징주

의의 관계를 살피는 시금석이라 할 때， 차용된 요소들이 지닌 새로운 예술적
의미 속에서 블록의 상징주의 시학이 지닌 독자적 면모는 발현된다.

한편 낭만주의의 다양한 문체적

*

전통과 결부된 여러 모티프， 형상， 테마들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강사

1) 이 점에 대해서는 3 , r , MHHU (1 999) “ CmfB OJl y 5 J1 0Ka" ,

cn6 ,: I1Cl< yCCTBO
11033HH H iJ.'liJ. Æa

2)

‘서정적

-

XX

삼부작’이

cn5;
BeK iJ. J

H, A , KO >l< eBHHKoBa (1

, M,:

지난 신화시학적

"5끼OK H pyCCKHìí CHMBO Jl H3M" ,
C , 144 플 참조

HayKa

986) ,

un03THK iJ. A刀eKC iJ.HßpiJ. DÆOK iJ. J

,

rCÆoBoyl1oTpe ψleHHe B pyCCKoη

등을 참조.
속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r，까fTepa TypHoe HiJ. C지eßCTBOJ

,

3, r

, 싸Hu (l 980)
92 , KH , 1,

M ‘ HayKa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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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블록의 시를 관류하며 등장한다. 의미 요소들이 지닌 상이한 문체는 블록
의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시적 의식이 지닌 경계들을 그 전개 과정에서 드러
내 보여준다，3) 시인의 창작 세계를 관류하는 모티프， 형상， 테마들이 드러내는
상이한 의미는 블록 시 진화의 거울인 것이다.
블록의 시학이 지닌 또 다른 한 특징은 시적 인용 (UJ!T J! pOBaHJ! e) 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4) 시적 인용을 통한 예술적 의미 발생이 이중적 코드화에 기인한다
고 할 때， 블록의 시와 낭만주의 시 전통의 관계에서 이는 낭만주의의 다양한
문체적

전통이

구체적인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수반하는 개인적인 예술적 코

드들의 연합체로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은 창작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선배 시인들의 개인적인 시적 목소리에 대한 섬세한 식별력을 보여주며， 다면

적인 시적 개성의 다양한 발현의 굴곡마다 선배 시인들의 개별적 코드와 상
호 반향을 찾고 있다. 블록 시의 진화는 의식의 면들과 선배 시인들 사이의
상호주체적인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시인의 진화와 낭만주의 전통이 맺는 다층적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가 그의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루쌀까 테마의

변주이다. 블록의 루쌀까 테마 속에

드러나는 쥬꼽스끼 (B. A. ~YKOBCK J!A) 와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와 테마를 구성하
는 형상과 모티프의 의미는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5)
이와 같은 연구들이 블록의 루쌀까 테마가 지닌 다양한 면을 모두 해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루쌀까 테마는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하면서

예술사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변용을 보여주기

3) JJ. 꺼 rHH3ôypr(974)

4)

상정주의

(999)

시학이

'0

지년

.llHpHKe

.Jj , JJ.: CoseTcKHl! nHCaTe Jl b, C. 259-260, 280

고유한 한 특질로서

"φyHKQ때 pe뻐 HHCQeH뻐l!

때문이다.6) 본고 역

인용의

B n03THKe AJI. 5J10Ka" ,

c. 362-363; H. n. cMHpHos(1977)

시학에

대해서는 3

참조

r

싸HQ

frr03TμK8. A.11eKC8.H，껴p8. B.110K8..Jj

,

I껴YI10:t<eCTBeHHblit c뻐'C.11 H 3B0.11fOUHJI n03TH'leCKHX

, M.: HayKa , C. 32-33; H. n. cMHpHos(1981) 끽~8.xpoHH'leCKHe TP 8. HCØOPM8.UHH
.llHTep 8. TypHblX
:t<8. HpOB H MOTHBOB.Jj, Wien: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
Sonderband 4, c. 181 등을 참조.
CHCTeM.Jj

5) 특히 다음의 두 편의 논문을 참조: B.H. Tonopos(1977) "K peQenQ째 n033HH *YKoscKoro s
Ha4a Jl e )c( seKa. 5J10K-*YKOSCK뻐 npOÔJleMa peMHHHCQeHUH l!'’

V. 4, Amsterdam , c. 349-354; K.
B J1HpHKe 5J10Ka" ,

6)

rRussian Literature.Jj ,

TapaHoscKI때 (2뼈) "3e JleHble 3se3때 H nOl。뻐 e SOl1hl

'0 n033HH H n03THKeJ

,

M.: Studia Poetica, c. 330-342.

쥬꼽스끼 이후 러시아 시에 국한하여 지적하자변 군소 시인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뿌쉬낀 (A. C. nYWKHH) , 레르몬또프 (M. 삐 JJepMoHTOS) , 페뜨 (A. A. φeT) ， 그리고리예프 (A

n. rpHropbes) , 빠스쩨르낙 (5. nacTepHaK) , 쓰베따예바 (M. UseTaesa) 등이 루쌀까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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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폭넓은 지평에서 블록의 루쌀까 테마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다. 본

고를 통해 펼자는 블록의 루쌀까 테마를 쥬꼽스끼와 레르몬또프 작품과의 상

호텍스트적 관련성 속에서 살펌으로써 블록 시의 진화가 낭만주의 시의 재해
석 과정이자 선배 시인들과 맺는 시적 대화의 과정임을 보이고자 한다. 쥬꼽
스끼와 레르몬또프의 문맥은 블록의

모순적인 시적

개성이 지닌 두 층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블록의 시에 일차적이

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은 쥬꼽스끼의

발라드 <Pbl6aK 어부 >(818) 이

다. 블록의 서정시가 지닌 근원적 낭만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 중의 하나가 그

의 시 세계 전체를 관류하는 루쌀까 테마의 수용과 재해석이라 할 때， 쥬꼽스
끼의 발라드는 이후의 예술적 의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였던 낭만
주의 서정의 확립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괴테로부터의

자유로운 번역인 쥬꼽스끼의

발라드는 인간을 자신의

심연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물의 CTHXHjI에 대한 이야기이다.

루쌀까이기도 하고 소란스런 강의 물결이기도 한 노래하는 여성적

이미지는

어부를 지상의 불완전한 생으로부터 다른 생으로 유혹하고， 이 유혹에 굴복한
어부는 지상의 삶과 연을 끊는다. 유한적인 인간은 다른 세계 (HHO꺼 빼p) 로 유

혹하는 매혹적인 미(美)가 지닌 파멸적인 속성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에뜨낀뜨 (E. 3TKHHlÜ 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쥬꼽스끼에게
중요했던 것은 비단 발라드의 슈셋과 연관된 ‘다른 세계’와 ‘다른 생’의 모티
프 뿐 아니라
테마의

유혹을 실체화하는 음악적 시어의

변주 속에서

창조였다.7) 블록은 루쌀까

일차적으로 쥬꼽스끼의 주된 두 시적

이념을 계승하면서

창작의 각 단계에서 상이한 의미론적， 정서적 뉘앙스를 부여하고 있다.

2.

블록 초기 시의 루쌀까 태마

2. 1.

루 쌀까 - ‘아름 다운 여 인 (npeKpaCHa~ ßawa) ’

초기 블록에게서 루쌀까 테마의 반향은 1902년에 쓴 두 편의 시에서 뚜렷
마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

7) E. 3TKHHll(1999)
rJlarOJlj

, M.:

"뻐 60Bb

K pycanKe (rêTe - ~yKoBcK때 - nymKHH)" ,
c. 531-534 참조.

513 b1I< H pycC l< olí KyJJbTypμ ，

rEO!KeCTBeHH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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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다. 두 편의

시가 구현하고 있는 상이한 정서， 그리고 블록 서정

시 체계 내의 구조적 위치가 지닌 의미는 초기 블록의 시 세계 전체의 연모
를 이해하는 지침이 된다. 두 편의 시 중 한 편은 사이클 (UHI<JI) <아름다운 여
인에 관한 시 (CTHXH

0 npeKpaCHOß

naMe)> 에 삽입되었으며， 다른 한 편은 블록

의 ‘서정적 삼부작’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정적 삼부작 중 1 권에 포함되지
않은 시

<npOXO JljIT

CHμ

H l!< eHCTSeHHble

TeHH ...

꿈틀과 여 성 적 인 그림 자들이

지나간다>를 전문의 인용과 함께 살펴보자8):

npOXO따 T CHW H

TeHH ,

)j( eHCTBeHHWe

꿈들과 여성적인 그림자들이 지나간다，

B 3eJIeH뻐 nPYll CMOT p!O SI , He llwma.

나는 숨죽이며 푸른 연못을 바라본다.

TYlla cofillyT Be4epHHe cTyneHH ,

저기로 저녁의 계단들이 내려오고，

3aõwT뻐 COH Bocnpa311HyeT llyma

영혼은 잊혀진 꿈의 축제를 열리라

5e3BOllHwfi COH MrHOBeHHefi H KOp04e ,

메마른 꿈은 순간적 이고 짧다，

Mofi COH npOllJIHT 3eJIeHaSl BOlla

내 꿈은 푸른 물이 연장시키리라

HaCTaHeT HOl!b

-

H 밍B싸iO BCKφ뼈b 0 4H

밤이 올 것이고

너는 마른 연못의

H Tμ Ha llHe 3arJIOXmerO npylla

바닥에서 물기어린 눈을 뜰 것이다

OHH npOXO llSl T,

그탤， 여성적인 그림^f들이 지나간다

)j( eHCTBeHHWe

TeHH -

-

5e3MepHwe H CJIallOCTHwe CHW.

한없는 달콤한 꿈블이.

K HHM B03Belly 3aÕWTμe cTyneHH ,

그들을 향해 잊혀진 계단을 들어올리리라，

Bocnpa311Hy~

심연의 소망을 축복하리라.

)j( eJIaHHfi

서정적 자아는 극도의

rJIy띠HW.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 He llI>lllla") ‘푸른 연봇’을 응

시하고 있다. 연못에 투영된 어떤 ‘꿈’， (그가 소망하는) 어떤 ‘여성적

형상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이다. 여성적 이미지의 몽상은 반복적 체험이다 (3 a6blT뼈
COH).

