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알렉산드르 블록의 “나의 뿌쉬낀"*

최 종 술”

1.

“나의 뿌쉬낀”

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집’에 비유할 때

그것은 완성된 불변의 구조물이

아니라 부단한 건축과정 자체이다. 창작은 창조적 독서 행위이다. 독자로서의

작가는 자신의 기대지평의 틀 내로 전통을 수용하며，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의
미화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의 답지자들과 대화적 관계를 맺는다. 다양한 대화
적 소통관계들은 민족 문화의 ‘집’의 생생한 변모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한 민족문화의

컨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과 상호주관성의

역동적 구

조이다1)

근대 러시아 문화사에서 뿌쉬낀 (A.

c.

nym I< liH)은 민족문화 내적인 대화적 소

통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그 자신의 시대에 이미 공고히 뿌리내린 러
시아 문화의 구섬적 • 통합적

힘으로서 뿌쉬낀이 지닌 상징적 · 실제적 위상에

말미암는다. 러시아 문화 자체의 상징으로서 뿌쉬낀의

이름이 지난 상징성을

거부하든 발전시키든， 어떠한 경우에도 뿌쉬낀 이후의 문화적 의식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 즉 뿌쉬낀은 여러 문화적 ‘나’들이 그와의 상호

주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반추하여

인식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네뽕냐

쉬 (B. HerrOMHjlmHß) 는 ‘뿌쉬낀의 거울’에 비친 다양한 자화상들을 쪼베따예바 (M.

*
**

이 연구는 2004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상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1) 오늘날의 문화와 문학사 연구에서 의사소통 이론이 지닌 중요성， ‘상호주관성의 구조
(KOH빼 rypaUHj! HHTepCYÕbeKTHBHOCTH)’로서의 민족 문화의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하시 오.

T. 1I. BeHe /1ß KToBa(1998) "JJHTepaTypa

I<a K pa3rOBOp(OITblT OITHCaHH j!
Ha nopore XXI BeKa: UaTepH aJlb1
ue*aYHapoaHoß HayQHOß KOHØepeH~HH(Mry， uaη 1997) , M. , CC. 103-109.

Ha띠 OHaJIbH얘 TpaZIHU때)，" 깨 TepaTypoBe，aeH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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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TaeBa) 의 표현을 벌어 “나의 뿌쉬낀들 (MOH nYWKHHbI)" 이라 지칭하고， 이 말
의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MoA TIymKliH"

-

He npOCTO MO꺼 B3r JU!1l, MOe MHeHHe , HJlH Hay1.l Ha51 KOH l.1 emlH5I,

HJl H OTpa*eHHe MOHX Cne I.1 HaJl bH~X HHTepeCOB H 1.I aCTH~X npHCTpaCTH찌
npHJl o*eHHH , KaK OHa eCTb Ha CaMOM lle Jl e; "MoA TIymKHH" llyXOBH~꺼

“나의

3TO BOpOTa B MoA

MHP , 3TO MO Jl Bep i1. 11 BCe CKO Jl bKO-HHÕYllb Cepbe3H~e cnop~ Ha

nymKHHcKHe
CT0 5l HH 5I

"MO 꺼

3TO MoA aBTOnOpTpeT , M051 CHCTeMa l.1 eHHOCTe꺼 B npaKTH 1.I eCKOM

TIymKHH" -

TeM~

pa3H~X

CyTb B KOHe 1.l HOM C1.I eTe

aKCHO Jl OrH 1.I eCKHe , npOTHBO-

cnopμ

OÕpa30B MHpa , *H3HeHHbIX n03H I.1 HA H Bep.

뿌쉬낀”은 단순히

나의 시각， 나의

견해， 혹은 학적 개념， 아니면

나의 특별한 관심들과 사적인 애호들의 반영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뿌쉬
낀”은 나의

자화상， 실제 모습대로 적용된 나의 가치체계이다. “나의

뿌쉬

낀”은 나의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냐의 믿음이다. 그리고 뿌쉬낀 테
마들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진지한 논쟁들은 모두 결국 가치론적 논쟁들， 다시
말해 상이한 세계상들과 삶의

입장들， 그리고 믿음들의

대립이다(이탤락

-

B.

네뽕냐쉬).2)

이 글은 러시아 문화사에서 뿌쉬낀의 이름이 지닌 상징성에

대한 오랜 주

목과 그 함의에 대한 네뽕냐쉬의 지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블록 (A. A, OJIOK)
의 “나의 뿌쉬낀”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의도는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닌
뿌쉬낀과 블록의 문학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어떤 발견을 덧붙이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블록이 뿌쉬낀의 이름과 뿌쉬낀의 문화적 이상
들을 통해 자신의 시대의 문화적 자의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동의

속의 오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블록이 뿌쉬낀적인 가치들을 긍정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상이한 입장과 믿음의 표출은 그의 “나의 뿌쉬낀”이라 할 에세이
「시 인의 사명 에 관하여 (0 Ha3HaqeHI써 n0 3T a)J0921) 전체에 스며 있다. 본 논

문에서

필자는 ‘블록과 뿌쉬낀’이라는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 뿐 아니라

“나의 뿌쉬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 네뽕냐쉬 자신 역시 충분한 관심
을 기울이지 않은 이 에세이 속에서 블록이 뿌쉬낀이 대변하는 러시아의 고
전적

시문학의

가치를 옹호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그것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2)

B. HenOMH뼈때 (1999) 17yIllKHH. PyCCKi1Jl K i1pTHHi1 MHp i1, M. , c.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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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인의 사명에 관하여 J.

근대 러시아 시문학의 임종(臨終)의 고백
뿌쉬낀과 블록은 소위 ‘황금세기’와 ‘은세기’라는 러시아 문화사에서 괄목할

만한 두 시대의 상징적 · 실제적 대변자이다. 뿌쉬낀이 큰대 러시아의 고전적
시문화의 확립자라면 블록의 시의 몽을 관통하는 것은 그것의 죽음이다. 블록

은 스스로가 러시아 문화사의 분수령이 그의 시를 관통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블록이 시인으로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 러시아 근대 문

화의 임종을 고백하고 축성(祝聖)하는 일종의 제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
실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이 순간에 블록의 정신적 성찰과 시에서 뿌쉬낀
은 큰 의미를 지니고 대두된다. ‘블록의 생애의 마지막 비탈길’에는 ‘뿌쉬낀이
란 이름의 노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 점에서 뿌쉬낀의 이름이 블록에게

지지는 의미는 다른 상징주의자들의 경우와 다르다.
여러 상징주의자들은 1880년대 세대 시인들이 ‘러시아 문화의 통합적 현상’
으로서

뿌쉬낀에게

보여

주었던

숭배를 이어받았다. 그들은 ‘문화의

자율성’의 신념과 상징주의자적 ‘삶의 창조’라는 이상의

절대적

선구자로서 뿌쉬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문단 데뷔 초기부터 활발히 벌였다.3) 이와 달리 블록은
시인으로서

창작의

절정기를 보내는 동안 줄곧 뿌쉬낀에

대한 말을 아꼈다.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해인 1921 년에 이르러서야 블록은 드디어 뿌쉬낀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표명했다. 그것이 “나의 뿌쉬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

그마하게 장식하고 있는 에세이 「시인의 사명에 관하여」이다. 원래 뿌쉬낀 사
후 84주년 기념식

연설문인 이 글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전업

시인으로서의

생애를 통틀어 블록이 뿌쉬낀의 이름과 온전히 결부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
고 있는 유일한 글이다.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씌어진 시
에게 (nym재HC I< OMy lloMY)J 는 추꼽스끼 (K.

「뿌쉬낀스끼 돔

11. 4yI<OBC I<l!낀)에게 바쳐진 서한시 (rK.

11. 4yl< OBC I< OMy J) 를 제외하고는 시인이 생애의 마지막 해에 쓴 유일한 시로 남
아 있다열둘 (llBeHanuaTb)J(1918) 과 「스키타이 인 (C I<빼br) J (1 918) 이후 시 인 블

록의 창조적 영감은 거의 소진되었다. 곧 한 인간의 죽음 이전에 시인 블록은

이미 살아있는 죽음이었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실은 블록에게 뿌쉬낀의 이름

3)

이 점에 대해서는

Bol1 110J10BHHbI

XX

B. B. MycaTOB(1998) llylD KHHcKa Jl
BeKa , M. , CC. 23-26 참조

TpapHl!HJI B pyCCKol1 11033HH

l1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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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인으로서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자기성찰 행위와 밀접하게 결부된 것임

을 짐작케 한다.

시 「뿌쉬낀스끼 돔에게」에서 시인은 고요한 희열에 잠겨 “뿌쉬낀스끼 돔에
게” 고개 숙인다. 이

목례는 뿌쉬낀에게

바쳐진 경의 속에서

시인이

지나온

삶에 고하는 이별의 의식이자 유언이다.
바로 그래서 그토록 익숙하고

BOT 3a 'l eM TaKOß 3HaKO Mbl ì!
11 pOt1HO꺼 an~ cept1~a 3ByK -

I1M~ TIymKHHcKOrO DOMa

가슴에 친근한 울림 인 것을
과학 아카데미의

B AKat1eM뻐 HayK.

뿌쉬낀스끼 돔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노을이 지는 때

BOT 3a 'l eM , B '1 aChl 3aKaTa

YXOt1~ B HO'lHy~ TbMy ,

한 밤의 어 둠 속으로 떠 나가며 ,
원로원의 하얀 광장으로부터

C 6enoß nnOma t1 H CeHaTa
THXO Kn~H쩌OCb eMy

그에 게 조용히 고개 숙이 네 .4)

뿌쉬낀의 이름은 삶의 출구 없는 구속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 비상하게 하
는 시인의 내적인 자유의 가치를 구현한다. 시인은 뿌쉬낀의 시어가 구현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이상적 삶에 대한 꿈이 자신의 ‘잔혹한 시대’의 방주였다고

말한다. 임박한 종말을 앞 둔 시인은 뿌쉬낀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민
다. 그러나 이때 블록의 삶에 드리운 “노을”과 그가 걸어 들어가는 “어둠”은

비단 시인 개인의 노을과 어둠이 아니다. 블록이 말하는 황혼은 현실의 어둠
에 대립하는 자율적 문화의 빛과 예술가의 내적 자유의 소멸이다. 시인은 역
사의 무대로부터의 자신의

퇴장이 뿌쉬낀의

이름이

대표하는 가치에 기초한

문화적 시대 전체의 종말임을 낮은 목소리로 절제된 비탄과 함께 말한다. 곧
시인 블록의 비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탄이며， 시인이 목전에
앞둔 “한밤의 어둠”은 “우리” 세대 전체의 문화에 닥친 암흑이다.
블록에게 뿌쉬낀의 이름은 창조적 자유의 동의어이다. 그는 시인의 전범(典

範)이자 문화의 이상이다. 시 「뿌쉬낀스끼 돔에게」에서 뿌쉬낀의 이름은 역사
적 · 세태적 현실의 어둠과 속박에 대립되는 ‘시의 나라’에서의 자유를 구현한

다. 자신과 함께 구밀료프 (H.

rYMH Jl ëB) ,

흘레브니꼬프 (B. XJle6HHKOB) 의 죽음이

이후의 문학사가로 하여금 ‘은세기의 종말’로 기록하게 한 1921 년 초에

4)

A .A. BnoK (1 997) nO.l1H. co6p. CO 'l.: B

20

TT. ,

M.,

T.

