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멀한 열기’: 레르몬또프 - 블록 - 쪼베따예바 

3a BCe, 3a BCe TeÕ~ ÕAarO~ap~ ~: 

3a TaßHWe My~eHH~ CTpaCTeß, 
3a rOpe~b CAe3 , oTpaBy nOl..leAY~ ， 

3a MeCTb BparOB H KAeBeTy ~py3eß; 

3a ){(ap ~mH， paCTpa~eHHWß B nyC TblHe, 
3a BCe, ~eM ~ oÕMaHyT B ){(1! 3HI! õwn ... 

YCTpOß AHmb TaK, ~TOÕW TeÕ~ OTHWHe 

He~OAro ~ eme ÕAarO~apI!A. 

최 종 술‘ 

- M. 뻐. JIepMoHTOB, "BAarO~apHocTb"(184이1)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감사한다: 

열정의 은밀한 고통들에 대해， 

눈물의 비애에 대해， 독기어린 입맞춤에 대해， 

적들의 복수와 친구들의 비방에 대해; 

황무지에서 탕진된 영혼의 열기에 대해， 

삶에서 나를 기만했던 모든 것에 대해 ... 

이 삶에서 그저 조금만 더 

네게 감사하도록 해 다오. 

- 레르몬또프감사」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오랜 역사와 “신을 체현한 민족”이란 도스또엠스끼 (φ. 

M. llocToeBcKHil)의 말이 대변하듯 러시아 문화는 존재의 완전성에 대한 영적 

갈방에 지속적으로 ‘들려’ 왔다. ‘성스러움’의 모티프가 러시아 문화의 가치론 

적 토대인 것이다. 이 때 근대 이후의 러시아 정신 앞에는 성스러움을 체험하 

는 두 갈래 길이 공존하며 놓여 있다. 

* 상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1) M. 10. JIepMoHToB (1963) ff36paHHble npoH3BeoeHHJf B OByX TOMaX, T. 1, M. , c. 275. 앞으 
로 인용되는 레르몬또프 시는 이 전집을 따를 것이며 필요시에는 본문 속에 쪽수 

를 밝히기로 하겠다. 



386 러시아연구 재 15권 재2호 

그 길의 하나는 영적 자기정화를 통한 정신적 상숭의 추구이다. ‘마돈나’의 

형상이 이 서구 기독교 문화의 전통적인 이상을 대변한다. ‘마돈나’의 온화한 

빛은 혼돈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화의 구현이다. 정신은 마돈나의 빛 

속에서 자신을 검열한다. 러시아 정신이 걸어가는 다른 갈래 길은 ‘디오니소 

스적 열정의 이상’이 이끈다. 정신은 영적 엑스타시의 순간에 탐닉하며 ‘육체 

성’을 긍정한다. 러시아 근대문화의 동력 축에 있어 전통적인 ‘마돈나의 이상’ 

의 대척점에는 ‘소돔의 이상’이 자리한다. 

뿌쉬낀 (A. c. nym때H)이 민족정신의 ‘몸’에 난 이 균열이 ‘러시아 바이러니즘’ 

의 대두 이래 적극성을 띠고 표면화될 것임에 대한 예감을 표현했다면，2) “신 

과 악마의 싸움터인 인간의 영혼”에 대한 도스또엠스끼의 유명한 말은 ‘성스 

러움’에 대한 추구가 직면한 두 정신적 계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러시아 정신 

의 이 숙명적인 딜레마를 표현했다. 민족정신의 가장 직접적인 거울인 서정시 

에서 ‘소돔의 이상’을 통한 ‘성스러움’에 대한 갈구는 러시아 시인들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지배해 왔다. 시인 알렉산드르 블록(AJleKCaHIlP DJlOK)은 ‘진정한 낭 

만주의’의 이름으로 ‘소돔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nonnHHHwß pOMaHTH3M BOBCe He eCTb TOnbKO nHTepaTypHoe TeqeHHe. OH 

CTpeMHnc~ CTaTb H CTaA Ha MrHOBeHHe HOBOß $OpMOß qyBcTBoBaHH~ ， HOBWM 

cnoc얘。M nepe뼈BaHH~ *H3HH. RHTepaTypHOe HOBaTOpCTBO eCTb nHmb CnenCTBHe 

rny6oKoro nepenOMa, COBepmHBmerOC~ B nyme, KOTOpa~ nOMOnOnena, B3r~Hyna 
Ha MHp nO-HOBOMY, nOTp~CnaCb CB~3 b1O C HHM, npo뻐KnaCb TpeneTOM, TpeBOrOß, 
TaitHblM :tCapOM, qyBCTBOM HeH3BenaHHOß nanH, 3axnecTHynacb BOCTOprOM OT 