‘꿈’은 시적 자아의 시간을 재는 척도이다. 찰나적인 황홀경의 반복적 체

험에 목마른 서정적 자아는 시간을 꿈의 현시와 잊혀짐의 반복인 순환 고리

로 인식한다. ‘밤의 도래’로서의 미래의 시간은 이 순환 고리로부터의 해방으
로서 차별성을 획득하고 있다. ‘꿈’의 찰나성과 지속성의 의미 대립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미래의 차별성이자 ‘지상’과 ‘물’의 공간적 대립과 결부되어 있다.

8)

이 시 속의 ‘유혹하는 물의 형상’과 쥬꼽스끼의 발라드 사이의
따라돕스끼에 의해 지적되었다 K. TapaHOBCKHfi
A. A. 5JIO
。야K(이1999
아

4.

C.’

c. 33 1.

텍스트적 관련성은
블록 시의 인용은

r[70J1H. co
이tφψ CO
여1{
α
ι{

15
않
3. 앞으로 블록 시 의

밝히도록 하겠다

같은 책

인용은 본문 속에 권수와 쪽수에

대 한 지 적 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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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공간’은 긍정적인 의미

영역에 속하며 시적 자아가 소망하는 공간이 된

다. 시의 기본 테마인 ‘자살’이 비극적 색채를 지니고 있지 않음은 이 때문이
다. 서정적 자아가 예견하는 자신의 죽음은 눈을 뜨고 있는 죽음， 물을 체화
한 죽음이 다

C. .H BJlall< HO BCKpOeWb O'U’

/ 11

TbI Ha

LlHe

3ar JIOXwero npY Ll a). 죽

음 이후의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응시는 신비적 몽상의 조건이며， 체화된 물은

몽상의 지속의 조건이다. 첫 행을 변형시켜 반복하는 9-10 행은 시적 자아가
체험하는 고조된 희열의

감흥을 전달한다 (5e3MepHble H CJIa LlOCTHble CHbI). 시

의 종결부는 선행 시행들에서 이루어진 공간의 의미적 대립을 시의 동사 구
조와 연관된 서정적 자아의 정신적 지향과 결부시킨다. 시간의 차별성은 서정
적 자아의 주체적 행동 의지에 의해 확보된다. 시인은 여성성의 세계로 초월
하고자 하는 정신의 움직임을 ‘계단을 놓는 행동’으로 구상화하고 있다.

이

상승의 웅직임은 ‘심연을 향한’ 소망과 의미론적으로 등가이다. 다른 한편으로

9 행은 ‘계단’의 형상의 압운에 의한 일치와 대립적 동사 구조에 의해 (B03Be Ll Y

- CO~LlYT) 3 행과 뱃귀를 이룬다. 3 행은 시 텍스트 속에 구체화되지 않은 채
환유로 암시된 시적 여주인공의 하강 움직임을， 9 행은 서정적 자아의 주체적
상승 움직임을 표현한다. 하강을 통한 찰나적인 여주인공의 현시는 서정적 주
인공의 상승， 여주인공의 세계 속으로 영원히 포섭되고자 하는 지향의 원인이
된다. 여주인공의

천상 세계와 물의

세계는 의미론적으로 등가이며， ‘자살’은

소외를 극복하고 신비적 황홀경의 세계로의 초월을 완성하는 방법이 된다.
1 권에 삼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초기 시에 구현된 블록의 정
신적 면모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신비적 몽상 속에서 ‘영원한 여성성’의 형
상과 만나는 서정적 자아의 내면 풍경은 ‘아름다운 여인’ 테마에 바쳐진 많은

초기 시들 속에 구현된 낭만적 신비주의자 블록의

정신적 삶의

일부이다. 이

시를 구성하는 일련의 모티프들은 시인의 초기 시의 지배적인 시적 코드에 부

합하며

‘서정적

삼부작’

제

1 권의

여러

시에서

되풀이된다. 무엇보다도， 꿈

(COH) 과 그림자 (TeHb) 는 블록 초기

시의

라이트모티프들이다. 이

초기 블록의 이원적 세계 지각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모티프들은

곧 서정적 여주인공으

로 형상화된 조화로운 세계 질서의 체험이 지닌 신비성과 불특정성을 나타낸

다.
또한， 1 권의 많은 시들은 이 시의 ‘저녁의 연못 풍경’과 유사한 자연의 변화

순간을 시적 상황으로 지니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총 6부로 구성된 사이클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의 1 부에서 인용해 본 것이다: “ Ha 3eMJlJO CYMep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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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XO IlßJJH /

BeqHOCTß

BCTaBaJJH

일어섰다.끼내려왔다
꿈들이
... >, 1901; 1, 49);
nJJaKa재 뻐MHHe

BeCH bJ /

"B 3TOA

ðypß ,

/

지상으로 황혼이 내려

CH bJ!..

ðe3 1l0HHOA JJa3ypH /

B

왔고 /

cyMepKax

영원의

ðJJß3KOA

CHμ 이 바닥 없는 푸르름 속

Pe Jl JJß 3Be3 1lHbJ e

에서 / 가까운 봄의 황혼 속에서 / 겨울 폭풍우가 울었다，/ 별들의 꿈이 나
부꼈다“

(<BeTep

1901; 1, 49);
OßH bJX

npHHec

"Tßxo BeqepH bJ e TeHH /

BHlleHHß /

저

ß3 IlaJJëKa ...

먼

곳으로부터

바람이

B CH뻐X JJo*aTCJI CHerax. /

TBOß nOTpeBO*ßJJß npax

저녁 그림자들이

실어왔다>，

COH MbJ HeCTp-

조용히 / 푸른 눈

속에 눔는다./ 고르지 않은 환영의 무리들이 / 너의 재를 어지럽혔다“ (<TßX。
BeqepHHe TeHH ...
JJHKyJl,

/

저녁 그림자들이 조용히 ... >,

HOqHylO MHHOBaJJa TeHb

1901; 1, 51); “ T bI,

B aJJOM CYMpaKe

선홍빛 어스름 속에서 열광하며 너는 / 밤의

그림자를 지나쳐 갔다" (<71 nOH Jl JJ CMblCJJ TBOHX CTpeMJJeHHß ... 나는 너의

들의

의미를

ðeCKOHeqHble

이해했다 ... >,
Kpyrκ

/

71

1901; 1, 52); “ Tbl

nOCJJbJ waJJ OT3ByK

OTXOIlßWb

MaJJ뼈， /

B

CYMpaK

OTllalleHH bJ e warß

갈망

aJJblß ,

/

B

선홍빛 어

스름 속으로 / 끝없는 원환 속으로 너는 멀어져 간다 / 멀어져 가는 발걸음의

/ 작은 반향을 나는 듣는다"
속으로 너는 별어져 간다>，
JJa30peBblil

TYMaH

푸르러

(<TbJ OTXO IlHWb

B cyMpaK

1901; 1, 52); “ KTO-TO

가는

(<KTO-TO WenqeT H CMeeTCJI ...

안개를

뚫고 /

aJJbI때 ••. 선홍빛 어스름

WenqeT ß CMeeTCJI /

누군가가

누군가가 속삭이 고 웃는다>，

속삭이고

CKB03b

웃는다”

1901; 1, 58).

커다

란 사이클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를 관류하는 자연 상태의 다양한 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노을 (3aKaT)’， ‘안개 (TYMaH)’， ‘저녁 (Beqep) ’， ‘황혼 (CYMepKH) ’과
같은 시어들은 블록의 초기 시에서 천상 세계로부터의 여주인공의 현시를 암

시하는 상징적 기호로 기능한다. 이 자연적 현상들은 규정될 수 없는 어떤 비
일상적이며 위대하고 조화로운 무언가의 전조로 신비로운 몽상적 체험의 조
건이 된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의

*eHCTBeHHble TeHß ... >는

준다. 죽음에
부터

이

테마와 밀접히

연관된

시

CHbl

H

죽음과 ‘영원한 여성성’이 지난 의미적 친화성을 보여

대한 블록의

낭만주의적

반(反)비극적 사고는 지상의

빛과 조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존재 이월 (HHOðbJTHe) 의

아닌 순간적인 현세와 영원하고 진정한 존재의

죽음을 시화(詩化)한다

<npOXO IlJIT

어둠으로

형식으로서， 종말

세계를 나누는 경계로서

그러므로 이 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때로 죽음은

소망되는 것， 유혹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블록이 자신의 이같

알랙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mc a)’ 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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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유가 쥬꼽스끼로부터 이어받은 것임을 직접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시인

은 베 첼롭스끼 (A. H. BeCenOBCK~깨)의 쥬꼽스끼 연구( 면 A. JKyKOBCKH，꺼'.
'1yBcTBa

H

"Cep,ae 'lHOrO

BOOφa:tæHHJ/".J ) 에

있다: “ lleBH3 lI<H3HH lKyKoBCKOrO: "CMepTb -

대한 서평에서

n033HJ/

다음과 같이

적고

Ben씨<oe õnaro". H OHa THXO np뻐끼a

K HeMY , KaK ilyHoBeHHe "BetIHOH lK eHCTBeHHOCTH “ " ("죽음은 위 대 한 축복 이 다“

이것이 쥬꼽스끼의 삶의 좌우명이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여성성“의 미
풍처 럼 조용히 그에 게 찾아왔다 ... ")9)

인용된 블록의 말이 블록의 초기 시 세계와 쥬꼽스끼의
성을

살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듯이，

시

<npOXO JljIT

예술 세계의 연관

CH bI

H

lI< eHCTBeHHble

TeHH ... >와 쥬꼽스끼의 <PblõaK> 에서 ‘유혹하는 물’의 의미는 완전한 상응을 보

여 준다. 쥬꼽스끼 발라드의 주인공도 블록의 시적 자아도 모두 심연 (rny뻐Ha)

을 ‘소망’한다. 두 텍스트에서 모두 물은 여성적 이미지와 겹쳐 있고 다른 생
의 공간을 표상한다. 블록에게서 절대적 조화의 세계로의 초월에 대한 지향과
심연에 대한 몰입은 의미적으로 동질적이듯， 두 텍스트 모두에서 ‘위’와 ‘아래’

는，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면서， 시적 자아가 속한 ‘지상 세계’의 대안 세계를
이룬다.
이와같이 초기 블록의 ‘영원한 여성성’의
조응하고 있는 바， 블록의

시

테마와 루쌀까 테마는 이 시에서

<npOXOil.ll T CHbI H lI< eHCTBeHHble TeHH ... >는 숨은

텍스트인 쥬꼽스끼의 <PblõaK> 에

대한 암시와 함께 쥬꼽스끼의 발라드에

구

현된 낭만적 서정성에 합일되는 초기 블록의 정신 세계의 한 측면을 보여준
다. 그러나 쥬꼽스끼 발라드가 지닌 의미 요소들은 또한 다른 문맥에서 활용

되면서 시인의 시적 개성이 지닌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루쌀까 - 분열된 의식의 표현

2.2.