5,

cc.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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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러시아 문화의 ‘황금세기’와 ‘은세기’를 통일해 주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문화의

자율성과 시인의 자유의

이상에

대해 회상하고 그 몰락을 예언했던

것이다.

에세이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에서도 뿌쉬낀의

이름은 문화의 자율성과

시인의 자유에 관한 블록의 신념과 결부되어 있다. 블록은 역사적 · 세태적 현

실에 대척적인 세계로서 뿌쉬낀의 시가 지닌 가치를 에세이의 서두에서 “즐
거운 이름. 뿌쉬낀 (seceJIoe

Jl MR:

nylll I<Jl H)"

“가벼운 이름: 뿌쉬낀 (JIer l<oe

nYIllI<JlH)"5) 이라 집약하여 표현한다. 뿌쉬낀의

Jl

MR:

“즐거움”과 “가벼움”은 각각 현

실의 삶의 권태로움과 무거움에 대립되는 문화의 가치이다. 뿌쉬낀의 이름은
삶의 초극으로서의 문화

달리 말해 삶과 문화의 대립적 이원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시인이 시 「뿌쉬낀스끼 돔에게」에서 보여준 착종된 정서와 같이 에세
이에서도 블록의 ‘즐거운’ 회상은 이내 세태의 암울한 힘의 침범으로 인해 파
괴되는 시인의 운명에 대한 비탄으로 바뀐다. 그리고 에세이의 말미에서 블록
의 뿌쉬낀에 대한 추도는 19 세기 러시아 역사에서 유일하게 “문화적인 시대”
였던 그의

시대의 종말에

대한 추도로 확장된다. 1840년대 이래 공리주의적

가치가 야기한 문화의 자율성 상실에 대한 블록의 추도사는 그에게 또 하나
의 진정으로 문화적인 시대였던 자신의 시대의 종말에 대한 추도와 겹쳐진다.
블록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자유와 자율성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그것 없

이 문화는 생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와 에세이 모두에서
블록은 뿌쉬낀의

이름을 통해 자율성과 자유의 이상에 기초한 문화의 시대적

자의식을 드러내며， 그 몰락을 애도하고 동시에 그 불변의 가치를 확증한다
에세이의

틀을 이루는 이

회상과 확증 사이에서 블록은 시인의 보편적 존

재론을 전개한다. 제목과 시인

자신이

밝히고

있는 글의

의도6)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블록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대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시의
위상이 뿌쉬낀 시대의 시문화와 관련하여 드러내는 동질적인 모습이다.

블록이 시인의 존재와 시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과

5)

6)

A. A. 5J10K (1 960-63) Co φ CO 'l.: B 8 TT. , M.- lI., T.

6, c. 160.
naMRTb Be JlHqaAmero pyccKoro n03Ta. MHe Ka*eTC~ YMeCTHhlM CKa3aTb
no 3TOMY nOBO IlY 0 Ha3Ha 'leHHH n03Ta H nOIlKpenHTb CBOH CJlOBa Mhl CJlRMH nymKHHa.
CerOAH~ Mhl qT뻐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추모의 자리를
벨어 시인의 샤명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하고 뿌쉬낀의 생각들로 제 말들에 무게
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같은 책

c. 161; 이탤릭 - A.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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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뿌쉬낀 시정신의 반향을 상기하고 있는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자.
말과 소리의 조화로운 세계의
Hl:m)"7) 이다. 조화의

아들로서의

창조자인 시인은 “조화의 아들 (CbIH íapMO시인은 세 과제를 부여받는다. “무질서한 혼

“

돈의 모태로부터(Io pOllHOα Õe3HaQaAbHOfi CTHXH )"8) 소리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어 이 소리들을 조화로운 형식 속에 구현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창조된 조
화를 외부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다. 첫 두 과제는 시인 자체의 존재론
적 본질과 관련되며， 세 번째 과제로 인해 시인은 불가피하게 자신과 사회의
관계의 문제에 직면한다.
시인이

관계하는 소리의

세계는 “영적

깊이 (íAY따Ha llyxa )"9) 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외적 세계의 현상들에 의해 가려져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외적 세
계의 장막을 걷고 “깊이”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인은 세속적 삶과 결
별하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시인은 존재론적 상황으로 인해 펼연
적으로 고독하다. 반국가적

반사회적 고독을 선택할 때 시인은 소리를 잉태

하고 있는 “카오스의 모태 (pOllHMbI때 xaoc)" 에 들어설 수 있다. 뿌쉬낀의 “시인

(rr0 3T )"은 시와 세태적 삶의 원칙적인 양립불가능성， 시인의 고독한 존재 상
황을 표현함으로써 시와 시언의 보편적 형상을 구현한다.
시인의 첫 번째 과제가 이와 같이 내밀하고 은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제
로서의 말과 소리의 단일한 조화의 형성은 숙련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카오
스의 모태” 속으로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숙련성은 영감 (BllOXHOBeHbe) 을 요구

한다. 블록은 여기에서 뿌쉬낀의 영감에 대한 이해를 인용하며 시인의 첫 과
제와 두 번째
판단 력 의

과제가 서로 연관된 것임을 말한다. “극도로 예민한 지각력과

정 신 상태 (pacnOAo:!<eHHe 마TIIlH K :!<HBefi IIl eMy npHHRT째 BneqaTAeHHfi H

cooõpa:!<eH때 nOHRTHfi)"10)로서의

영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체험이

강렬할

시인의 세 번째 과제가 야기하는 시인과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며

블록은

수록 표현은 명징하기 때문이다.

뿌쉬낀의 “군중 (qepHb)" 의 테마에 깊이 공감한다. 뿌쉬낀과 블록 모두에게 군
중은 “서민 (npOCTOfi Hapoll)" 의 동의어가 아니다. 군중에 대한 두 시인의 사고
는 시인의 사회적

7)
8)
9)
10)

같은 책，

c. 16 1.

같은 책， c.

162.
163.
c. 163.

같은 책， c.
같은 책，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시인이 포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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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한다. “시인

일 의 본질 이 다 (CJlOBa n03Ta CyTb y:l< e ero lle Jl a)." l1 l 조화가 지

닌 힘은 그것이

인간의

영혼에

작용하는 일깨움의

능력이다. 시인이

조화에

의해 선택된 자이듯 시인이 창조한 조화의 세계에 가슴으로 반응하는 자， 곧
조화의 부름에 영혼으로 반응하는 자 역시 선택받은 존재이다. 이

때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로 시인의 자유

를 억압하는 자를 블록은 군중이라 부른다. 그들은 영적 김이를 상실하고 “허
망한 세속의 근심들”에 의해 눈가림당한 인간들이다.
문화에 강제되는 공리적 가치의 잣대，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강제를 거
부하고 ‘시

그 자체’의

다. 조화의

창조와 체험으로서의

다

이상은 문화에

조화의

없는 시의

이상을 옹호한 시인으로서 뿌쉬낀은 블록에게 소중하
시는 외적 삶의

대한 모든 실증적

질서와 결코 수렴될 수 없

공리주의적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검열과 양립할 수

내적인(은밀한) 자유는 진정

한 시의 창조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

대한 에세이

창조적 자유의 상실과 뿌쉬낀 시대의 문화의 죽음

후반부에서의 블록의

애도에는 동시대 문화의

운명에

대한

그의 깊은 근심이 함께 한다. 블록은 문화는 내적으로 체험되는 조화의 감각，
즉 내면의 삶의 영역에의 믿음과 문화의 삶의 지속을 위해 문화 창조자나 향
유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세속적인 실증적

가치로부터의

절연의

필요성을 주

장하며，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과 내적 자유의 이상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킨
다. 뿌쉬낀의

임종의 탄식이었던 “창조를 위한 평온”과 “창조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블록 자신의 시대의 문화의 생존과도 관련된， 즉 문화의

생명력을 위

한 최소한의 절대적인 요구이다.

이와 같이 블록의 시각에서 뿌쉬낀 시대의 가치는 곧 자신의 시대의 가치

이며， 두 시대는 동일한 몰락의 운명에
은 뿌쉬낀에

높이의

처한 진정 ‘문화적인 시대’였다. 블록

기댐으로써 그와 같은 진정한 시인의

반열에 같이 서고 동일한

문화적 권위를 공유한다. 그리고 그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진정한

문화의 삶이 가능했던 시대로서 등가적인 가치를 지닌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블록의 글에서 뿌쉬낀적인 가치들은 블록의 시대의 문화적 지평과
그의 시정신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있다. 블록은 뿌쉬낀 속으로 수렴되논

11)

같은 책， c.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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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뿌쉬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다. 뿌

쉬낀 시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가치들은 블록이 자신의 세계상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면서 굴절된다. 19세기 ‘황금세기’의 고전적 시문화와 ‘은세기’의 시
문화를 대표하는 두 의식의 만남， 즉 블록의 “나의 뿌쉬낀”은 러시아 문화의
고전성과 비고전성이 지닌 유기적 연계성과 내적 이질성， 19세기 시문화의 종
결이자 새로운 문화의 기원인 상징주의 시문화가 19 세기적 세계상에 대해 지
닌 전도된 거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시인이 공유하는 가치들의 내적 이질성은 ‘조화’의 상이한 위상으로부터
출발한다.

3.

혼돈과 조화

블록의

“조화의

아들로서의

시인”의

존재론은 비극성의

음조를

배음으로

지니고 있다. 블록은 연설의 서두에서 시인의 역할을 비극적인 것으로 규정하
고， 그럼에도 뿌쉬낀이 ‘즐거움’과 ‘가벼움’의 아우라를 지닌 것은 그의 천재적
인 면모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 설명한다 12) 즉

거움이나 가벼움과 달리

창조된 조화로서의 문화의 졸

창조자로서의 시인의 존재는 비극적이며 시인의

재

능은 힘겨운 짐이다. 시인의 존재의 비극성에 대한 블록의 사고는 그의 비극
적 세계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인은 조화의 아들이다”라고 정의한 후

블록은 조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제시하면서 시인의 존재가 비극적일 수밖
에 없는 이유를 밝힌다.

니TO TaKOe rapMOHH~? rapMOHH~ eCTb COrnaCHe MHpOBNX CHn
)l(H3Hκ nOp꺼 ~OK

pO)l(~aeTC~

12)

-

KOCMOC , 8 npOTHBOnOnO )l(HOCTb

KOCMOC , 뻐p， )"11’JIIj ~eBHHe. KOCMOC -

õeCnop~~Ky

po~oA

-

,

nOp~~OK 뻐 pOBoA

xaocy. 113 xaoca

xaocy, KaK ynpyrHe BORl뻐

nywKHH TaK nerKO H Beceno yMen HeCTH CBoe TBOpqeCKOe õpeM~ ， HeCMOTp~ Ha TO ,
qTO ponb n03Ta - He nerKa~ H He Becena~; OHa TparHqeCKa~; nywKHH Ben CBOffi ponb
WHpOKHM , yBepeHHbIM H BOnbHbIM ~BH)I(eHHeM ， KaK õonbW。꺼 MaCTep ... 뿌쉬낀은 그토록

쉽게 그리고 즐겁게 자신의 창조의 짐을 견딜 줄 알았습니다. 시인의 역할은 쉽지
도 즐겁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인의 역할은 비극적입니다

뿌쉬낀은

대가답게 넓고 확신에 찬，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
다(같은 책， c.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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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 -- pOaHUe rpyaaM OKeaHCKHX BanOB. ChlH MO*eT 6hlTb He noxo* Ha OTQa HH B

qeM , KpoMe o aHoA TaAHoA qepThl; HO OHa-TO H aenaeT

noxo째뻐

OTQa H ChlHa.

Xaoc eCTb nepBo6hlTHOe , CTHxHAHoe 6e3Haqanwe; KOCMOC -- yCTpoeHHa~ rapMOH~ ，
KynbTypa; H3 xaoca pO*aaeTC~ KOCMOC; CTHXH~ TaHT B ce6e CeMeHa KynbTyphl; H3
6e3HaqanH~ C03aaeTC~ rapMOHH~.

조화란 무엇입니까? 조화란 세계의 힘들의 화합， 세계의 삶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무질서인 카오스에 대립되는 코스모스입니다. 고대인들이 가르쳐 준
바와 같이， 카오스로부터 질서가， 세계가 태동합니다

바다의 경쾌한 물결들

이 대양의 파도의 무리들의 태생이듯 코스모스는 카오스의 태생입니다. 은
밀한 하나의 특징을 제외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어느 것도 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이 아버지와 아들을 닮게 합니다.
카오스는 태초의 혼란스런 무원칙입니다. 코스모스는 구축된 조화， 문화입
니다.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가 태동합니다. 자연 (CTHXH~) 은 자신 속에 문화
의 씨앗들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무원칙으로부터 조화가 태동합니다 13)

인용된 블록의 말은 그의 세계상에서 조화가 단일하고 절대적인 중심적 가

치가 아님을 말해 준다. 블록은 질서와 무질서，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관계를
서로를 배제하는 정태적인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 차오스와 코스모
스의 관계는 모태와 그 산물의 관계이다. 코스모스는 카오스의 자식이다. 모
태로서의 카오스 (c 띠XH.lI， 혼돈)는 코스모스(문화， 질서)에 대해 선차적이다.

블록이

자신의

세계상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대한 비정태적이고 발생론적인 이해는 그의 신화적 · 형이상학적
토대가 된다. 블록의

신화적

역사 모텔에서

태초에

관계에

역사이해의

존재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혼돈이다. 블록은 시원의 모태로서 카오스가 지닌 생산의 힘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한다. 새로운 종의 부단한 창조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추동하는 힘
은 카오스이다. 새로운 종들은 카오스의 태내에서 그에 의해 길러지고 조화로
서의 문화는 이들 중 그에 합당한 대상을 선택한다. 이

때 문화(질서)는 “광

대한 어둠 속의 춧불”과도 같이 절대적이지 못한， 오히려 카오스의 광대한 힘
앞에서 불안한 존재이다. 카오스는 문화의 씨앗을 자신의 태내에서 기르고 구

축된 질서로서의 문화를 다시 해체시킨다. 이렇듯 블록의 세계상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동적인 질서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관련성을 맺고 있다.
초월적인 신화적

힘들인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소수의 “역사적 활동가”들에게 허락

13)

같은 책， c.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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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역사적 활동가”는 카오스의

태내로부터의 새로운 질서의 성장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드문 역사적 활동가의 운명을 부여
받은 존재이다 14)

블록은 이상과 같은 논지의 흐름을 통해 “조화의 아들”로서의 시인의 존재
가 왜 불가피하게

비극적일 수밖에

분리된 조화란 불가능하며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혼돈과

혼돈은 내적으로 조화의 씨앗을 담지하고 있는 힘

이기 때문에 “조화에 의해 선택된 존재”로서 시인은 혼톤에 몰입할 것을 요
청받는다. 또한 이 형이상학적 힘들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역사에서 시인은 (다
시 혼돈에 의해 해체될 운명의) 질서의 형성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부여받

는다.

블록의

세계 이해와 신화화된 역사관이 드러내는 절대적인 대립성을 상실

한 혼돈과 조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 15) 는 서구 정신문화사의

관련된다.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블록은 창조의

특정한 맥락과

힘으로서 혼돈이 지

닌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블록은 이 말을 통해 고대 신화 텍스트들에서 카오스가 지닌 시원의 우
주 탄생의 힘으로서의 자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블록의 세계상은 고

대의

우주탄생 신화 텍스트에

기초한다기보다는 러시아 정신문화사의

내적

맥락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츄챔 (φ. H. T애Tl-leB) 의 “혼톤의 모태 (PO IlHMbIH xaoc)" 에 대한 블록의

참조 16)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흔돈과 조화의 관계에 대한 블록의 이해는 후기 낭만주
의적 세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블록 자신은 밝히고 있
지

않지만， 그의 후기

정신세계에

누구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아뿔론 그리고리예프 (AnOJl)]OH rpHropbeB) 17) 의 세계

이해와 블록의

말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에 인용된 블록의 생각과 그리고리예
프의 시 「깊은 암흑， 그러나 그로부터 태동했다 ... (rJlYÓOK때

MpaK , HO H3 Hero

14) 같은 책， CC. 161-162 참조
15) 이것은 블록의 후기 시를 관류하며 개인적 · 역사적 삶의 불협화음이 지닌 미적 가
치를 옹호하는 형이상학적 기반이 된다.
앞의 책， c. 163.
17) 쥐르문스끼 (B. M. )((l!pMyHCK뼈)는 후기 블록과 그리고리예프의 깊은 친화성에 대해

16)

언급하면서

블록의 시의

진화를 ‘솔로비요프 (BJl. COJ\oBbeB) 로부터

그리고리예프로

의 정신적 좌표 이동’으로 표현한 바 있다 B. M. )((I!PMYHCK때 (1998) "n033 1!~ AneKCaH /:Ipa
DJ\ OKa ," fl033HJl AJleKCaHl1pa E.π'OKa. flpe0 l10 JleBIDHe CHMBOJlH3M, M. , c.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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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8) 에 구현된 시적 세계상과의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해 보자. 블

록의 말은 그리고리예프의 시에 대한 일종의 주해라 해도 무방하다 18)

블록이 고대의 신화적 세계상에
고대 선화 텍스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고리예프 역시

구현된 세계상에서 시원의

창조의

힘으로서 카오스가

지닌 형상을 이 시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창조의 큰원으로서의 카오스에 대한
블록의 사고와 같이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
다. 시의

첫

부분에서

암흑은 시원의 우주창조의

힘이

그리고리예프는 많은 신화 텍스트들에 묘사된 시원의

우주 창조 행위를 재현하고 있다. 곧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조화로운 형상(빛)
이 분리되어 나온다. 혼돈은 조화를 낳고 다시 자신 속에 삼킨다. 이

점에서

블록의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교체로서의 신화적 역사 이해는 그리고리예프적
세계상과 관련된다. 혼돈은 조화의

씨앗을

조화는 혼돈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 혼돈과 조화의 에로스적 관계와 블록의 시에서

18)

다음은 그리고리예프의 시의
TBOll lleBCTBeHH뼈，

전문(全文)이다

50 .n e3HeHHo-rrp03pa~H뼈

.ny50K 1I1l MpaK , 11 TbI 113 5e311H bI Mpa~HOll /
CB 5I 3b lO CTpamHO꺼， Hepa3pblBHO-Õpa~HOll ν C

r

/

r.nyÕOK때 MpaK , HO H3 Hero B03HIIK /
H llblßlalll때 r .nyõoKoll Ta llHOll

.nIl K... ν

BblXollllmb , KaK .ny'써 3apll , CBeT .n a; /
Toõoll HaBeKII CO맨 Ta.n aCb Mr.n a ... /

Ho
KaK

ÕYllTO OH , cell Õe311HbI MpaK yll< acH뼈，

/ PellelOlIl때 BKpyr IOHoro 맨 .na ， ν Teõ 5I 05BII지
05b 5l Tb51 3aKOBa .n, / H TO .n bKO pa3 rr。
rrpllXOTII BCeB .n aCTHOll ν TBOll CBeT .nbl때 oõpa3 Mllpy rrOKa3a .n, / 니 TOÕ BHOBb rrOTOM B
rropμBe IIccTyrr.n eHb51 / nO ll< paTb B03nymHO- .n erKII 1l IIllea.n! ν B TeÕe caMoll eCTb CeM5I
pa3pymeHb51 - / H 3a TeÕ꺼 llPo ll<y , 0 rrpll3paK M。꺼， / np03pa~HOe IOHoe BlI lleHbe; ν
CTpameH MHe TBOll crryTH따， MpaK HeMOll; / 0 , KaK Mor .n a T뻐， CBeT .n a 5l, CpOllHIITbC 꺼 /
C 3.n OBellle lO, TeÕ 5I OÕ없 Bmell TbMOll? / / B Hell xaoc pa3pymllTe.n bH뻐 TaIlTC 5I. 깊은
cBoell

.n뼈OBblO CTpaCTHOll ,

/

Teõ 5I

B CBOII

”

암흑， 그러나 그로부터 태동했다 / 너의 순결하고 병적일 정도로 창백한 / 그리고

깊은 비밀로 넘쳐나는 얼굴이 ... // 깊은 암흑， 그리고 너는 암흑의 섬연으로부터 /
나온다， 석양빛처럼 밝다; / 그러나 무서운， 떨어질 수 없는 혼인의 관계에 의해 ν
영원히

너와 암혹이

결합하였다 ... /

젊은 이마 주변에서

흩어지는 /

저

심연의

무시무시한 암흑이， 마치 그가 // 자신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너를 휘감고，/ 자신의
포옹 속에

너를

형상을 세상에

얽매고， /

그리고

보여주는 듯하다 /

단 한번

전능한

그리고 다시

변덕에

광란의

따라 ν 너의

분출 속에서 /

가벼운 이상을 삼키기 위하여! μ 네 자신 속에 파괴의 씨앗이

환영이여， 맑고

젊은 모습이여， /

나는 너를

염려

있다

한다 // 그리고

밝은

허공의

/ 오 나의
나는 너의

동행자， 침묵하는 암혹이 무섭다 / 오， 밝은 여인이여， 어떻게 네가 / 너를 감싼
사악한 어둠과 친밀해질 수 있었는가? ν 그 속에는 파괴의 차오스가 숨겨져 있다
(Arr. rpllropbeB (1 966) CTHXOTBOpeHHJl H I103 Mb1,

M.-JJ. , CC.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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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父子) 관계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세계 이
해를 내포한다. 곧 어둠과 빛의 양가성， 둘의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다 19)

블록의

말이 표상하는 세계상과 그리고리예프의

한 관련성은 블록이 뿌쉬낀에 투영시킨 시인에

시적 세계상 사이의

밀접

관한 이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빛’과 ‘어둠’은 서구 정신사의 각 단계에서 상이하게
드러나는 세계 이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모티프들이다. 다시 말해 ‘빛’과 ‘어
둠’， 그리고 이 물의 대립적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일련의 가치들의

이항대립

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상이함은 세계상의 차이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때 뿌쉬낀 시의 문맥을 에워싸고 ‘블록의 뿌쉬낀’의 윤곽의 기초가
되는 서구 시와 러시아 시의 다양한 문맥들 중에서 그리고리예프 시의 문맥
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단테의 문맥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리예프는

단태의

이탈리아 삼행시행 (TepUHHbI)

및

형상들과

모티프들을 그의 시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빛’과 ‘어둠’의 관계에 관
한 단테의 이해는 서구의 고전적 세계상을 대표하는 의식의 유형이다.때) 그러

므로 단테와 이후 문학의 텍스트적 관련성은 서구 정신문화사의 견지에서 특

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 정신의 변천사에 있어서도 ‘단테의 코드
와 러시아 문학’의 주제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때 뿌쉬낀， 그리고리

예프， 그리고 블록이 모두 이 주제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은 뿌쉬낀과 블록의

시의 문맥에서

조화의 위상이

지닌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단테의 세계상은 ‘빛’과 ‘어둠’의 절대적 분리에 기초해 있다. 즉， 단테의 세
계상에서 조화와 질서， 그리고 선의 구현으로서의 ‘빛’과 혼돈과 무질서와 악

의 구현으로서의 ‘어둠’의 경계는 절대적이다. ‘빛’의 절대적 안정성은 조화와
질서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한 고전적

단계의 서구 의식의

믿음을 구현한다.