같은 해에 씌어져서 사이클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에 포함된 시 <3a
TeMHOH ilanblO rOpOilCKOH ... 도시의

어두운 변경 너머에서 ... >는 쥬꼽스끼의 발

라드와 상당히 명백한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을 지닌다. 민쓰가 주석에서 밝히
고 있는 바와 같이

0 , 542) ,

9)

rcoφ CO 'l.: B

A. A, 5noK(1962)

576

,

이 시에 대한 쥬꼽스끼 발라드의 영향은 슈셋과

8

T. .J

, ~CJI.: XYJlO:l< eCTBeHHa.ll

ÆlT epaTypa , T.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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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형식의 차원에서 고루 실현되어

죽음， 다양한 남성

있다 (서정적 주인공의 물로의 유혹과

행말을 지닌 발라드적 억양과 4운각과 3운각 양브(.lI MÕ) 의

교차운). 그러나 이 시에서 블록은 발라드의 슈셋을 분신의

테마와 연관시켜

독창적으로 해석한다:

PeBeno C 4epHOR BWCOTW

검은 하늘이 울부짖었고

H npHHOCHnO CHer.

눈이 흩뿌려 내렸다.

HaBcTpe4y MHe H3 TeMHOTW

어둠으로부터 한 사람이

noaH~nc~ 4enOBeK.

내게로 일어서 왔다

AHUO CKpWBa~ OT MeH~ ，

내게서 얼굴을 감추며，

OH 6WCTPO wen Bnepea

그는 급히 앞서 갔다

Tyaa , rae He

불길이 없던

H rae

6wno OrH~
KOH4anC~ nea.

얼음이 끝났던 그 곳으로.

0 , 115)
시

<3a TeMHO J1 llaJJb lO rOpOllCKO J1 •.• >에

는 블록의 시 적 의 식 속에 투영 된 음

울한 대도시 삶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는 ‘빼쩨르부르그’ 테마를 지닌 블록의
많은 시틀의 전조(前 JU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시와 시 <llB。때HHK

분선>(1 909) 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는 뚜렷하다. ‘어둠으로부터

시적 자아에

게 다가오는 인간적 형상’은 블록 서정시에서 서정적 주인공이 분신과 조우하

는 전형적인 시적 상황이다. 시의 인용된

2,

3 연 중 2 연 3-4 행과 시

의 다음 두 시 행 사이의 상황적 유사성은 확연하다: “BμXOllHT
/

H np.ll MO nOllxollHT KO MHe

H3

<llBO J1 HHK>

HO째

TYMaHHO J1

안개 낀 밤으로부터 나와서 / 곧장 내게로 다가온

다" (3 , 10). 두 시의 서정적 자아는 도시의 밤거리를 배회하던 중 분신과 조
우한다.
후기 시와의 내적 연관성을 배경으로 쥬꼽스끼의 발라드와의 관계에서 시
<3a TeMHO J1 llaJJblO rOpOllCKO J1 ••• >가

드러내는 테마의 상이한 해결은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쥬꼽스끼에게서 (그리고 블록의 다른 시에서) 물의 정령이 여성
적 이미지를 지니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다른 세계에서의 생에 대한 약속으로
유혹했던 반면， 이 시에서 또한 물의 세계와 연관된 악마적인 남성적 형상은
서정적 자아를 파멸로 이끈다. 어둡고 악마적인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와 물의
형상 사이의

관련성은

이미

시의

도입부에서

명백하다: “ 3a

TeMHO J1

llaJJ바O

알렉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nu) ’ 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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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OllCKO I1 / TepjjJJcjj 6eJJbI엄 JJell 도시의 어두운 변경 너머에서 / 하얀 얼음이

0,

115). 이 시에서 어둠은 실제 시적 상황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파멸을 의미한다. 어둠에 의한 영혼의 잠식과 분신의

자취를 감추었다"
서정적

자아의

출현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10) 분신이 부정적인 물의 정령임은 동사를 통해
서도 드러나는데， 이 기이한 형상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세계로
부터) 솟아나온다 (“ nOllHjjJJCjj "). 이

의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초고에서 물

형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고는 시의

12 행과 13 행

사이에

다음의

네

행을 더

지니고

최종본의

있었다: “ KpHC Ta JJJJOM JJblla

OKp y* eHa / MOp03Hajj BOlla / 3BaJJa B llpyrHe BpeMeHa / 11 B JJY'I < ... > 얼음의

크리스탈로 에워싸인 / 얼어붙은 물이 / 다른 시간들로 / 그리고 빛으로 불렀

다

<... >"

0 , 298).

최종본에서 이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시인은 물의 형상이

표현하는 조화로운 다른 세계를 향한 존재 이월의 계기를 배제하고 있다. 달
리 말해， 이 시에서 블록은 쥬꼽스끼의 코드를 의미적 배경으로 이용하고 있
다. ‘어둠’의 상징적 의미인 영혼의 죽음은 마지막 두 행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KaK OnpoKHHyJJCjj B BOlle / 끼a3ypH뼈 COH He6ec 하늘의 푸른 꿈이 / 어 떻

게 물 속에 빠졌는가를“ 0 , 116).
이 시에서 물의 세계와 천상 세계가 어둠과 빛의 반대적인 의미장에 속하
고 있음은 블록 시 세계의 변화 계기와 관련이 있다. 블록의 시 세계는 동시

대 대도시 삶의 현상에 대해 시적 의식이 열림과 함께 변화를 맞는다. 이 시
에서

영혼의

죽음으로서

물의

형상적

의미는 도시

모티프가 지닌 의미론과

불가분하다‘ 도시의 어둠에 익숙해진 블록의 서정적 주인공은 정신 세계의 완

전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에서 물의 세계가 지닌 죽
음의 의미는 대도시 삶 속에서 시적 자아가 경험하게 되는 의식 세계의 변화
를 의미하게 된다.

물과 죽음의 의미 연결이 내포하는 존재 토대의 불확실성 앞에서의 경악11)
10) 어둠의 부정성과 어둠 앞에서의 무력한 영혼의 패배의 모티프는 이 시의 초고에서
보다 명 백 하다. 다음을 비 교해 보라·

“ 3a TeMHo l! DaJI bIO rOpODCKO l!" - “ 3a 1.! epHol!
MepTBo l! TeMHoTol! 검 고 죽은 어 둠 너 머 에 서 ". “ H nODPY* HJICjj C TeMHOTo l!, / 3aMeDJIHJI
6b1CTP뻐 XOD 나는 어둠과 친숙해졌고 / 빠른 걸음을 늦추었다
“ MbI He 60pOJIHCb
<?> C TeMHoTo l!, / H 3aMeDJI5IJIH XOD.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않았고 / 걸음을 늦추
었다" (1 , 297).
11) 초기 블록의 존재에 대한 쥬쩨프적인 사고， 공허 위에 선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절망과 실존적 고독은 무엇보다도 시 <TëMHO B KOMHaraX H DymHo .. >(l90ll 속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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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해 에 씌 어 진 다른 시 <Cõe~an C rOphl H 3aMep B qame 산으로부터 달
려 내려와서 숲에서 빚었다>에서도 표현된다. ‘아름다운 여인의 숭배자’인 자

신의 고결한 내변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스스로 당혹해 한 블록은 이 시에
대한 주해에서 자기

검열적 출판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12) 결국 두 시는

일련의 다른 시들과 함께 첫 번째 시집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시 >(904) 의
“교차로 (nepeKpeCT 재)" 편에 포함되어 출판된다. 편명의 상징성과 상응하게 시
<3a TeMHOìi llanblO rOpOllCKOìi ... >의

전체 의미는 ‘아름다운 여인’의 숭배를 내

용으로 하는 고상한 세계의 점차적인 파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초기 블
록 서정의 주조음인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순화되고 고상한 열정의 이면에

는 어두운 인간적 열정이 배음으로 울리고 있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블
록은 정신의 모순된 양극성에

대한 자기

분석적 거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비록 이 모순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삶과 작품 속에서 투사
의 층을 나눌 수는 있었다"，13) 의식의 층을 변별적으로 시화(詩化)하려는 시

인의 노력 속에서 하나의 시 텍스트가 지닌 의미론적 가능성은 이처럼 초기
블록의 시적 이상과 합일되는 동시에 그 이상의 파괴를 나타내는 두 상이한
시적 문맥에서 이용되고 있다 14)

표현되어 있다.
12) 1, 않O 참조，
13) ll. AH.llpeeB(1997)

c.

rpo3a MHpa. MeTarþHJ10corþHJI HCTOpHH.’

B

3

T. .J

,

T. 2. M.: npoMeTell ,

421 , 423. 같은 해에 쓴 내적 연관성을 지닌 두 편의 시의 상이한 정서는 두 시

의 시 , 공간적 배 경 의 차이 와 무관하지 않을 것 이 다. 곧， 시 <npOX。때 T CH hI H
CTBeHHble TeHH ... >의

-

겨울 도시의

시， 공간적 배경은 봄， 정원

:t< eH-

<3a TeMHoll .ll aJIblO ropo .llcKoll ...

밤 풍경. 봄과 겨울의 토포스는 블록의

시적

개성이

>

지닌 수렴될

수 없는 양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적 체험의 시， 공적 규정성을 블
록은 서정적 삼부작의 구조 속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시 <3a TeMHoll .ll aJIblO rOpO.llCK얘〉의 초고가 여름에 씌어졌다는 것은 (1 902 년 8월

4 일) 시사적이다.
14) 시 세계의 진화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찰 속에서 시인이 하나의

전통적 모티프와

형상을 의미론적으로 상이한 문맥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예가 ‘기사
(BCa.llHHK)’의
발라드로부터
.llHH

형상이다. 민담에
차용된

이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형상에

õe3rHeBHμ ... 눈 먼 먼 곳들

블록은 1904년에

보다 직접적으로는 쥬꼽스끼
쓴 두 편의

적자색의 서쪽이 억누른다 .. >에서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년 내적 관련성은 명확하다

시

<llaJIH CJIenbl ,

평온한 나날들 ... >와 〈φHOJIeTOB때 3ana.ll rHeTeT ...

"BCa，llHHK B õHTBeHHOM Hap Jl.ll e ,

/

< ...

두 편의 시가 지

> HCKPbl

Ha Me'le

알혜 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nu) ’ 태 마

쥬꼽스끼 발라드의
ropO Ll COKOß ... >의

형상과의

반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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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창적인 재해석인 시 <3a TeMHOß Lla Jl b lO

시적 요소들(겨울， 도시， 어둠， 얼어붙은 강물， 어떤 악마적

조우)은 2 권의

루쌀까 테마를 지닌 시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시는 ‘안티테제’ 시기의 블록 시의 루쌀까 테마에 대한 해석의 방향에 대
해 예고하고 있다.

‘안티테제’와 루쌀까

3.

3. 1.

루쌀까 - ‘미지의 여인 (He3H aK OMka) ’

신화창조적

자전적

텍스트 중의

하나인 2권의

시

<3aqaTblß B HOqb , 51

B

HO "lb pO)((lleH ... >(1907) 은 시 <3a TeMHO때 Ll a Jl b lO rOpO Ll CKOß ... >와 유사한 시 적 상

황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블록은 다시 쥬꼽스끼의 발라드와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텍스트의

여러

층위에서

명백한 형태로 실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4-3 운각 암브의 교체 운율과 통사적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시의 리듬은

/ <…> 5J1e띠yT CTpe"!e Ha.

전투복을 입은 기사， / < ... > 검 위의 불꽃들， / < ... > 등

자들이 번쩍 인 다…" (<na JlH CJl enbl, t1HH
tlhIMHblX

n Jl all\ ax. / 5Pbl3 l1< yT HC l< pbl H

l5 e3rHeBHbI ••• >;

l5J1 ell\YT

l< o Jl bllyrH

1, 176); "Hac HeMHoro. Bce B

우리 는 많지 않았다. 모두 연

기 나는 망토를 입었다 / 불꽃들이 뒤기고 갑옷들이 번쩍인다" (<φHOJleTOB뼈 3ana t1
rHeTeT ... >; 2 , 39). 앞의 시 에 서 ‘잠자는 공주’의 형 상은 쥬꼽스끼 의 발라드 <nBeHat1 11aTb cn51뻐x t1eB (1 2명 의 잠자는 처 녀 )> 및 스까스까 <Cn 5lIl\ a51 llapeBHa( 잠자는 공

주)>와

직접적인

(1 998) "HellTO
rYlfe H.

0

연관을

지닌다.

비니쪼끼가 지적하고

npHBHt1eHH 5I X. HCTOPHH

0

있듯이

(11. 10.

3an. MOCKOBCKoro Ky.πbTypOJTOrHlfeCKoro JTHueJlJ

BHHHlll<때

XIX

Be l< a" ,
, Bbln. 3-4, M. , C 38) 구원

pycc l<얘 J1HTepaTypH얘 M때OJlOrHH

의 기사에 의해 영원한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여주인공의 형상은 19-20세기초에 걸
쳐

러시아 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형상은 초기 블록의 시적 컨텍스트 속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감의

앞의 시의 밝은 분위기와 달리 뒤의 시는 음울한 예

정서가 지배적이다. 적자색의

색채 상징이 ‘안티테제’ 시기 블록 시

세계에

지배적인 악마적 정서를 표현하는 바와 같이 이 시에서 기사의 형상은 ‘죽은 기사’
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죽은 기사’의 형상은 쥬꼽스끼의 음울한 발라드들인 <J1lOllMHJl a
(류드밀라)>， <J1eHopa( 레노라)>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다. 블록은 창작의 전환기
에 쥬꼽스끼의 발라드가 지년 의미적 잠재성을 분열된 의식의 양극을 표현하기 위
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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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백 한 쥬꼽스끼 발라드의 반향이 다. 블록의 독자적 인 시 적 상황 또한 쥬꼽스
끼의

발라드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 11 ~ noweJI Bnepell /

He3Ha I<OMa~ ， np뻐JIa /

<... >

Ta -

11 BCTaJIa Ha MOCTy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

<…> 그 미지의 여인이 다가와서 / 다리 위에 섰다" (블록); “ 11 BJIa*HO~ BCnJIhlJIa
rJIaBOH / KpaCaBHua H3 HHX / K HeMy OHa , OH

1<

He때 õe빼T ... 그들로부터 한 미

녀가 / 젖은 머리로 헤엄쳐 왔다 / 그녀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로 달려간다”

(쥬꼽스끼). 뿐만 아니라 블록의 다음 시행들은 쥬꼽스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용이다" ... 11 r JI~HyJIa B JIHUO 그녀가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블록) - "r~뻐T
OHa 그녀가 본다" (쥬꼽스끼); "OHa 30BeT. OHa MaHHT 그녀가 부른다. 그녀가

유혹한다" (블록) - "OHa nOeT , OHa MaHHT 그녀가 노래한다， 그녀가 유혹한다”

(쥬꼽스끼). 다른 한편으로 블록의 시는 이 시기 시인의 작품들에 대한 일종
의 ‘메타텍스트’이다 15) 이 같은 사실은 ‘미지의 여인 (He3Ha I< OMl< a) ’， ‘눈의 처녀

(CHe*Ha~ lleBa) ’, ‘파이나 (φaHHa) ’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현되어

시적

형상과 테마 속에

있는 ‘안티테제’ 시기의 시인의 삶과 시의 이상이 쥬꼽스끼의 발라

드에 대해 일정한 재해석적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B Ty HOllb

6μ끼

그 밤에 하얀 얼음이 흘렀고，

6eJJbllI JJellOXOll ,

가을의 강이 범람했다.

Pa3JJHB oceHHHX BOll .
.s:r

“강이 가는구나

nyMaJJ: "BOT pe I< a HlleT".

나는 생각했다.

f1 JI noweJJ Bnepell.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B Ty HOllb pe I< a BO MrJJe 6b1JJa

그 밤에 강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f1 B HOllb H B TeMHoTy

밤 속으로 어둠 속으로

Ta - He3Ha I< OMa Jl, npHWJJa

그 이름 모를 여인이 다가왔다

f1 BCTaJJa Ha MOCTy.

그리고 강 위에 섰다.

OHa

그녀는 눈과 포도주의

6μJJa

- *HBOR

I< OCTep

살아있는 모닥불이었다.

f1 3 CHera H BHHa.

KTO pa3 B3r JJJl HyJJ B

*eJJaHHμR

B30p ,

애태우던 그 눈을 단 한 번 보면

TOT 3HaeT , I< TO OHa.

그는 안다， 그녀가 누구인지.

f1 THXO 3a py I< y B3~JJa

그리고 조용히 손을 쥐고

f1 r JJJl HyJJa B JJHQO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f1 MacKy 6eJJ~ llaJJa

하얀 가면과 밝은 반지를

f1 CBeTJJOe KOJJbQO.

그녀는 주었다.

15) 2, 709

참조

알렉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JlKa)’ 태마

"IlOBO Jl bHO

lI<HTb,

OCTaBb CJl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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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살았어， 이젠 침묵해，

난 눈보라의 울음소리 야，

51 , KaK MeTe Jl b, 3BOHKa ,
HHO~ lI<H3Hb~ lI< HBa ,

다른 생으로 살아 있어，

HHblM OrHeM ~pKa"

다른 불길로 타오르고 있어“

QHa 30BeT. QHa MaHHT.

그녀 가 부른다. 그녀 가 유혹한다.

B CHeraX 3eMJI~ H TBepab.

눈 속에 묻힌 땅과 하늘，

4TO MHe nOeT? 4TO MHe 3BeHHT?

내게 무엇을 노래하는개 무엇을 울리는개

HHa~ 빼 3Hb? r꺼xa~ CMepTb?

다른 생? 귀 먼 죽음?

(2 , 92-93).

쥬꼽스끼의 루쌀까처럼 블록의 미지의 여인도 유흑자이다. 이들은 비밀스러
운 매력으로 미지의 세계에서의 삶을 부추긴다. 주인공들은 보이지 않는 신비

적인 경계 위에서 선택에 직변해 있다: 파멸이라면 그것은 축복인가? 축복이
라면 그것은 파멸인가? 또한 쥬꼽스끼 텍스트에서 두 세계의 경계인 강변에
블록 시의 다리는 상응하는 의미를 지난다. 블록은 논문 〈바체슬라프 이바노
프의 작품 (TBop4eCTBO B~4eC JlaBa HBaHoBa)>(1905) 에서 민담적， 신화적 상상력

에 상응하여， 다리를 cn’XH~ 와 llYX 의 투쟁이 일어나는 독특한 공간으로 규정
하고 있다 16).

그러나 블록의 상징주의 시에서 새롭게 조명된 ‘루쌀까’인 ‘미지의 여인’ 형
상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쥬꼽스끼의 루쌀까가 다른 세계
로부터의 전령인 반면， 블록의 여주인공은 현실 세계와 초지상적 영역에 동시

에 속해 있다. 초기 여주인공의 신비화된 형상과 달리 2 권의 여주인공은 실제
세계의 세태적 차원과 환상적
제 세계의 구체적

신비적 차원 모두를 구현하고 있다. 블록은 설

디테일을 암호화된 상징적 시어 외부에 두고자 했던 초기

와 달리 일상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경험 속에 숨은 상징적 의미를 시화(詩化)
하고자 노력한다. 세태적/층위와 환상적， 신비적 층위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
된 시적

형상의

특질은 세태적

삶의

인상을 신비적이고 낭만적인 코드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인의 지향을 담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동시대의 비평

가들(추꼽스끼 K. 4yKOBCK때， 고프만 M.

rOiþMaH

등)은 블록의 시 학을 ‘일상성 의

신비주의 (MHCT찌찌 3M B nOBCellHeBHOCTH) ’로 규정하고 있다 17) 블록 자신은 ‘일

상성의 신비주의’에

대해 ‘실증주의’라 부르고 있다 18) ‘신비주의’와 ‘실증주의’

16)

A. A, BJloK(1962) 같은 책， c. 16; 또한 2 , 792 참조.

17)

2, 542-닮4 참조.