그리고리예프는 의식적으로 단테적 세계상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자

신의 상이한 세계 이해를 부각시킨다. 그리고리예프와 단테의 세계 모댈은 원
칙적으로 상이하다. ‘어둠’과 ‘빛’의 모티프는 그리고리예프의 세계로 이전되어
애초의

19)

대립의

원칙을 상실하였다. 그리고리예프의

그리고리 예프의

XIX -Ha 'laJIa XX

20)

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C.

H.

c. 187 참조.

구현된 세계상에서

Bp。꺼 TMaH(1997)

BeKa B CBeTe HCTOpH 'leCKOit Tl03THKH,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책，

시에

1.1.,

CC.

PyccKaR

186-196 참조.

π"HpH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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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어둠의 관계는 단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에로스적 수태의 관계이다.

어둠은 이상을 낳고 에로스적으로 포옹하며 다시 자신 속에 해체한다. 빛은
어둠에

둘러 싸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 속에

어둠을 내포하는 비극성을

띤다 .21) 조화의 이상의 구현으로서 마돈나의 형상이 단테의 세계에서 지닌 절

대적 독백성과 달리 그리고리예프의 마돈나는 양가성을 띤다.
그리고리예프의

선과 악의

양가성에

대한 이해는 낭만주의 운동이

범서구

적으로 야기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낭만주의는 단테의 문학이 구현하는
합리주의적 · 독백적

세계상에

도전하여

선과 악의

절대적

대럽성을 허물고

카오스적 • 악마적 원칙을 복권시켰다.껑) 악의 긍정적 가치에
성에의 몰입은 특히

그리고리예프의

대한 옹호， 악마

바이러니즘의 확산을 계기로 범서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시에서

‘어둠’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러시아 바이러니즘’의

역사에서 한 지절을 형성하는 시인의 시문학사적 위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뿌쉬낀은 ‘러시아 바이러니즘’의 가장 중요한 한 기원이었다. 이 때문에 뿌
쉬낀에게서도 바이러니즘의

대두로 야기된

문제였다. 그리고 단테의 코드는 이

가치론적

태도의

전환은 중요한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한 작가 의식 속에서 충돌하는 상이한 가치론적 지향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뿌쉬낀의 시에서 단태의 코드는 바이런적 낭만주의의

체험이 뿌쉬낀에게 가

져온 정신적 좌표의 혼란 및 그 극복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단테 시행에

기초한 뿌쉬낀의

나는 기억한다 ... (B
적인 정신적

첫 시로 알려진 시

HaqaJJe >I< H3HH IIlI< OJJy rrOMHIO

$I •••

「인생의

L (183이는

초기의

학교를

시인 자신의 자전

체험을 기본 바탕으로 지니고 있다. 이 시에서 뿌쉬낀이 묘사하

고 있는 것은 유년과 소년시절의 그의 정신을 형성했던 가치들， 선틀， 이상들

이다. 달리 말해， 유년과 소년시절에 시인이 처했던 가치론적 · 신앙적 기로에
대한 고백이다.
시인은 유년기에 겪었던 정신적 갈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두 세계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 시
에는 시인의 영혼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 상이한
정신적 상태와 정서적 속성을 구현하는 두 세계의 대립에 따라 시는 두 부분

으로 나쉰다. 시의 첫 6 연에서 시인은 그의 영혼에 대한 검열자의 기능을 하
던 카톨릭적 신성(神性)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의 후반부， 즉 7 연부터 17 연에

21)
22)

cc. 186-187
책 , c. 187.

같은 책，

같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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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묘사되고 있는 세계는 시인의 영혼에 대한 은밀한 유혹자로 대두
되는 고대의 이교적인 세계이다 .23) 카톨릭의 세계와 고대 이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인의 영혼의 상태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
과 인본주의 사이의 갈등에 유비되는 것이며

시인의 단테의 문맥에 대한 참

조는 여기에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카톨릭적 신성을 구현하는 세계는 “학교(Ill KOJla)" 의 세계이다. 시인은 이 “학

교”에 서 의 정 신 적 삶의 상황에 대 한 회 상 ("B Haqa Jl e

)K H3HH

Ill KO.ny nOMHIO .lI")으

로부터 시를 시작한다. 이 세계가 표방하는 가치는 중심적 형상인 “위엄 있는
모습의 여인 (BeJlHqaBa.ll )KeHa)" 의 형상이 지닌 자질에 구현되어

수호자인

이

있다. “학교”의

형상은 온화하고 위대하며， 자비롭고 엄정하며， 또한 평화롭고

신성하다. 이것은 성모나 교회 자체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24)

소년은 이 절제된 조화의 미의 세계 속의 정신적 구속을 거부한다. 소년은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 “낯선 정원의 장엄한 암흑” 속으로， 완전히 다른 고대
신들의 석상의 그늘 속으로 도주한다. “정원 (ca.ll)"의 세계는 카톨릭적 “학교”
의 절제된 금욕적 삶의 겁열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지니는 자유분방한 유희
의 세계이다. 성모의 성상에 대립하는 이교적 신들의 대리석상의 정원의 세계

는 “빛”의 겸열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영혼 속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에 상
응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정서적

순결성을 빼앗는 악마적인 미의

세계이

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 악의 요소는 개인주의적인 오만과 탐욕의 정신이다.
이 세계에서의 몽상과 영감의 분출 속의 자기 망각은 의기소침과 음울함으로

23)

포미효프 (C. A. φ。MIl'leB) 의 분석에 따르면， 두 문화적 공간의 대립은 중세적 정원의

형상과 단테 시기의 초기 르네상스 정원의

형상 사이의

대립으로 형상화되어

있

다. C .A. φOMIl'leB(2001) Cßy*eHbe 꺼3. 0 ßHpHKe flyD1KHHB , cnÕ. , c. 158 참조.
24) CMIl peHHaJl, OLl eTa Jl
XpaH IlJJa CTporo. //

yõoro ,

<... >Ee

/

Ho

'1 eJJa

BH LlOM

BeJII껴 aBaJl

:l< eHa

/

HaLl mKOJJOIO HaLl 30p

JI nOMHIO nO I< pblBaJJO / H O'lll CBeT JJbl e ,

I< aI<

/ Ho JI BH IlI< aJJ B ee õece Llbl MaJJO. ν MeHJI cMYlI\ aJJa CTpora꺼 Kpaca /
B30pOB , / H nOJJHble CB Jl TblH Il CJJOBeca. ν

CnO I< otlH bIX yCT

Il

yKopOB ,

npo

/

5\

ceõJl

npeBpaTHO

TOJJ I< OBaJJ

pa3rOBopOB. 온화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했지만

엄중히 감독했다

ν

<... >

그녀의

이마의

/

l\1l'l aCb

nOHJl TH뼈

Heõeca.

Ee qeJJa ,

ee COBeTOB H

CMLICJJ

npaB뻐 BblX

/ 위엄있는 모습의 여인이 / 학교를

변사포와 / 하늘처럼

밝은 눈을 나는

기억한다 / 그러나 그녀의 대화에 나는 별로 귀기울이지 않았다. ν 그녀의 이마와

평온한 입술과 눈동자의 / 그리고 성스러움으로 가득 찬 말의
곤혹스럽게
의미를

했다. ν 그녀의

충고와 질책들을 꺼리며 /

/ 나는 속으로 곡해했다.

엄격한 미가 나를

진실한 대화들의

명징한

시민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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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뒤덮는다. 소년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혹은 에로스 )25) 의 마법

적인 매혹에 완전히 잠겨 있다 .26)

자신을 빛의 세계로부터 유혹하는 어둠의 세계의 매혹에 대해 고백하는 시
적 자아는 이 유년의 체험에 대해 반성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어둠
의

세계의

시절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것이 자유분방함에

치기어린 추구와 연관된 “거짓되고

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대한 젊은

“덧없는”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시점에서 시인은 그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예술과 사랑의 이교적 이상의 미가 지닌 유혹이 얼마나 거부하
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교 신들에
교적

대한 기독

정 의 ("KYMHPbI", "6ecbI", "H .IlOJI" , ".IleMOH") 가 연유한다. 그러 나 그 시 절에 는

영감과 예술의 신 아폴론의 “끔찍스러운 오만함”과 “비지상적인 힘

그리고

디오니소스와 연관된 에로스적 축제가 거부할 수 없이 시 인을 유혹했다 .27)

25)

두 번째 석상의 형상의 실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포미효프는 디오니

소스로 이해한 메레쥐꼽스끼 (n. Mepe:l<l<OBCI이때) 이래의 일반적인 기존 해석 경향과
달리， 니체적인 아폴로니즘과 디오니시즘의

대립을 뿌쉬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

리라고 주장하며 이 형상을 에로스로 간주한다(앞의 책

CC.

시의 전체적인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금욕적 절제에

참조). 그러나

156-157

대립적인 육체적

향락

과 열정의 유회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디오니소스와 에로스의 구별은 큰 의
미를 지니지 못한다.
26) npyrHe llBa qyllecHble TBopeHb꺼
õeCOB

H30Õpa:l<eH없.

nO JlOH

ropllOCTH

:l<e
태
HO
。∞。얘
6pa3뻐
뻐
H
뼈
u
a’

야eMO
n
아애
H -

//

011뻐

y :l< acHoìí ,

/

띠J1 alloc더Tpac
c
다
깨
T
뻐비뻐
H
ìí ，

/

BJl e l<J1 H MeH!I BO Jlme6HO lO I< pacoìí: /

(.Ile Jl때때 CKHA

11

BeCb

/

야C。야애
싸M4꺼‘빠‘“
i

HIIO Jl)

llblma Jl

OH

“

JI K

MJl allOA

CH Jloìí

-

To 6bI Jl H llByX
/

He3eMHO 까.

5bIJI

rHeBeH ,

ν

n
야
n
pyro
때

J1:1<H
뼈BbI없
a’ HO 매
n1ψpe앉I< pac다대
바H뻐{뻐뻐
b빼l따
뼈
ìí. 다른

두 개의 경이로운 피조물이 / 마법적인
/ 그것은 두 악마의 형상이었다. ν 하나의(델피의 우상) 젊은
얼굴은 / 험악하고 끔찍한 오만으로 가득 차있었다 / 그리고 그는 온통
초자연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다. // 다른 것은 여성적 형상의 음당하고 /
의심스럽고 거짓된 이상이었다 / 기만적이지만 황홀한 마법의 악마였다.
npell HHMH caM ce6!1 !I 3a6μBaJl; / B rpYllH MJl allOe cepllQe 6H JlOCb XO Jl Oll / Be :l< a Jl

미로 나를 유혹했다

27)

no MHe H I< YllPH nO llhIMa Jl. / / Be3BeCTHblX HaC Jl a:l<lleHHìí TeMHblìí rO Jl Oll / MeH!I Tep3aJl.
YHblHHe H J1 eHb / MeH!I CI< OBa Jl H -

TmeTHO 6bIJI 꺼 MO JlOll. ν Cpellb 야
0 TpO I< OB !I M‘OJlq
띠q

뾰
Q~e 찌
JlI뻐
뻐
μ
ìí 야
II eH
뻐
b / 야
B pOllHJ
때iJ끼
JI yr매p띠lO빠뻐
0아M
뻐‘4’써
뼈
g
ìí -

Bce l<yMHpμ calla /

TeHb. 그들 앞에서

한기가 / 온 몸을 뛰어
허기가 /

Ha llymy MHe CBOIO 6pOCa JlH

나는 자선을 망각하곤 했다 / 가슴에서 어린 심장이 요동쳤고

나를 괴롭혔다

다녔고 고수머리가 솟구쳤다
무력함과 태만이 /

ν 미지의

나를 붙박았다 -

향락의

어두운

나는 하릴없이

젊었다. ν 아이들 중에서 나는 하루 종일 말없이 / 음울한 표정으로 배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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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뿌쉬낀의 시에서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른 두 세계로 객관화되어
있다. 두 초월적

힘은 서로 갈둥하고 충돌하지만 수렴되지

않는다. 뿌쉬낀의

시적 자아는 두 문화， 정신의 두 기초에 대해 반성적 객관화의 자세를 유지하
고 있다.

어둠과 악마성은 자유와 체험의 충만성에 대한 디오니소스적인 낭만주의자

의 열망을 구현하는 가치이다. 뿌쉬낀은 시 「인생의 초기의 학교를 나는 기억
한다 ... J 에서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적 분위기의 개인적 체험을 단테적 세계상
에 투사하고 있다. 동시에 이 시에서 시적 자아의 객관적 • 반성적 태도는 낭
만주의적 가치에 대해 뿌쉬낀이 보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뿌쉬낀이 러시아 문학에서 바이러니즘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는 낭만주의적

가치에의 몰입의 시기를 1820 년대 초반 짧고 격정적으로 거쳐 갔다. 뿌쉬낀의
이 단테 시행들은 유년의 정신이 예감했던 시대정신의 전조(前 ~U 에 대한 회
상임과 동시에 낭만주의적 가치에 짧고 격정적으로 몰입한 이후 시인에게 찾
아 온 회심(回心)을 통해 가능해진 반성적 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년 뿌쉬낀은 고대의 “우상”과 “매혹적인 악마”의 양가적인 유혹을 어렴풋
하게나마 알았다. 그것은 곧 아폴론의 매력의 기원으로서의 디오니시즘의 어

둠에 대한 이해， 존재의 혼란스러운 바닥으로의 몰입이 낳는 환회의 미망(迷
똥)에 대한 이해이다. 소년 뿌쉬낀은 어렴풋하게 그리고 애수에 차서 아직 실

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낭만주

의적인 악마성에의 매혹에， 디오니소스적인 향락에 자신이 몰입하게 될 것임
을 예감했다. 이와 같이 이 시는 시대정신이 되어 단테적인 독백적 세계상을
위협하는 악마성과 혼돈의

디오니소스적 탐닉에

대한 소년기 시인의

예감과

체험을 담고 있다.

뿌쉬낀은 낭만주의적 가치를 추구한 한편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1823-24 년을 전후한 시기에 정신
적 위기를 겪고 세계관의 전환을 이룬 뿌쉬낀은 그리스도적인 조화와 온화의
가치를 지향했다. 그러나 동시에 뿌쉬낀은 rraBpHHJlHana( 가브릴리아다) J

(182 1)

와 rnHp BO BpeMjI qyMbI( 페스트가 일 때의 주연 )J (1 83이의 작가이기도 했다. 다

시 말해 뿌쉬낀의 시문학에는 조화와 온화의 기독교적 가치에
함께 성물모독적인 디오니소스적 어둠에
정원의

모든 우상들이

11

자신의

대한 몰입이 지닌 매력이 도사리고

그림자를

인용은 A. C. nym I< HH (l 981) Co6p. coι B

10

대한 지향과

내게

TT. , M. , T.

드리웠다

2,

(이상 뿌쉬낀

CC. 192-194를 따름).

시의

시민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있다.잃) 뿌쉬낀이

체험하고 극복한

다시

말해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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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화를 통해 거리를

둔 이 심미적 의식의 유형은 뿌쉬낀 이후 적극성을 띠고 대두된다. 디오니소
스적인

섬미적

의식은 레르몬또프 (M. 에. 지epMOHTOB) 의

시에서

절정의

표현을

얻었고， 그리고리예프의 후기 낭만주의적 정신을 거쳐 블록의 상징주의 시에

서 새로운 토양을 얻었다.

뿌쉬낀의 시에서 잠재적인 유혹과 위협으로 구현된 어두운 악마성의 세계
가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논 창조의 힘으로서 주도권을 띠고 대두된다. 그리
고리예프의

시에서

그것은 신화적

실재이다. 뿌쉬낀에게

있어

잠재적이었던

악마성은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 능동화된다. 그리고 블록의 세계상에서 그리
고리예프에 의해 정초된 악의 창조적 능동성은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블록
의 유일한 단테 시 행들인 시

테적

세계상을 재현하며

「지옥의

노래 (neCHb Ana)J (1 909) 에서 시 인은 단

그리고리예프와의

깊은 정신적

친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리예프와 블록의 세계상이 지닌 동질성은 무엇보다도 마몬나의 형상이
지닌 이중성에 구현되어

있다. 그리고리예프의 마돈나처럼 블록의 “경이로운

여인 (qy neCHa j\ )((eHa)" 도 암흑에 둘러싸여 있다:

H3 rny6HHhl HeBHAaHHOrO CHa
BcnnecHynacb , OCnenHna , 3aCHJl na
nepeAO MHOA - qYAeCHa Jl )((eHa!
미증유의 꿈의 심연으로부터
떠올랐다， 눈멸게했다， 빛나기 시작했다

내 앞에서

-

경이로운 여인이!

(A. A. 5no l<, rneCHb AAaJ )29)

28)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B. HenOMH때때 (1999) CC. 473-476을 참조.
29) A. A. 5no l< (1997) nOJIH. coφ CO 'l.: B 20 TT. , T. 3, c. 12; 블록의 마돈나의
지난 양가성은 특히 사이콜 r 이탈리아 시행들 (HTanbJl HC I< He CTHXH)J 에서

다

예를 들어， 시

rCHeHa( 시에나) J (rB nOHe nnOIl(a띠 nonoroA ... (경사진 광장의 품안

에 서 …)J (1914)) 를 보라
I< OBapHhle

형 상이

두드러진

H TOMneHbeM AYX BJI10 6JIeHH뼈

/

HanOJIH와OT o6pa3a,

/ rlle

MaAOHHhl / mYPJl T AJIHHHWe rJIa3a: ν nYCTb rp03HT MJIalleHUY 6YPJl, / nYCTb

rp03HT MJIalleHUY Bpar , -- / MaTb rJI j\ llHTCJI B MYTHhlA Mpa l<, / QqH Bna)((H꾀e COIIlYP Jl!
교활한 마돈나들이

/

긴 실눈을 뜨고 있는

/

성상들이 사랑에 빠진 영을

차 지치게 한다 ν 폭풍우가 아기 예수를 위협하게 하라
하게 하라，--/ 축축한 눈을 가늘게 뜨며，
(같은 책，

c. 78)

/

/

/

고뇌에

적이 아기 예수를 위협

어머니는 탁한 어둠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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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YÕOKHA MpaK , H Thl H3 Õe3aHhl Mpa~HO헤
BhlxoaHmb , KaK ny~H 3apH , CBeTna
Ho CB꺼 3blO CTpamHOA , Hepa3phlBHO-Õpa~HO꺼

C ToõoA HaBeKH

CO~eTanaCb

Mrna

깊은 암흑， 그리고 너는 암흑의 심연으로부터
나온다， 석양빛처럼 밝다;

그러나 무서운， 떨어질 수 없는 혼인의 관계에 의해
영원히 너와 암혹이 결합하였다 ...
(An. rpHrOpbeB , rrnYÕOKHA MpaK , HO H3 HerO B03HHK ... J )30)

그리고리예프와 블록의 시에서 모두 마돈나의 형상은 “미의
파괴적인 카오스의

이상과 악， 곧

역설적인 결합 "31)을 구현한다. 자신의 마돈나의 형상을 창

조하며 블록은 그리고리예프적인 빛과 어둠의 양가성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이를

뿌쉬낀과 후기

지닌다.32 )

블록의

시의

문맥에서

조화의

이상은 본질적인

이 차이는 블록과 그리고리예프의 친화적 관계에 대해 뿌쉬

낀의 시정신이 보이는 본질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뿌쉬낀은 시인으로서 창조적 영감의 동기에

대해 신성과 더불어

악마성이

지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대해

말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두 세계는 시인에게 선택 가능한 대상이다. 뿌
쉬낀에게 악마성은 객관적인 자기성찰의

그의 시

「인생의 초기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다. 이

점은

학교를 나는 기억한다 .. .j의 기본시제가 과거이며 따

라서 이 시가 과거의 정신적 방황에 대한 회상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시인의

태도는 시인이 낭만주의적 열정의 분출로 들끓던 시기를 마감하

며 일련의 시에서 보여준 관조적이고 자기성찰적인 태도의 일환이다.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 악마성의 문제는 회상과 성찰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의 시에서 신화적 위상에 상응하는 혼돈의 절대적이고 초시간적인

30) An. rpHropbeB(1966) C. 220.
3 1) P. BHTTaKep(2000) An0JV10H rpHrOpbeB - nOCJle jJHHll pyCCK.쩌 pOMaHTHK, cnõ. , C. 198.

32)

블록의 시학에서 조화의 이상은 창작 세계의 변모와 함께 그 내적 위상의 뚜렷한
변화를 겪는다. 곧 조화가 차오스와 분리된 절대적인 안정성을 지녔던 초기의 독

백적 세계상은 카오스와 코스모스， 선과 악의 양가적 관계로 대체된다. 블록의 시
는 상반되는 가치들의

모순형용적인 통일로 채워지고

역사 인식은 이에 기반하고 있다

후기

블록의

세계 이해와

시민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성격은 시인의

영혼의

신화적 과거는 시인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혼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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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행위인 절대적인

영혼의 사건으로서의 현재의 시간과 겹쳐지는 것이다.

즉 신화는 불변의 현실이 된다. 바로 그리고리예프의 시의 후반부는 두 시인
의

세계상의

차이의

문제를 예술가 영혼 자체의

그리고리예프의 시에서 암흑

차이의 문제로 이전시킨다.