러시아연구 제 12 권 제 1 호

116

를 상호 보충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은 삶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

인 요구를 반영한다. 초경험적 실재와 세태적， 역사적 삶 사이의 탄력적인 관

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블록의 지향은 절대 순수의

천상 세계로부터 죄스런

지상 세계로의 추락，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변삶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
는 하강 운동“ 19) 을 낳는다. 시인의 시는 ”고행의 길이자 죄스런 지상의 삶의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혼란스런

내용“ 20) 으로 채워진다. 루쌀까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으로의 유혹은 블록에게서 모순적이고 격정적인 지상의 삶 자체가
지난 유혹으로 변모한다. 이 점에 대해 구밀료프 (H. rYMHJlëB) 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MaTepHH -

“ He3HaKOMKa

-

J1e꺼 TMOTHB

BCe때 KHHrH. 3TO 06MaHHOe o6elllaHHe

LlOCTaBHTb COBepllleHHOe CqaCTbe H HeB03MO )f(HOCTb

H 30BYlllaJJ , TpeBO )f( alllajj

KaK

JJYHa.

3TO

-

pyca지'Ka

BJ1106J1eHHble B Hee OTpeKJ1HCb OT CBOeη l1yUIH"

rOpOl1a ,

<... >,

Llpa3Hjjlllajj

Tpe6}'1Oll!a Jl,

CfT0 6bl

“미 지 의 여 인 은 책 전 체 의 라이

트모티프이다. 이것은 완전한 행복과 그 불가능성을 제공하는 물(物)의 기만
적인 약속이다

<... >

미지의 여인은 달과 같이 자극하고 부르고 불안케 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 그녀에 대한 샤랑에 빠진 샤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도시의 루쌀까이다".이탤락체 - 구말료프 )2 1)

안티테제 시기 블록에게서 ‘다른 생’의 계기가 실제 삶 속에 내재하는 것에
상응하여 두 시의 상호반향에서 주목할 점은 상이한 결말이다. 쥬꼽스끼의 주
인공이

순간적인 유혹에

자신을 내맡기고 지상에서의 삶과 연을 끊는 반면，

블록의 자기반성적인 주인공은 여성적 환영(幻影)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
치 기로에 선 듯하다
시기 블록 시의

블록의 서정적 주인공이

비극적

겪는 내적 갈등은 ‘안티테제’

단면이다. 물의 세계는 지상 세계의

한 부분이며 ‘미

지의 여인’은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동시에 속한다. 이 형상은 끔찍한 고통과

18) “ MHCTHUH3M B nOBCe t1 HeBHOCTH - Te~!a npeKpaCHaJl H 50raTaJl, HCTOpHKO-JJHTepaTypHa Jl,
yToH 'I eHHaJl; OHa K HaM np때JJa C 3anat1 a: 3TO n03H깨8M3M" ("일상성의

신비주의는

훌륭하고 풍부하며， 문학사적인， 섬세한 테마이다. 이 테마는 서구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이것은 실증주의이다") (1906년 1 월 18일자 수기
r3anHC Hble KHH!KKμ'.1

,

A. A , 5JJOK(1965)

M.: Xyt10:l< eCTBeHHa Jl JJHTepaTypa , C. 73)

19) ll. AH t1 peeB(1997) 같은 책， c. 419.
20) B. M. lKHp‘lj'HCKHl! (192밍) "n033HJI AJJeKCaH t1pa 5JJOKa" ,
11.: Academia , C, 201
21) 2 , 763 참조

rBonpocbI TeopHH J1HTepaTypb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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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희열을 함께 약속하는 삶 자체의 표현이다.

3.2.

내적 갈등과 두 선배 시인의 코드
- <3akn~THe OrHeN H NpakON 화염 과 암흑에 거 는 주문〉

고통과 희열이 결합된 모순적인 지상의 삶을 선택한 블록의 비극적 파토스
는 특히 사이클 <3aKJUITHe OrHeM H MpaKoM> (1 907) 에 웅집되어 표현되어
다. 첫

번째

>(907) 에서

시

있

<0 , BeCHa 6e3 KOHua H 6e3 Kpa lO ... 아， 끝없고 경계없는 봄

선언적으로 천명되어 사이클 전체를 관류하는 ‘삶의 수용’ 테마

는 삶에 대한 시인의 열정적이고 남성적인 태도를 구현하고 있다:

0 , BeCHa 6e3 KOHua H 6e3 Kpa~ oe3 KOHua H 6e3 Kpa~ Me4Ta!
Y3Ha~ Te6 J1, lI< H3Hb! npHHHMa~!
H rrpHBeTCTB~ 3BOHOM mHTa!

아， 끝없고 경 계 없는 봄 끝없고 경계 없는 염원!
삶이여， 너를 알겠다! 받아들이노라!

방패 소리로 너를 환영하노라!

(2 , 185)
개인의 삶과 초개인적， 보편적 삶의 영역의 상응에 대한 블록의 시적 감각
은 사이클 속에서 사적인 사랑과 디오니소스적인 우주적 열정의 상호 조응으
로 표현된다. 블록은 지상의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 속에서 산문적 일상으로부
터의 출구와 완전한 존재의 느낌을 끝없이 추구한다. 그에게
사랑은 ‘저 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있어

열정적인

세태의 영역으로부터 존재의 영역으로 상

승하게 하는 기적적인 수단이다.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일상적인 산문적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악마적 영혼의 유혹이다. 악마적인 반란의 영혼이
지닌 삶에 대한 절대주의자적 요구의 분출 속에서 블록은 레르몬토프의 시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

레르몬토프와 사이클 속에 구현된 자신의 시적 개성의 조응에 대해 블록은
사이클 전체에 바쳐진 레르몬토프의 시 <BJJarO JlapHOCTb 감사 >(840) 로부터의

에피그라프를 통해 의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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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BCe , 3a BCe Te f5J1
3a
3a

TaAH~e MY~eHHJI

f5J1 arOtlapo

CJle3 ,

rOpe~b

oTpaBy

3a MeCTb BparOB H
3a *ap tlYmH ,

JI:

J<J1 eBeTy

paCTpa~eHHμA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감사한다

열정의 은밀한 고통들에 대해，

CTpaCTeA ,
nouenyJl,
tlPY3eA;

B nyCT~e ，

눈물의 비탄， 독기 어린 입맞춤에 대해，
적들의 보복과 친구들의 비방에 대해，
황야 속에서 낭비된 영혼의 열기에 대해

이 에피그라프는 사이클 해석 코드들 중의 하나인 레르몬또프 시의 문맥에
대한 안내이자 동시에 선배 시인과의 의식적인 시적 논쟁을 담고 있다. 레르
몬또프 시를 인용하면서 블록은 자신에게 필요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선배 시인의 삶에 대한 비관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마지막 세 행을 제외시
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JlarO~apHOCTb> 는 삶에 대한 레르몬또프의 궁극

적인 절망을 담고 있다. 블록은 지상의 삶에 대한 선배 시인의 열정적인 태도
를 수용하면서 그가 말년에 부르고 있는 “모든 희망， 인간적 감정， 삶의 매력
에

대한 레퀴엠 "22) 이 지닌 비극적 파토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삶에

대한 블록과 레르몬또프의

태도가 지난 차이는 삶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미 체험을 통해 많은 부분 선배 시인과 환멸을 공유하
고 있음에도 블록은 그의 쓰라린 아이러니를 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시인은
고통과 기만성에도 불구하고 격정적인 삶에 대한 축가를 부르며 어둡고 밝은
삶의 전체적인 면모를 수용한다.
레르몬또프 시에 구현된 열정적인 반란의 영혼과 세태적 세계 질서의 대립과

균열을 배경으로 블록 시가 구현하고 있는 개인적 영역과 초개인적 영역의 상
응은 부각된다. 이러한 블록의 상징주의자적 세계 지각의 면모는 사이클의 장르
적 속성과도 연관된다. 블록의 사이클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 3aK Jl HHaHHe 주

문’의 ‘장르적 기억’을 지니고 있다. 낭만주의 시의 고독한 개인이 세계에

대한

대립 속에서 자기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반면， ‘ 3aK Jl HHaHHe ’ 장르의 시적 자
아는 세계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외부의

삶에

작용을 끼치고자

하며， 세계 및 운명과 ‘유희적’ 관계 속에 들어서고자 시도한다.정)

22) B, r

ne Jl HHC I< HA (l 986)

J1HTepaTypa

rH36p, 3CTeTH'leCKHe p a. 60TbI: B

2 T,.J , M,: Xytlo*eCTBeHHaJl

, T, l. C, 491

23) 예를 들어 다음의 블록의 시 행들은 ‘ 3aK Jl HHaHHe ’ 장르에 특징 적 인 통사적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 HeCHTeCb , I< pY*HTeCb , TOMHTe , / CHe*HHKH - XO JlOtlHa Jl BeCTb" ,

/

llymH MO왜 TOH I< He 뻐TH ， / nOpBHTecb , pa3BeATecb , cropHTe" , ν TbI, XO JlOtl , MoA XO JlOtl ,
M얘 3 싸IH때，

/

B tlYme

MoeA - CTpaCTHoe eCTb" ,

/

CTaHb , ceptlue , B3 tlb1X a lOII\ HA CXHMH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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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유혹에 의한 삶의 유희화가 초래하는 ‘세계의 혼합’， ‘지상’과

‘천상’의 혼합은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완전한 생의 순간적인 감각을 허락한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적

엑스타시에의

몰입의

대가는 그 불길 속에서

소진되어

버려 꿈과 현실의 뒤섞임 속에서 (“ HIi COH HIi Jl Bb") 삶의 좌표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상실하는 영혼의 죽음이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내적 갈등은 피안의 순
화된 정선적 조화와 열정적인 지상의 삶의 불협화음 사이의 선택의 기로로 블
록의 서정적 자아를 끝없이 내몬다.

블록의 후기 시에서 ‘추락한 천사로서의

악마의 형상갱)은 그의 창작 세계 전체를 일관하여 해결되지 못한 의식의 모순
을 신화적 형상을 벌어 표현하고 있다. 블록의 시에서 ‘미지의 여인’ 테마와 ‘악

마’ 테마가 시인의 비극적인 내적 모순의 표현으로서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자신의 ‘악마’ 형상 속에 표현하고 있는 동시대 낭만적 의
식의 모순은 루쌀까 테마에 대한 시인의 주제 의식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이클 <3aK JlJl Tlie OrHeM

Ii

MpaKOM) 의

일곱 번째

시

<nO y JlliuaM MeTe Jl b

거리마다 눈보라가 휩쓸고 다닌다 ... )(1907) 에서 블록은 루쌀까 테마

MeTeT ...