곧 악마성은 시인 자체의 영혼의 본질적인 속성

이 된다. 곧 그리고리예프의 시의 후반부는 신화적 세계상과 시인의 영혼 자
체의 병립적 관계를 구현한다. 조화의 신화적 형상은 시적 자아의 내적 세계
의 부분이다. 이에 상응하여 신화소로서의 암흑 역시 시적 자아의 정신의 부

분이 된다. 암흑은 신화적 혼돈일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 자체의 암흑이다.
그리고리예프적인 양가적 세계상은 예술가 영혼의 구조 자체가 된다.
블록에게서도 혼돈과 조화

면서 동시에
에서

선과 악의 양가성의 문제는 세계 구조의 문제이

예술가 존재론의 문제이다. 블록은 그리고리예프에 관한 에세이

결국 자신을 염두에 둔 다음의

의해’ 둘러싸여

말을 남기고 있다. “그는 ‘깊은 어둠에

있다. 그 어둠으로부터 때로 누군가의 ‘순결하고 범상치 않은，

열정으로 들끓는 얼굴이’ 생성된다잃) 이 어둠(겸은 대기)은 예술가의 창조적
조건， 즉 예술가의 영혼 자체의 속성이다.

뿌쉬낀에게서 혼돈과 조화 빛과 어둠은 서로 분리된 객관적인 두 세계이며
그는 이에

대해 성찰적인 거리를 두었다. 반면

그리고리예프의

경우와 같이

블록에게서 이들은 서로 양가적인 의미를 띠고 관련되는 분리될 수 없는 두
세계이며， 창조의 본질과 연관된 현재적인 문제이다. 뿌쥐낀과 블록의 세계상

의 차이와 시인의

정신적 속성으로서 어둠에

대한 블록의 강조는 그의 시인

론의 문맥에 투영된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에 상이한 울림을 부여한다. 블록의
문맥에서

뿌쉬낀은 그가 그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던 디오니소스적

열정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4.

예언자와 시인

블록은 서로 대등한 의미를 지니는 세계 창조와 시인의 창조 행위에서 혼

33)

"OH OI< py*eH

"r Jl yóO I< HM Mpa I< OM" , OTI< yna B03HH I< aeT

HeOÓbltm때 HhIl'!， lIbImaIllHl'! CTpaCTb lO

Jl HI< "(A.

A. 5 Jl OI< Co6p.

nopo lO 앤l'! -TO
CO 'l.:

B

8

TT.

"neBCTBeHHμl'!，

, T. 5,

c.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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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능동적
블록이

역할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시인의 초상을 그린다. 그 중심에

마지막 4 행 34)을

인용하며

해석하고

있는 뿌쉬낀의

시

「시인 (n03T) J

(1827) 이 자리하고 있다.
블록은 뿌쉬낀의

「시인」에서

시인이

시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본다. 영적

문명

세계의

깊이의

”무가치한 존재“로부터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때

시인은 그 누구보다 무가치한 존재이다. 시인은 시원의 혼돈과 같은 영의 세
계에 몰입할 때 비로소 시인이 된다. 세태적 삶의 ‘차가운 잠’으로부터 깨어나
혼돈의 세계에 과감히 몰입하는 존재가 블록에 의해 이해된 뿌쉬낀의 시인이
다 .35)

블록은 비단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의
초상을 그리면서도 예술가의 이중적 존재 상황에 관해 되풀이 말했다. 블록의
낭만주의자적이고 상징주의자적인

이원적

세계

이해

속에서

예숨의

세계는

경험적 현실 세계와 완전히 상이한 차원의 세계이다. 예술가가 관계하는 세계
는 일차원적

현실 너머의 “이차원적

의 세계， 존재의

세계 (BTOpofi n Jl aH MHpa)"36) 미지의

동경

진정한 처소로서의 초월적 실재이다. 예술가는 예술의 세계

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BeTep )"을 맞는다. 이 “바람”을 느끼기 위해 예술가는
세태적 삶이

쳐 놓은 “장막 (nOKpOBbl) 을 걷어내야” 한다. “바람”은 예술가에게

소리와 말을 설어오고 예술가는 그것을 포착하여 구현한다. 이 말과 소리는 조
화로운 이 상적

세계의

모습 (npetmCTa.ll lleBa , 06eTOBaHHa.ll 3 eMJl.ll , 3ByKH He6ec)

이다 .37) 그러나 예술의 세계로부터의 부름은 공포스럽다，38) 예술적

영감은 저

주스러운 것이다. 예술적 영감이 예술가에게 세태적 삶과의 부조화를 겪게 하

고 그리하여 두 세계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로서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는 십자가이고 영감은 시인을 소진시키는 불길이다. 이와 같은 예술가의 초
상은 비 극적 순례자의 모습이 다，39)

이와 같이

블록의

예술가 초상들 속에는 예술은 절대적으로 세태적 삶과

/ 11 3ByKOB 11 CM lI TeHbll nO JlH, / Ha 6epera nycT비HHμx
/ B 1뻐pOKomYMH빼e llY 6pOB bI. 거 칠고 준엄 한， / 그리 고 소리 들과 곤혹감으로
가득 찬 그는 달려 간다 / 인적 없는 해변으로，/ 넓고 소란스러운 참나무 숲으로.
35) A. A. BJloK(1960-63) Co6p. co 의.' B 8 TT. , T. 6, c. 163.
36) A. A. BJloK(1960-63) Coφ CO 'l..' B 8 TT. , T. 5, c. 418.
34) Be :t<IIT OH , llllK lI1l 11 CypoBblll ,
BO JlH,

37) 같은 책， CC. 422-423.
38) 같은 책， c. 433.
39) 같은 책， c.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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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불가능하며， 예술적 영감은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관류하고 있다，40) 블

록은 비극적 존재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시인의 사명에 관하여」에서

다시 표명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함없이 지녀왔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
존재의 비극성에 관한 블록의 사유가 지속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
에 시인 뿌쉬낀의 초상은 없었다는 점이다. 예술가의 비극적 초상의 원형으로
서 시인 뿌쉬낀의 형상은 에세이 「시인의 사명에 관하여」에서 비로소 대두되
었다.
에세이

「시인의 사명에

관하여」에서 뿌쉬낀 시의 주요 형상과 모티프들은

오랫동안 블록을 사로잡아 왔던 생각들 속에 녹아드는데， 그것은 블록이 자신

의 시인의 초상을 그리는 단초가 뿌쉬낀의 시 자체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세
태적

삶과 갈등하는 뿌쉬낀의

시인의

블록의 사고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질이다”라는 블록의

형상은 시인의

이중적

존재론에

또한 “시인의 말은 이미 그의

관한

일의 본

말은 뿌쉬낀의 ‘말’의 모티프가 지닌 기본적인 맥락과 일

맥상통한다，41) 뿐만 아니라 에세이에서 블록이 시적 영감의 메타퍼로서 사용
하고 있는 바람의

형상의 중요한 한 원천은 뿌쉬낀의 시이다，42) 그러나 츄챔

의 시어 하나 ("POlUIMbIη xaoc") 가 지닌 중요한 기능에 상응하는 블록의 진정한

의도는 뿌쉬낀을 그 자체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모된
시정신의 문맥에 뿌쉬낀을 투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반세태성의 토포스가 뿌

쉬낀의 문맥과 블록의 문맥에서 지닌 상이한 자질에

있으며， 이 점은 본질적

으로 두 시인의 시정신이 지닌 본칠적 차이에서 비롯한다.

블록이 주목하는 시 「시인」과 시인 테마에 할애된 뿌쉬낀의 또 다른 대표
적인 시

「예언자」는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을 통해

긴밀히

연관된

이부작을

이룬다. 두 편의 시에는 시인의 영적 각성의 중요성에 관한 뿌쉬낀의 생각이
관류하고

있고， 그것은 두 편의

집약되어 표현되어

시에서

모두 ‘기적 (qYJlO) ’의

라이트모티프에

있다. 뿌쉬낀의 “예언자”와 “시인”은 육체적 · 정신적 갱생

40) 또한 그의 시 「시 인들 (n03TbI)J0908) ， r 예술가 (Xyno*HMK)J(1913) 등을 보라.
4 1) 뿌쉬 낀 의

시

(말로 사람들의

「 예 언자 (npOpOK)J (1826) 의

마지 막 시 행 ("r Jl arO JlOM *rM cepnua

가슴을 불태워라)")은 시인의

의무에

대한 블록의 사고의

J1lO ne ll:

기초가

된다.

42) 시적 영감의 비논리적 우연성과 시적 상상력과 합리적 사고의 원칙적인 대립성에
관한 뿌쉬낀의 시행들인 r 왜 바람은 골짜기에서 소용돌이치는가 .. ,(3aQeM KpyTMTC J\

BeTp B oBpare .. .l J(832)( 미완의 서사시 「에제르스끼 (E3epc 때ll:) J 에 삽입되었다가 개
작을 거쳐 「이집트의 밤 (ErMneTCKMe H04M)J 에 실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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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적을 겪는다. 그 결과 이들은 충만한 지각과 모든 존재론적 현상을 이해
할 수 있는 예지력의 소유자가 된다. 두 형상에는 세인들의 보잘 것 없는 가

치와 시적 재능의 신성한 본성을 대립시키는 뿌쉬낀의 사고가 관류한다 .43)
블록은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 속에서 시인의 이중적 본성과 자유와 고독의
중요성을，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감각의 접촉으로서 문화는 인간의 내적인 삶

에 관계하는 것이라는 뿌쉬낀의 생각을 포착하여 자신의 시인론 속에 구현했
다. 그러나 예언자와 시인， 이 두 형상 사이의 관계는 블록과 뿌쉬낀의 시정
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가 된다. 블록 자신이 이 두 형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뿌쉬낀의

이해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기

반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이한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뿌쉬낀 시의
시인의

문맥에서

신과 아폴론의

두 제단과 이에 상응하는 예언자와

형상 사이에는 대립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형상을 창조하며

뿌쉬낀이 ‘기적’의 모티프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성의 체험의 중요성
이다. 시인은 곧

예언자이며， 시인이

된다는 것은 신성의

내적

체험이다 .μ)

“그 누구보다도 무가치한 존재”로부터의 시인의 탄생은 완전한 내적 정화， 가
슴과 영의 정화， 그리스도의 봄의 불길을 통한 세레를 통해 가능하다. 고행과
죽음은 시인이 내적 시선과 영적 통찰을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쟁)

존재의

정화로서의

‘기적’은 뿌쉬낀 시학의

본질을 구현한다. 정화된 내적

시선을 통해 뿌쉬낀의 시적 자아는 신적인 이상적 질서를 본다. 그는 악에 사
로잡힌 세계의 조건 속에서 낙원의 존재 상황을 시적으로 실현한다 .46) 뿌쉬낀

43)

널리 얄려진 두 편의 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4)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에서 기독교적 문맥은 예외적인 중요성을 지난다. 뿌쉬낀의
시인 테마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자들은 “예언자로서의 시인”의 형상이 지난 기독교

문화의 전통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특히 뿌쉬낀의 창작 과정에서 시인 테마를 지
난 대표적인 시들은 세계관적

· 인식적 전환과 맞물려 창조되었다. 곧 일련의 시들

과 함께 뿌쉬낀의 시 「예언자」와 「시인」은 뿌쉬낀의 작가의식의 변화， 가치의 재평
가와 관련하여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T. r. MaJJb'!y l< oBa
(1998) "J1 HpH l< a nym l<HHa 1820-x r0110B B OTHomeHHH 1< uep I< OBHOCJJaB Jl HC l< ol! Tpal1H 뻐R
(1< HHTepnpeTaUHH CTHXOTBopeHH l! ’ 'BocnOMHHaHHe" H "npopo l<’ B I< OHTe l< CTe xpHCTHaH-

Cl< ol! I< YJJbTYPbl) ,"

,

peMHHHCl! eHl!HJI

EB8.HreJlbCK.깨 Te K.CT B pyCCK.Oη JIHTep8. Type

45)

,

MOTHB

조.