를 내면의 모순이 빚어내는 갈등을 극적으로 첨예화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 YMp J.l Te , YMp J.l Te , SbI, rJ.lMHμ . 날려라， 회오리쳐라， 녹초로 만들어라，

/

눈송이들

-

추위의 소식…

/ 내 영혼의 가는 선들아，/ 끊이져라， 흩어져라， 불타라 ... ν 너， 추
- 열정이 있다.，. / 가슴이여， 숭
가빠하는 고행의 수도사가 되어라， / 사멸해라， 사멸해라， 축가들이여 ." (2, 191); "
rapMOH J.ll< a , rapMOH싸<a! / 3l!, nO l!, SJ.l 3:1<J.I J.I :l< r J.l! / 3l!, :l< eJJTeHbK J.l e J1IOT J.lI<J.I’ / BeceHH J.l e
USeT I<J.I! ι < ... > HesepHa Jl, J1 y l< asa Jl, / KosapHaJl, - n J1J1mJ.l! / H 6Y Jlb HaSe l< OTpaso lO
/ PacTpa맨HHOl! nym J.l! 아코디온아， 아코디온아! / 자， 노래해라， 삐걱거려라， 불태워
라! / 어이， 노란 미나리아제비꽃아，/ 붕꽃들아! ν <... > 신실하지 못하고， 간교하
고， / 약은 여인아
춤추어라! / 영원히 낭비된 영혼의 독이 되거라!" (2 , 193);
‘ 3al<재HaHJ.le’ 장르 속의 시어와 서정적 주체의 속성에 대해서는 C. H. opo l! TMaH
(1997) r PyCCKiJJI JlHpHKiJ XIX - HiJ'IiJπ'iJ XX BeK iJ B CBeTe HCTOpH 'I eCKoft n03THKH.J
M.: prry , c. 163, 블록의 <BJ1 arO Jl apHocTb> 수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명은 필자의
졸고 "CT J.l XOTSOpeH J.l e M. JIepMoHTosa <BJ1 arO Jl apHocTb> s SOCnp J.lJl TJ.IJ.I A o J1 o l< a" ,
r PyCCK iJ JI JlHTep iJ Typ iJ..I , 2000 ‘ No. 1. c. 173-178을 참조.
위， 나의 추위， 나의 겨울의 추위，/ 내 영혼 속엔

24) <11 51

J.1J1.

JII0 6

11 JI

J.l 3Be JlaJ1 ... 나는 사랑했고， 나는 맛보았다 ... > (908) ,

<neCHb AJla 지옥

의 노래 > W:K꺼)， <BJ1 arose m.eH J.l e 성모 수태 고지> (909) , <lleMoH 악마> (<npml<l깨Cb
1<0

J.lJlJ.I

뻐e Kpenqe J.I 6J1J.I)Ke… 더 단단히 더 가까이 내게 안겨>， 1910) ,
3a 뻐ol!

-

nO I< OpHO l!..

따라와， 고분고분 날 따라와…>， 1916) 등.

<lleMoH>

(<I1Jl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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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y뻐Ha，

검 은 화강암에 갇힌

rpaHHTOM TeMHWM C*aTa~.

“

심 연.

TeqeT OHa , nOeT OHa ,

그녀가 흐른다， 그녀가 노래한다，

30BeT OHa , npO I<JI~Ta~.

저주스러운 그녀가 부른다.

빼빼빼 μ
뼈빼 빼
때빼“빼

빠

”
”

나는 다가서 고 물 러 서 다，

R nonxo*y H OTXO*y ,
B

&T

mb m

w
·

nO꺼MH ，

B

c

까닭 모를 전율 속에서 맺는다.

-’

경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

aν

ζU

<

Ti

。ν

3

물살의 속삭임 속에 있을 것이다.

\/

<.

추위의 비밀들이 얼마나 달콤한 지를 ...

Ka l< CJIan l< H Ta l! Hw XOJIOna ...
B3rJI~HH ， B3rJI~HH

B

XOJIOnH비l!

.>

이해해， 이해해， 너는 외로워，

nO l! MH , TW OnHHO l<,
TOK ,

모든 것이 영원히 젊은，
차가운 물결을 바라봐， 바라봐 ..

rne BC 성 HaBe l< H MOJIOnO ... “

(2 , 190-191)

테마와 시적 어법 차원에서 쥬꼽스끼 발라드와의 상호 울립은 확연하다. 쥬
꼽스끼 발라드에서처럼 이 시에서 ‘유혹자’의 형상은 인격화되어

있기도 하고

물 자체이기도 하다. 쥬꼽스끼가 유혹의 실체로서 루쌀까의 노래를 창조했듯
이 블록 역시

자신의 루쌀까의 노래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쥬꼽스끼의 주

인공이 지상의 삶과 연을 끊고 루쌀까가 약속하는 다른 생으로 쉽게 이동해
가는 반면， 쇠진한 블록의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애착과 차가운 물

결 속에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삶과 죽음
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비극적 정신의 면모에 대해 좀 더 일찍 씌어진
시 <OõpeyeHH뻐(운명된 자)> (<TallHO cepnue npOCHT 깨 ÕeJlH."

파멸을 원한다>， 1907) 에서 블록은 단언적으로 쓰고 있다
OÕHTe기H / MHe BJl aYHTbOI Cy:!<.IleHO ,

은밀히 가슴은

"11 B KaKOll HHOll

/ EC JlH cep.llue XOyeT rHÕe JlH, / Ta꺼HO npo-

CHTC jI Ha .Il HO? 어떤 다른 처소에서 / 방황할 운명일 것인가 / 가슴이 파멸을

원한다면，/ 은밀히 바닥으로 끌리고 있다면?“

(2 ,

169) , 자살의 경계에 선 블

록의 주인공은 모순적이고 고통스러운 지상의 삶， ‘눈보라의 세계 (MeTeJlbH뼈
MHp) ’를 선 택 한다:

알핵 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JII(a) ’ 태 마

5ery. nYCTH , npOKJI껴 Tbll!.， npo 'l b
He M)''1 b Tμ ， He HCnblT버Bal!. l
YI!..IlY

껴

달아난다 저주스러운 것 물러내

괴롭히지마시험하지매
들판과 눈과 밤 속으로 니는 떠난다，

B nO Jl e , B CHer H B HO 'l b,

3a6b~Cb no~

TaM

’

BO~

Ky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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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 관목 아래로 숨는대

paKHTOBμI!.!

그 곳에서 의지는 모든 의지보다 더 의지롭고

BCeX BO Jl bHee BO Jl b

의지로운 자를 속빅하지 않을 것이다，

He npHHeBO Jl HT BO Jl bHOrO ,
H 60 Jl eA BCeX 60 Jl bHee 60 Jl b

고통은 IE든 고통보다 고통스럽 고

BepHeT c nyTH OKO Jl bHOrO!

우회로로부터 되돌리리래

(2 , 191)
사이클 전체에

대해 레르몬또프의 문맥이 중요한 쿄드로 기능하고 있듯이

이 시에 구현된 블록의 주제 의식은 레르몬또프의 시적 개성과 상호 반향 한

다. 지상의 삶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와 그 필연적 결과로 쇠진한 의식에 찾아

오는 죽음플 통한 안식의 유혹 사이의

갈등은 실제로 레르몬또프의 서사시

<MUblPIi 견습 수도사 >(1839) 와 맥을 같이 한다. 블록의 텍스트 속의 ‘물의 CTliXli.Sl

의 노래’와 레르몬또프의 서사시 속의 ‘황금 물고기의 노래’ 사이의 텍스트적
관련성 은 자명 하다: “ llliT .SI Moë , / OCTaHbC .SI 311ecb CO MHO~r / B BOlle npliBO기bHoe
%liTbë / 11 XOJIOll

Ii

nO l< oß. /

< ...

> npo찌llyT

rOlla , npoßllyT Be l< a / nOll rOBOp

'!yllHbIX CHOB 사랑스런 그대，/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주오:/ 물 속의 자유

로운 삶 / 그리고 추위와 안식. /

<... > 신기한

들이， 세기들이 흘러

이

갈 것이야

꿈들의 속삭임 아래에서 / 해

섯귀들 사이의 상호 반향에서 무엇갱.다

중요한 것은 시적 상황의 유사성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서정적 주인공들은
지상의 삶을 향한 투쟁의 결과 쇠진한 영혼을 향해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

어날 것을 유혹하는 심연의 목소리를 듣는다. 레르몬또프의 서사시에 구현된
궁극적인 작가의

이념의

지평에서

영원한 안식의 유혹보다 고통스러운 지상

의 삶이 더 가치로운 것이듯이 이 유혹을 떨쳐 내는 블록의 주인공의 면모는
시인이 의식적으로 레르몬또프의 코드 속에서 주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어떤 의미에서 블록은 자신의 시에서 레르몬또프의 서사시를 이어 쓰고
있다. 레르본또프의 서사시에서 루쌀까의 노래는 슈셋상 결말에 해당한다. 레

르몬또프 서사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열정적인 삶에의

의지는 블록에게서

삶의 선택의 의지로 천명된다. 예외적인 열정의 소유자인 레르몬또프의 고독

한 낭만적

개인과 달리

블록은 개인적

열정의

발현 속에서 우주적，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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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Xl!jj 의 발현을 본다.

열정의 시화(詩化)는 시인 블록에게 이 열정의 선율로 몰입함을 의미한다.

블록의 시에서 차안의 안식에 대한 유혹과 피안의 삶에 대한 의지 사이의 갈

등은 두 음악성의 대립의 의미 역시 지닌다. 시인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두
세계의 소유권 다툼은 두 음악성의 다툼이기도 하다. 내운을 통해 (XOJK) lla
MOJK)Il O; BO./1jj

-

6oJJb) 음운 반복의 차원에서 확립되는 유혹적인 두 세계의 등

가적 대립 관계는 두 ‘ 3aKJIl!HaHl!e ’의 대럽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하나는 시인의

영혼에 마법적 주문(멤文)을 걸어 이 세계로부터 떠날 것을 유혹하는 루쌀까
의 노래이며， 다른 하나는 시인 자신이 세계에 대해， 고통스러운 운명에 대해，
거는 주문의 언어이다.

초기 서정에 대한 향수

CBHpeJIb 3aneJIa Ha MOCTy ,
H ~6JIOHH B UBeTy.
H aHreJI nOaH~JI B B~COTy
3Be3ay 3eJIeHy~ OaHy ,
H CTaJIO aHBHO Ha MOCTy

로「
블

4.