같은 책， c. 170.

CIO:i<eπ

:i<aHp.

C6.

Hay 'l.

Tp.

Bhlfl.

XVIII-XX

Be K.OB. lfHT 8. T 8.,

2 , neTp03aB0 l1 CI<, C. 158을 참

시민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에게 ‘기적’은 신적인 세계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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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통찰하는 내적인 시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B rnymH

,

BO MpaKe 3aTO~eHb꺼

벽지에서 유배의 암흑 속에서

T~HynHcb THXO ~HH MOH

내 나날들은 고요히 흘러갔소

Be3 60*eCTBa , 6e3 B~OXHOBeH!껴，

신성도， 영감도，

Be3

Cne3 ,

6e3 *H3HH

,

6e3 Æo6BH

눈물도， 삶도， 사랑도 없이，

nyme HaCTanO rrp06y*~eHbe:

이제 영혼이 소생하고

H BOT Orr~Tb ~BHnaCb Thl ’

바로 당선이 다시 나타났소.

‘

KaK MHMOnëTHOe BH~eHbe ，

스쳐가는 환영(幻影)처럼，

KaK reHHn ~HCTOn KpaCOThl.

순수한 미의 화신처럼.

H cep~ue 6b성 TC 꺼 B yrroeHbe

가슴은 환희로 고동치고

H ~n~ HerO BOCKpeCnH BHOBb

그를 위해 되살아났소

H 60*eCTBO

,

H B~OXHOBeHbe ，

H *H3Hb , H Cnë3bI , H Æo60Bb.

신성도， 영감도，

삶도， 눈물도， 그리고 사랑도.

(r ... 에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하요 .. ")
("5{ rrOMHIO ~y~Hoe MrHoBeHbe ... "))J (1825))47)

(K' ••

낭만주의자는 악에 사로잡힌 현재로부터 벗어나 애초의

이상적인 존재 상

태로의 비상을 꿈꾼다. 그의 이상은 초시간적이고 절대적인 신화의 세계에 있

다 개인적인 일탈을 통해 역사적 현재로부터 벗어난 선화적 완전성을 회복하
고자 하는 낭만주의자의 시적 추구와 달리 뿌쉬낀에게서 자아의 상태와 이상
과의 관계는 필연이 아닌 개연성의 관계이다. 시 「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

하오 ... J 에서 뿌쉬낀은 쥬꼽스끼와의 시적 논쟁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 질서는
신비주의적 일탈을 통한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정신적 부활의 문제임

을 보여주었다쩌) 뿌쉬낀의 ‘기적’의 모티프는 영적인 각성과 함께 ‘지금 • 여
기’에서의 조화로운 세계상의 체험이 가능함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구현한다.

시인의 삶에 대한 믿음은 시적 영감에 대한 시인의 이해와 연관성을 지난

46) A.

J1. Ka3HH (1 999) "nymKHH H ~~O. K rrOC Ta HOBKe rrp06ne뻐. (Ha MaTepμane rrymKHHcKHX

XpHcmaHCTBO H pyCCKa5I JlR TepaTypa 3, cn6. , c. 71.
47) A. c. nyn배(1 98 1) Coφ CO 'l.: B 10 TT. , T. 2, c. 50.
48) 쥬꼽스끼와 뿌쉬낀의 시에서 시적 이상과 자아 사이의 관계의
는 c. H. BponTMaH (1 997) cc. 113-116 창조.
CKa30K) ,"

상이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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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뿌쉬낀에게

있어

영감은 변덕스럽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은 예기치 않

게 시인을 찾아온다，49)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감의 비논리성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실존의 각 순간에 조화로운 세계상이 예기치 않게 열릴 수 있음
에 관한 시인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 영감에 의해 선택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
시인은 삶에 대한 성찰적 거리를 내적 평정과 자유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뿌쉬낀의 ‘시

그 자체’의

이상은 이와 같이

속의 신적인 세계상의 신비로운 열림에

영감의 신성한 본질， “예언자”

기초했다. 뿌쉬낀에게 시인은 우주의

섬세한 귀이며， 시는 이상적인 존재상의 발현이다. 삶에

대한 세속적이고 실

용적인 접근을 거부하면서 시인은 ‘시 그 자체’의 이상 추구를 통해 삶의 조
화로운 통일성을 추구하고 실현했다，fi)) 시인의 내적이고 창조적인 자유는 혼
돈이 아니라 조화의 조건이다，51)

블록은 “장막”의

메타퍼를 통해 뿌쉬낀과 자신을 관류하며

러시아 근대시

의 시 인상을 규정 하는 ‘반(反)세 태 성 의 토포스’가 쥬꼽스끼 (B , A, lKyKOBCKHH) 에
게서

발원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52) 뿌쉬낀은 비록 이상과 현실의

대한 낭만주의자적인
잠”으로부터

닫힌

전망을 거부했지만

관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태의

깨어난 시인을 기다리는 것은 쥬꼽스끼적인 뮤즈， 즉 조화로운

삶의 감각의 회복이다. 쥬꼽스끼에게도 뿌쉬낀에게도 마돈나는 침해될 수 없
는 조화의 이상의 구현이다. 반면

블록의 시에서 러시아 근대시의 섬미적 의

식의 변화는 그 절정의 표현을 얻었고， 세태적 삶의 질서를 거부하는 시인을
기다린 것은 혼돈과 파괴의 매혹이었다.
블록은 시 「그렇다. 영감은 그렇게 이끈다(lla ， TaK 따KTyeT BIlOXHOBeHbe .. ,J (1 91 1)

의 도입부에서 예술가의 영감의 자유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49) H , ren(1999) ""CBo6olla" , "BlloxHoBeHHe" H "TPYIl" KaK 3CTeTH'I eCKHe KOHCTaHT bI MHpa
nymKHHa ," nyDlKHH H HCTOPHKO- J1HTepa TypHa Jf

50)
51)
52)

MbICJ1b

, M"

c,

57

참조.

같은 책， CC ,
같은 책，

58-59,
c , 68 ,

쥬팝스끼의 시에서 “장막”의 메타퍼논 쥬꼽스끼의 낭만주의 시의 철학， 즉 조화로운
존재상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쥬꼽스끼가 1818-1824년에

걸쳐

통찰의
쓴 일련의

황홀경을

표현하는

시들， 특히

r 맹세의

라이트모티프이다.
꽃 (UBeT 3aBeTa) J ,

「순간적으로 스쳐간 익숙한 영에게 (K MHMonpO Jl eTeBmeMy 3HaKoMoMy reHHIO)J , r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HeBblpa3HMoe)J ， r 랄라 룩(J1aJlJla PYK) J , r 랄라 룩의
시의

출현 (~BJleHHe

n033HH

nOCeTHTe Jl b) J 등을 보라.

B

BHlle

모습 속의

J1 aJlJl a PYK)J ，은밀한 방문자 (TaHHCTBeHHbln

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na. Ta I< 때I< TyeT B~OXHOBeHbe:

그렇다

Mo~ CBOÕO~Ha~ Me4Ta

나의 자유로운 염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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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은 그렇게 이끈다:

Bcë nbHeT Ty~a ， r~e yHH%eHbe ,

모욕이 , 더 러 움이 , 어 둠이 있는 곳으로

r~e rp.s! 3b , H Mpa I<, H HHlneTa.

궁핍 이 있는 그 곳으로 내 내 향한다

Ty~a， Ty~a ， cMHpeHHell , HH%e ,

저 세계가 더 잘 보이는

-

OTTy~a 3pHMell MHp HHOll..

그 곳으로、 그 곳으로， 더 온순하게， 더 낮게… 53)

세태적인 삶의 안정적인 질서를 거부하며 시인의 영감이 향하는 곳은 사회
적 혼란의

어둠， 고통 받고 궁핍한 사람들의 삶 속이다. 시인은 삶의 바닥으

로의 몰입이 강렬할수록 “다른 세계”는 보다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그
러나 블록의 민주적 파토스에는 혼돈과 악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찬양이 분리
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블록이 “제 2의

세례 (BTopoe KpemeHHe)" 로 의미를

부여한 역사적 현실에의 동참은 혼돈과 파괴의 “눈보라
를 소진시키는 “세계의

화재”로서의

악 속에

내재된 선의

현존하는 삶의 질서
계기에

대한 긍정

을 통해 가능했다. 블록에게 영적 상승의 기적의 체험은 뿌쉬낀적인 내적 정

화가 아닌 디오니소스적 열정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고， 디오니소스적인 파
토스와 민주적 파토스의 결합은 결국 시인 블록을 ‘집단적인 역사적 CTHXHSI 의
나팔수’가 되게 했다.딩) 시인 자신을 소진시키는 영감의 불길은 “기적이 아니
라 고통이자 지옥”이다.퍼)

블록은 창조적 영감이 지닌 저주스려운 악마적 본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

게 되면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의식을 고전적 시문화의 시인의 위상과 구
별하였다. 곧 상징주의자로서

있는 에세이

걸어온 창작의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답고

「러시아 상징주의의 현 단계에 관하여」에서 블록은 상징주의자

로서의 그의 길의 궤적을 다름 아닌 “예언자로부터 시인으로의 변모”로 규정
했다.

니 TO %e npOH3 。띠 nO C HaMH B nepHO~ "aHTHTe3bl"? OT4erO nOMep

53)
54)

A. A. Bno I<(1 997) Co6p. CO 'l.: B

20

TT.

,

T.

3,

c.

I<

30noToll

62.

이 점 에 대 해 서 는 B. HenOMH때때 (1999) CC. 419-420을 참조，

55) nn~ HHμX Tbl H MY3a , H 4y~0. / nn~ MeH~ Tμ - MY4eHbe H a~ 다른 이 들에 게 너 는
뮤즈이고 기적이다

/

A. Bno I< (1997) T.

c.

현

단계에

3.

대하여 (0

나에게 너는 고통이고 지옥이다 (r 뮤즈에게 (K MY3e)J (1 912));

7.;

A.

HCC I< yCTBO eCTb A~. 예술은 지옥이다( r 러시아 상정주의의

COBpeMeHHOM

Bno I<(1 960-63) Co6p. CO 'l.: B

8

TT.

COCTO~H싸I

, T. 5,

c.

pycC I< oro

433).

cHMBonH3Ma)J (1910), A.

A.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 2 호

232

Me <i, XJlbIHyJlH H CMemaJlHCb C 3THM MHpOM
COlleJl aB H3 lI<H3HH HCKyCCTBO ,

B피CJlaB

MHpbl , npOH3Bell51 xaoc ,

J1HJl OBO-CHHHe

CHHHß npH3paK H3 Hellp CBOHX H onycTomHB

HM IlYmy?
6MπH "npOpOKaMR", nO:f<eJTaJ1R CTaTb "n03TaMR"...