후기 시의 루쌀까

다리 위에서 피리가 울기 시작했고，
사과 꽃들이 피어난다
녹색별 하나 천사가

하늘 높이 들어올린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신기해졌다

CMOTpeTb B TaKy~ rJIy6HHY ,

저토록 깊은 심연과

B TaKy~ BblCOTy.

저토록 높은 창공을，

CBHpeJIb nOeT: B30WJIa 3Be3aa ,
nacTyx , rOHH CTaaa ...
H noa MOCTOM nOeT BOaa:
CMOTPH , KaKHe 6~CTPHH~ ，

피리가 노래한다. 별이 솟아 올랐다，
목동아， 양떼를 몰아라

다리 아래에서 물이 노래한다:
바라봐， 얼마나 빠른 흐름이니，

OCTaBb 3a6oT~ HaBCeraa ,

근심들은 영원히 벗어 던져，

TaKoR np03paQHOR rJIY6HH비

저토록 투명한 십연을

He BHaeJI HHKOraa ..
TaKoR rJIy6oKoR THWHH bI
He CJI~waJI HHKOraa ...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토록 김은 정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 ...

CMOTPH , KaKHe 6~CTPHH~ ，

바라봐， 얼마나 빠른 흐름이니，

Koraa TbI BHaeJI 3TH CH비?.

언제 네가 이 꿈들을 보았니?

(3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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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풍스런 목가적 요소와 차분한 시적 어조를 지닌 이 시 <CBHpe Jl b 3ane Jl a
Ha MOCTy ... 다리

위에서 피리가 울기 시작했고 ... >(908) 로 블록은 3권의 사이

클 <Ap빼 H CKpHnKH 하프와 바이 올린〉를 열고 있다. 4-3운각 양브의 운율과
노래하는 물의 형상이 드러내듯 이 시에서 블록은 다시 쥬꼽스끼의 발라드를

숨은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주제 의식에서 초기의 시적 정신으로 회
귀하고 있다. 이

시의

루쌀까 테마와 관련된

<npOXOlUIT CHbI H :l<eHCTBeHHble TeHH ... >에

리

형상과 의미

부합된다. 2 권의

구조는 초기

시

루쌀까 테마와 탈

이 시에서 다시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는 긍정적인 의미장에 속한다.

고단한 삶에 지친 시적 자아의 시선 앞에 펼쳐지는 조화로운 세계의 풍경은
현실에 대비적인 몽환적 체험이다. 이 시에서 꿈과 심연은 다시 압운을 이루
고 있듯이 (rJlY띠HbI - CH bI) 꿈의 모티프가 내포하는 정신의 순화된 조화 상태
는 블록의 초기 시에서 꿈이 ‘영원한 여성성’의 현현으로서 지녔던 내포적 의

미에 부합하고 있다. 블록의 시적 자아는 조화로운 세계상을 체험하며
자살의

경계에 서

다시

있다. 음운 조화， 통사적 반복과 자기 내적 확인의 질문이

드러내고 있듯이 텍스트의 모든 차원이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맞이한 서정
적 자아의 절제된 희열과 그 세계로의

이끌림을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시의 자살의 테마는 초기 시에서와 같이 비극적이지 않다.

따라돕스끼 는 이 시 와 시
지난 쥬꼽스끼

<nO Y JlHI.\aM MeTe Jlb MeTeT ... >의

모티 프 및 형 상이

발라드와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관찰하면서 두 시가 지년 본

질적인 차이가 일차적으로 시， 공적 배경의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곧， 연구자에 따르면， 시적 어조의 본질적인 차이는 ‘빼쩨르부르그 사이클’
인

<nmICKH

CMepTH

죽음의

겨울과

무도(舞띔)>의

MeTeT ... >이

지난

도시

MOCTY ... >의

봄과 전원 풍경 사이의

(빼쩨르부르그)

CH bI H :l< eHCTBeHHble TeHH ... >와 <nO

의 차이와 시적

전조로서

차이에

시

풍경과

<nO

Y JlHl\ aM MeTe Jl b

<CBHpe Jl b

기인한다 .25) 초기

시

3ane Jl a

Ha

<npOXOLUIT

YJI때aM MeTe Jlb MeTeT ... >의 시， 공적 토포스

정서의 차이 사이의 관련성과 동등한， 시기적으로 그리고 반

복적으로 교체되는 블록의 다면적 정신구조와 연관된， 시적 정서의 차이에 대

해 연구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의 상이한 시적 정서는 다른 한편

으로

블록

시

세계의

전체적인

25) K. TapaHoBcKHR(2000) 같은 논문，

진화와도 관련된다.

C.

330-331 참조.

시

<npOXO Jl.s!T

CHb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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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하HκCTBe하태배
Hn
래
뻐H{뻐삐
뻐，
bIIe Te해
뻐H.“.. >와의
H

시는 그 정서에

형상적

의미론적

구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블록의 초기 시에서 신비적이

고 초경험적인 조화의 세계 속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지향은 삶의 경험적 토
대가 미약한 정신적 유희의 성격이 강하다. 시 <CBHpe Jl b 3ane Jla Ha MOCTy ...

>

는， 지배적인 모음 ‘ -y’의 조음이 지닌 음성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도 같

이， 조화로운 선율의 이면에 비가(悲歌)적 정서를 지닌다. 열정의 단절적인 분
출 속에서 소진되어 삶의 좌표를 상실한 시적 자아의 내적 시선 앞에 펼쳐지

는 조화로운 세계 풍경은 그의 내적인 피폐함에 대비적 성격을 지닌다.

세계

의 밝은 면모를 체험하는 ’기적적인 순간 (qYllHoe MrHOBeHbe) ’의 시화(詩化)는
많으나， 특히

서정적 자아의

내면 풍경은 레르몬또프의

Ha llopory ... 나 홀로 길을 나서네 ...

“에

대럽되는 자연의

> 속의

<BbIXOry OllHH

$1

‘삶의 폭풍우와 ”격정적인 명상들

정적과 조화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지상의 삶을 선택한 두 시인의

시

진정된

영흔 '26) 에

닮아

있다.

공통적인 좌절과 비애가 독자적인

두 편의 시를 관류하는 통일한 정신적 지향을 낳는다.
신성의 구현으로서의 조화로운 세계 풍경과 영혼의 순화 사이의 관계는 상

호 규정적이다. 조화로운 세계상과의 조우는 영혼의 악마적 분투를 잠재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내적 조화를 회복한 영혼에 조화로운
세계상은 개안처럼 열린다. 모순 형용적인 표현이 드러내고 있듯이 몽환적인
정적의 체험은 물질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내적인 신비적 시각과 청각을 회
복했을

때

가능해진다 ("TaKO때 np03paqHoß r Jl y6HHbI / He BHlle Jl HHI<o rlla ... /

“

TaKoß r Jly6oKOß THlliHHbI / He CJlblllia Jl H Korlla ... "). 순화되 고 다시

맑아진 영 혼

이 맞는 세계의 순수한 본질에 대해 후기 블록은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

Kortla 3aMpyT OT뻐.lI Hbe H 3JJOõa ,

절망과 악의가 사그라들 때，

HHCXO tlH T COH. ,. <…>

꿈이 내 려 온다 ... < ...

I1BU1<ÿ' B 대axπ!Oj;! 0뼈3， π왜~J<pl뻐K

그리고 꿈들 속에서 본다， 너의， 너의，

없째 OH 뻐 m 빠쩌 ν뼈 HC빼대빼

사악하고 열정적인 밤이 오기 전에

KaKHM

.lI BJJ.lI JJC .lI

>

내게 나타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

MHe...

(<Kortla 3aMpyT OT뻐.lIHbe H 3JJOÕa. ‘. 절망과 악의가 사그라들 때>;

26) K. H. rpHropb.lI H(l964)

끼epMOHTOB

H pOMaHTH3M;

,

3,

92)

M.:JJ ,’ HayKa , C, 256 참조，

말랙 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JlKa)’ 태 마

생의 운명적인 폭풍우가 우리를

ECTb MHHyTW , KOr~a He TpeBO*HT
POKOBa .51 HaC *H3HH rp03a. < ...

6e 3

>

<... >

뒤 흔들지 않는 순간들이 었다.

,

마치 바닥 없는 심연 속으로 꺼지듯

마ia ...

그 순간에 생의 잡사가 잊혀진다 ...

H MrHOBeHHO *HTeRcKOe KaHeT
CnoBHO B Te~ nponaCTb

125

H Ha~ npOnaCTb~ MeaJl eHHO BCTaHeT

그리고 심연 위로 서서히 일어선다

CeMH l1 BeTHOR ~yroR THWHHa ...

일곱 색깔 무지개의 정적이'"

(<ECTb MHHyTW , KOraa He TpeBO*HT ...

블록의

혼란스럽 지 않은 순간이 있다.‘.>;

3, 134)

시를 관류하며 나타나는 ‘정적’의 모티프는 단순히 외적 세계의 일

시적 상태가 아니라 조화로운 세계상， ‘순수한 미의 이상 (reK째 패CToR

KpacoT bI)’

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영혼의 준비된 상태를 나타낸다. 초기 시에서
정적은 ‘영원한 여성성’의 존재 원칙의 세계， 신성화된 여성적 형상과의 소통
의

직접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내적인 ‘정적’ 속에서 조화로운 미의

세계로의

시적 자아의 정신적 상승이 이루어진다:

~apw CBOHM 60raM rOTOBHT

정적 속에서， 향유를 바른 영혼이

H , yMaIneHHa꺼， B THWH ,

신들에 게 선물을 준비하고

HeycTa~InHM CnyXOM J10BHT

지치지 않는 귀기울임으로

~aJleK 씨~ 30B apyroR ~yWH ...

다른 영혼의 먼 부름 소리를 붙잡는다...

(<~ywa MOJl째T.

~aaTb

B

XOJlO~OM

He6e ...

영혼이 침묵한다. 차가운 하늘에서 ... >,

예기치 않은 만남을 기다릴 것인가

HJl b HeT BHe3anHoR BCTpe~H

이 소리나는 정적 속에서?

B 3TOR 3By~HOR T때IHHe?
B THWHHe 3By~aT CH Jl bHee

정적 속에서 점점 크게 올린다

OT aaJl eHHWe warH.

먼 발걸음 소리가.

Tw J1 b CMWKaeWb , n Jl aMeHe .5l,

너는， 불타 오르며， 열 것인가，

BeCKOHe~Hwe KpyrH?

끝없는 원을?

(<T bI OTXOaHWb B CYMpaK a JlblR... 너는

27)

1901; 1, 51)

또한 다음의
COr Jl aCHO /

붉은 황혼 속으로 떠나가고 ... >,

시행들에서 ‘정적’은 존재의

우주적

B Be JlHKOR , HenpecTaHHoR THWHHe /

B Be JlHKOR , HeH3MeHHoR THWHHe

정적 속에서 /

<... > 모든

< ...

법칙이다

> Bc i!

1901; 1, 53)27)

"Bc i! 6비THe H cYInee

6 b1 THe H cYIn ee 3aCTWJlO /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일치한다 / 위대하고 중단없는

존재와 현상이 마비되었다 / 위대하고 변함없는 정적 속

에 서 " (<Bc i! 6WTHe H cYIn ee COr Jl aCHo ... >,

190 1; 1,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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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클 <Ap뼈 H C I< pHn I<H> 의 첫 시 인 <CBHpe Jl b 3ane Jla Ha MOCTy ... >에 서 시

인이 루쌀까 테마의 반향을 초기 시적 정서 속에서 해결하고 있음은 사이클
을 관류하는 ‘첫사랑’의 세계， 초기 서정에

않다. 이
<MOH

대한 후기 블록의 향수와 무관치

점과 관련하여 사이클 속의 또 한 편의 루쌀까 테마를 지닌 시인

MHJI뼈， 6Yllb CMeπbJM ...

<rO Jl OC C TOrO CBeTa 저

내

사랑，

용감해지세요… >(909) 와 쥬꼽스끼의

세계로부터의 목소리〉 사이의 가능한 병치 관계에

대한 따라놈스끼의 지적이 홍미롭다.쟁) 일련의 형상 변용을 통해 시적 주인공

에게 자신에 대해 상기시키는 죽은 연인은 지상의 격정적인 삶의 뒤켠에 남
겨진

순수와 조화의

이상에

다름 아니다.

이

시와 사이클을 닫는 시

<3a

ropaMH , J1 eCaMH ... 산들 너머， 숲들 너머 ... >에서 블록은 민담적， 동화적， 기사도

적 모티프틀과 운문 스카스카의 장르 형식을 통해 젊은 시절의

밝은 나날들

로， 정신적 고향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램을 시화(詩化)하고 있다.
1905년에 씌어진 블록의 논문 <5e3BpeMeHbe 혼란기〉는 시 <CBHpe끼b 3ane Jla
Ha MOCTy ... >의
KpHCTaJIbHylO

형상 조직의 전조가 되는 구절을 담고 있다: “ ... OHH y3Ha JlH Ty
THUJHH.χ

UBeTeT OHa; '1 TO

3BOHKylO,

KaK

rOJIOC

30JIOTOH

CBHpeJIH.

Hy:l<HO , I< pOMe Ta I< OH 재뻐H비， llYMaeM 뻐，

'1 HTajj

nOeT

THUJHHa ,

H

HX npOH3BelleHHJJ?

." (“그들은 황금 피리 소리 같이 울리는 저 투명한 정적을 알아 보았다. 정
적이 노래하고， 그녀가 피어난다; 그들의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생각한다: 그
와 같은 정적 이외에 무엇이 펼요한가? ... ; 이탤락제

필자’')29) ‘정적’의 선율

인 ‘피리’가 세계를 창조한다. <HO 'l Hajj φHaJlI< a 밤 제비꽃>이

적

세계의

환상이

피어나고， 목가

만들어진다. 시 <CBHpe Jl b 3ane Jl a Ha MOCTy ... >의 조화로운

세계상은 음악이 만들어내는 주관적 환상이다. 논문의 말미에 시인이 적고 있
는 바와 같이 관조적인 미에 대한 이끌림과
반성은 함께 한다

대립항에 삶과의

"lla ， He 6YlleT Ta I< 그래， 그렇게 되지

28) K. TapaHoBcKHA(2000) 같은 책，
29) A. A. 5JJOK(I962) 같은 책，

c. 82.

않을 것이다"

30)

그

적극적인 교통 속에서 생겨나는 열정의 불협화음의 음악이

있다.

30) 같은 책，

그 유아적(唯我的) 속성에 대한

c. 332

c.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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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한된 일상성 너머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에 대한 추구는 낭만적 신비주

의자 시인 블록의 일관된 모습이다. 시인의 낭만적 정신이 지닌 다면적인 구

조는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역사적 현실과 함께 호흡하며
변혁기의 삶 속에서 자기 존재를 불사르는 반항인의 격앙된 목소리와 영원한
평정과 조화에 대한 향수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면서 모순적인 시대의 “비극적
테너”의 시를 일구어 나간다. 다양하고 모순적인 정신의 발현을 통일하는 낭
만주의자의 절대주의적 사고는 그를 늘 부분적이고 제한된 일상적 삶과 비밀

스런 완전한 생의 꿈 사이에 위치시킨다. 현실과 꿈 사이의 위험한 곡예인 낭
만주의자의 삶의 표현 중의 하나가 블록의 루쌀까 테마이다.

창작의 각 단계에서 시인은 루쌀까 테마를 상이한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블
록 시에서

전통적인 테마의 해석 과정은 낭만주의적 의식의 동적인 진자 운

동인 창작의 진화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단일한 테마의 다양한 해결 속에서
공존하며 내적으로 갈등하는 의식의 면들이 드러나다. 낭만적 서정의 상이한
발현은 선행하는 낭만적 정신들과의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역사적 문
화적 상황 속에서 블록의 낭만적 정신은 이처럼 선행하는 낭만주의 시와 맺
는 구체적인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낭만적

정신과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내적 대화와 자신의 문맥 속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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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yca Jl KH ’,

매. 지epMOHTOBa

KaMepTOHOM

KaK

3BO JllO UHH

5 JlOKa.

Y 5Jl OKa-neBua ‘npeKpaCHO꺼 lla뻐 B CTHX. <npOXO.ll$l T CHbl H
H <3a TeMHOìí .ll a Jl b lO rOpo .ll cKoìí ... >
KOHTeKCTax.

TeMbl

)j(eHCTBeHHble

TeHκ .. >

TeMa pycaJl KH pe뻐 aeTC $l B npOTHBOnO Jl O)j(HbIX

I1 CnO Jl b3y$l TeKCTya Jl bHble 3 Jl eMeHTbl 6a JlJl a .llbl lI< yKoBcKorO <Pbl6aK>

KaK ceMaHTH 'I eCKHe nO.llTeKCTμ 060HX npOH3Be.ll eHHìí
paCKO JlOTOCTb C06CTBeHHOìí .llyWH

,

,

5 JlOK

C03HaTe Jl bHO nOKa3 비 BaJl

KOTOpa $l eWe He npH06peTa Jl TparH 'I eCKHX HOT.

Bo BTOpOM TOMe B CTHX. <3a 'l a Tblìí B HO 'lb,

$1

B HO 'lb pO )j(.ll eH ... >

06pa3 pycaJl KH

,

CJlH$l H C 06pa30M He3HaKOMKH Jl eìíT-MOTHBa 6.1l0KOBCKOrO TBOp 'l eCTBa TOrO BpeMeHH.
3TO 03Ha 'l aeT , 'I TO

5 JlOK

C03HaTe Jl bHO CB $l 3blBaeT n03TH 'I eCKHìí H.ll ea Jl ‘ aHTHTe3μ’

C 06pa30M pyca JlKH lI<yKoBcKOrO. npe06pa30BaHHe Tap .llHUHOHHOrO 06pa3a Bblpa )j( aeT
T $l ry n03Ta K 3eMHOìí )j(H3HH , K HCTOpH 'I eCKOìí CTHXHH. B 3TO Bpe M$l paCKO Jl OTOCTb

알렉싼드르 블록의 ‘루쌀까 (pycaJlk a)’ 태마

‘ aHTHTe3bl’
。 6pa3a

C

06pa30M

‘pycaJJKH ’

~yKoBcKoro.

npe06pa30BaHHe

131
Tpa~HQHOHHOrO

T j\ ry n03Ta K 3eMHofi lI< H3HH , K HCTOpH 'I eCKO 어 CTHXHH. B 3T 。

Bblpall< aeT

BpeM j\ pa3JJa~ ~yWH n03Ta BCTynaeT B TparH 'I eCK Yffi ~a3y. B CTHX. <nO YJJHQaM
MeTeJJb MeTeT ... >

B QHKJJe <3aK Jlj\ THe OrHeM H MpaKOM> nOnJJeHHe 06pa3a

‘pycaJJKH'

Bbl3BaHO ~paMaTH3aQHeη BHyTpeHHero KOH~JJHKTa. B 3TOM CTHX. TeKCTbl ~yKoBcKorO
H J1 epMoHTOBa C03By 'l Hbl C ~yweBHblM nepe ll< HBaHHeM n03Ta.
B OTKpblBa lOlIl eM QHKJJ <Ap~bl H CKpHnKH> CTHX. <CBHpeJJb 3aneJJa Ha MOCTy ... >
EJJOK pe띠 aeT TeMy

B ~yxe paHHefi JJHpHKH. pj\~ CTHX. n03~HerO EJJOKa ,

‘pycaJJKH ’

BKJJIO 'I a j\ CTHX. <Mo 꺼 MHJJblfi , 6y~b CMeJJbIM ... >, r ~e TeMa pe띠 aeTC j\ B ~OJJbKJJOpHOCKa30 'l HOM

K 찌O 'l e ，

Bblpa ll< aeT TOCKy n03Ta no CBeTJJblM

~H j\ M

IOHOCTH.

Bo BCeX cJJY 'I a j\ x ~JJj\ EJJOKa Ba ll<HblM OKa3blBaeTC j\ MOTHB MY3blKH

,

CB j\ 3aHHblfi C

BHyTpeHHHM nepe ll< HBaHHeM o6pa3a COBepWeHHOrO 6biTH j\. EJJOK C03~aJJ CBOIO neCHIO
pycaJJKH , KOTOpa j\

j\ BJJ j\ eTC j\

H

‘npeKpacHofi

naMofi ’ H HeocYlllecTBHMhlM 06elllaHHeM

3eMHofi CTHX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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