<i TO:

TIpoH3om JlO BOT

“안티테제” 시기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황
금 겁이 빛을 잃고， 남보닷빛 세계들이， 삶으로부터 예술을 만들고， 자신들의
내부로부터

푸른 환영(幻影)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영혼을 황폐하게

한 후，

카오스를 낳으며， 쏟아져 나와서는 이 세계와 섞였는가?
바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예연자”였고， “시안들”이 되지를 원
했다. 56)

블록은 절대적이고 단일한 조화의 빛에 대한 갈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정

신에 깃든 균열과 선 · 악의 양가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서 시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적 비상(飛上)을 통한 조화의 이상적 세계와의 접촉을 꿈
꾸던 시인은 개인적 · 사회적

열정의

분출이

열에 자신을 내맡겼다. 열정적인 사랑의

가져오는 엑스타시의

체험을 통해

몽환적 희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고， 파괴적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꿈을 꾸는 시인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악마적이다. 블록은 에세이

「서정시에

대하여 (0

J1 HpHKe)J

(1907) 에서 악마성과 창조적 영감의 본질적 관련성을 “추락한 천사-악마-최초
의

시인 (nanWHη aHre Jl -neMOH-nepBbIll J1HPHK)" 의

정의를

통해

제시했다 .57)

이

정의를 통해 블록은 시인의 형상 속에 천사와 악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수렴시켰다

혼돈의

어둠을 수용하는 시인의

고행이자 어둠 속의

빛의

계기에

길은 그리스도의

탐닉하는 악마의

대속(代購)의

유희이다. 대립적

모순적인 통일은 블록의 시인에게 ‘디오니소스적 어둠의

가치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

도’의 형상을 부여한다.많)

이와 같이 블록의 시에서 일어난 예언자와 시인의 결렬은 예술의 십자가가
뿌쉬낀과 블록에게

있어 원칙적으로 상이한 것임을 의미한다. 신성의 내면적

체험의 두 계기로서 금욕적인 고행과 디오니소스적 열정이 러시아 정신이 대
면한 본질적인 딜렘마였다는 네뽕냐쉬의 지적에 기초하자면，돼) 뿌쉬낀과 블록

56)

A. A. BJl oK(1960-63) Co6p. CO'ι B 8 TT. , T.

57)
58)

같은 책， c. 13 1.
그리스도와 악마의

5,

C. 433( 이탤릭

- 필자).

대립을 제거하고 이들 사이의 동일성을 확립하는 블록의

정의의 다양한 문학적

기원에

이

대해서는 3. r. 싸 Hl1 (1999) "φyHK l1없 peMHHHC l1 eH l1 Hß

B n03 깨 Ke AJI. BJl OKa ," n03TRKa AπeKCaHl1pa EJ10Ka, CTIõ. , 1999, cc. 378-37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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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러시아 정신의 두 내적 대립항이다. 뿌쉬낀은 디오니소스적 열정을 알았지
만， 그것을 ‘반(反)세계’로서 거부했다. 블록은 기독교의 ‘구현 (BOQenOBeqHBaHHe) ’

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길로서 악마성을 선택했다.60 ) 이 점에

서 블록의 정신적 변모는 뿌쉬낀과 상반된 길이었고， “예언자”와 “시인”의 구
별을 통해 블록은 자신이 이를 명확히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블록은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뿌쉬낀에게 자신의 예술가의 초상이 지닌 아
우라를 부여했다. 뿌쉬낀에게 있어 시인의 제단이 되는 아폴론과 신성은 블록

의

문맥으로 투영되어

악마성과 시인의

존재의

동질성에

대한 시인의 사고

속에서 굴절된다. 블록은 뿌쉬낀의 시인의 형상을 이루는 주요 가치를 수용하

면서 그 내적 차별성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5.

자유의 이상과 문화의 비극

블록의 뿌쉬낀에 대한 추도사는 예술과 문화의 절대적 기초로서의 ‘자유의
이상’에

대한 옹호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맺는다. 창조자로서의

시인 모두에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삶에
다. 그러나 블록은 뿌쉬낀의 삶에

자유는 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계기였

대한 믿음과 자유의 이상을 자신의 시인으

로서의 자의식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시켰다.
블록은 문화와 창조의

미치도록 살고 싶다 .. .(0

절대적

기초로서의 자유에

.lI XOQY 6e3YMHO

대한 확신을 시

「오 나는

쐐 Tb .. .) J (1 909-1914) 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마 Tb MO :l< eT , IOHoma BeCe Jl뼈

아마， 쾌활한 한 젊은이가

B rp꺼 ~ymeM CKa :l< eT 060 MHe:

미 래 에 나에 대 해 말하리 라:

TIpOCTHM yrplOMcTBO -- pa3Be 3TO

음울함을 용서하자

COKpblTblJ;! ~BIH‘aT eJlb ero?

그의 내밀한 추동력이 아년가?

OH BeCb

띠T.lI ~06pa 11 cBeTa ,

OH BeCb -- CB060 nN TOp:l< eCTBo!

-

실로 이것은

그는 온전히

선과 빛의 아들이다，

그는 온전히

자유의 장엄 함이 다 !6])

59) B. HellOMH때때(1 999) c. 419를 참조
60) 이

점 에 대 해 서 는 C. H. 5po J;! TMaH(1987) ’꺼CTO'lHIIKII iþOpMyJlbl "Hepa3~eJlbHOCTb 11 He-

CJlII.ll HHOCTb ," Y 5 Jl OKa ," A.neKcaHlIP

B.noK. Hcc.nelIOBaHHJl H MaTepHa Jlbl,

끼

,

c. 8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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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왜 후손에게서 그의 “음울함”에 대한 용서를 기대하는가? 그의 음

울함은 후손들의

즐거움을 예비하는 불가피한 것이기

세계의 악과 어둠은 선과 빛의 불가피한 조건이며

때문이다. 즉， 영혼과

그래서 시인은 악과 어툼

을 선택할 자유에 불가피하게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대의 문화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어둠
의 정당성을 미래의 후손에게 의탁하는 이 선언은 블록이 굴절시킨 시인 뿌

쉬낀의 초상의 또 다른 예이다. 이 시에서 뿌쉬낀의 ‘창조자의 자유’의 테마와
역사의식은 블록적인 표현을 충만하게 얻고 있기 때문이다.
뿌쉬낀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후손(손자)에게 의탁한
한 것은 어둠 속에서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창작을

통해 조화를 실현한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드
러낸다. 뿌쉬낀의 삶에 대한 믿음은 내적 사색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
키는 창조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내적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뿌
쉬낀이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술가의 자유의 의미

그가 “잔혹한 시대에 찬양한

자유”의 본질이다.
블록의 “미칠 것만 같은” 삶에

대한 열망은 디오니소적

열정의 미망에 사

로잡힌 시인의 숙명이다. 그의 창조자로서의 재능은 순간 속에서
사적 현재 속에서 초역사적 실재를 체험하고자 하는

영원을， 역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열

망을 낳는다. 블록은 바로 자유로 인해 부단한 영적 허기의 고통 속에 내몰렸
다. 공허한 삶의 질서와 결코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절대적인 빛과의
순간적인 접촉의 미망으로 끝없이 내모는 블록의 자유가 시인의 비극적 숙명
이었다.

디오니소스적 낭만주의자의 자유는 파괴와 혼돈의 미화를 이끌었고， 폐허와
죽음을 용인하게 한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은 새로운 집단적 질서에 부딪쳐

깨어졌다.

오늘날의

‘후손들’에 게

블록은 “자유의

장엄 함”을 찬양받기 보다는 ‘자유의

비극’의 증거자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61) A. A. 5J10K (l 997)

flo.RH. Co6p. CO ι B

20

TT.

, T. 3, c.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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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 K1 Me
nByRHKOCTb TBOpqeCKOA CBOÕO nY H aBTOHONHOA KyRbTypU

-

0 "MOeM UymKHHe" AneKCaH .ll pa 6nOKa

qoA , lhcoH-Cyn

OllH IiM

1i 3

CKB03HbIX lþaKTopoB B

Ii CTOpli 1i

lþeHoMeH "Moη f1ymKIiH". "Mofi f1 ymK IiH" -

‘HOBOfi pyccKofi KyJIbTypbI ’ jfB .IDl eTCjf

3TO IþYHK l.\ lijf f1ymK IiHa KaK 3epKaJIa KyJIb

TypHhlX C03HaHlifi nOCJIenywKHHcKHX BpeMëH. DaHHajf CTaTbjf nOCBjfmeHa pacCMOTpeH IiID nOllOÕHOfi pOJIH f1 ywKHHa y 5JIOKa. ABTOp CTaTbli oÕpamaeT OCHOBHOe
BH IiMaHlie Ha CTaTbID 5JIOKa "0 Ha3Ha앤HHH n0 3T a" (1 92 1l.
TeJIo ÕJIOKOBCKOfi n033 1i1i, nOCJIellHerO paC l.\ BeTa pyccKofi KJIaCCH4eCKOfi n03TH4eCKofi KyJIbTypbI , npoHHKHyTO npH3HaKaMIi ee CMepT Ii. 5JIOK CaM OC03HaHHO npH3HaeT 3TO B nOCJIellHeM 3Tane ero TBOp4eCKOrO nyTH. OllH IiM
1l0Ka3aTeJIbCTB jfB.IDl eTCjf CTaTbjf

1i 3

HeCOMHeHHbIX

"0 Ha3Ha4eH싸1 n03Ta" , rlle OÕpa3 f1 ymK IiHa , TeCHO

CBjf3hlBajfCb C pa3 MhlWJIeHlieM n03Ta 0 CaMOM ceõe , npeOÕpeJI ÕOJIbWOe 3Ha4eHHe KaK
CIi HOHHM pyccKofi KJIaCCH4eCKOfi n03Tli4eCKOfi KyJIbTypbI.
CKopÕHoe npli3HaHHe 5JIOKOM B CMepT Ii KJIaCCli4eCKO 꺼 KyJIbTypbI COnpOBO ll<llaeT
yTBep ll<lleHlie ee BHeBpeMeHHoro 3HaQeHHjf. fJIaBHOe KyJIbTyphl

Ii

TBop4ecKyID CBOÕOllY n03Ta. OllHaKO ,

Bepa 5JIOKa B aBTOHOMHOCTb

pa3M에illJIjfjf

0 ÕbITlifiHOM cTaTyce

n03Ta H nOKa3bIBajf CBoe nOHHMaHlie 0 rapMOH 1i1i H CBOÕOlle Ha OCHOBe nYWKHHCKHX

MbICJIe때，

5JIOK BHyTpeHHe HCKa ll< aeT

Ii X, Ii

TeM caMbW npOjfBJIjfeT KyJIbTypHoe

C03HaHlie CBoero BpeMeHIi. B CTaTbe nOnpOÕHO HaÕJIIDllaIDTCjf CymecTBeHHOe OTJIH4lie
ÕJIOKOBCKoro nOH IiMaHHjf 0 rapMOHH Ii OT nywKHHcKOrO H C03HaTeJIbHOe npOT Ii BOnOCTaBJIeHlie 5JIOKOM OÕpa30B "f1 popoKa"
nywKHHcKOfi n033H
HaHHyID
n03Ta.

“.

Ii CKa ll< eHHOCTb

Ii

"f1 03Ta" , 0 1l H03Ha4HbIX B KOHTeKCTe

3T Ii HaÕJIIDlleHlijf n03BOJIjfIDT aBTopy CTaTbli BbljfB Ii Tb OC03nywKHHcKOrO HlleaJIa B XYllO ll< eCTBeHHOM C03HaHHIi 5JI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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