6nH30CTH K llyme MHpa.3) 

진정한 낭만주의는 결코 단순한 문학의 조류가 아니다. 그것은 순간적으 

로 새로운 정서적 체험이， 새로운 삶의 체험 방식이 되기를 지향했고， 그렇 

게 되었다. 문학의 혁신은 갱생되어 삶올 새롭게 바라보고，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 동요된， 그리고 전율과 격앙으로， 은밀한 열기로， 미지의 먼 곳에 대한 

느낌으로 점철된， 아울러 세계영혼에 대한 근접에 따른 환희로 넘쳐 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깊은 균열의 결과일 뿐이다. 

블록은 낭만주의적 정신의 핵심을 순간적으로 혁신된 삶의 체험과 지각에 

2) 이 점에 대해서는 B. HenOMHJI뻐ß(l999) nyDlKHH. PyCCKaJ1 KapTHHa MHpa, M., cc. 473-476 

을 참조. 또한 필자의 졸고(2004) r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J，러시 

아 연구~， 제 14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19-223쪽을 참조. 
3) A. A. BnoK(1962) Coφ CO의 B 8 T. , T. 6, M.-R., C. 363 (이 탤릭 - 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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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삶에 대한 격정적인 지향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낭만주의자의 삶에 

대한 몰입은 영적 충만감의 추구와 함께 한다. 낭만주의자는 ‘세계 내에 구현 

된 신의 존재’， 곧 ‘무한에 대한 갈망’에 따라 삶을 수용하고 ‘육체성’을 긍정 

한다. 달리 말해， 낭만주의자에게 삶은 감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일 

시키고자 하는 지향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낭만주의자의 삶에 대한 갈구의 

토대에는， 지르문스끼 (B. M. 빼pMyHCK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한함과 성스러 

움과 경 이 로움이 세 계 에 내 재 한다는 생 생 한 의 식 (*HBoe C03HaHHe npHcyTcTBH~ 

B MHpe ÕeCKOHe'iHOrO, ÕO*eCTBeHHOrO , 'iYlleCHOrO)"이 4) 자리하고 있다. 

블록의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그의 낭만주의적 신비주 

의에 물든 시인정신의 발현이다. 그러나 블록의 말이 지닌 의의는 비단 한 낭 

만주의(상징주의) 시인의 시인정신의 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스러움’에 대 

한 러시아 정신의 갈구가 낭만주의적 성향을 러시아 문화의 지속적이고 주도 

적인 특정의 하나로 만들었다고 할 때，5) 블록의 말은 러시아 정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루는 ‘소돔의 이상’이 특정한 문화사적 단계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 ‘정신사’의 관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블록의 ‘은밀한 열기(TafiHblfi *ap)’ 

라는 은유이다. ‘은밀한 열기’는 ‘지상의 삶’에 대한 열정적인 몰입 속에서 영 

적 충만감을 갈구하는 낭만주의적 정신의 속성을 일걷는다. 이 ‘열기’는 말 그 

대로 ‘은밀하다’. 그것은 영적 엑스타시의 순간이 가져오는 내밀한 축복의 감 

각이다. 낭만주의자에게 삶이란 본질적으로 이 내적인 축복의 감각이며， ‘존재 

하다’는 이 ‘열기’가 ‘있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밀한 열기’는 곧 ‘영혼의 

열기 (*ap llymH)’이다. 이 열에 들뜬 영혼의 소유자는 절대적 이상의 견지에서 

삶을 지각하고 체험한다. 다시 말해 ‘은밀한 열기’는 절대주의자적 추구 속에 

서 삶을 갈구하는 낭만주의자의 격정에 찬 영혼을 ‘소돔의 이상’에 들린 영흔 

을 의미한다. 

타협과 점진적 이행을 모르는 절대주의자적 정신이 삶에 대해 지닌 요구가 

러시아 정신이 동전의 양면으로서 지닌 매혹과 위험을 낳는다.6) 러시아 정신 

4) B. M. )((HPMYHcKHn(l996) HeMeUKHH pOMaHTH3M H COBpeMeHHaJ/ MHCTHKa, cnõ., C. 21. 
5)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H. R. 5epKOBCK“n(1975) 0 MHpOBOM 3Ha~eHHH pyCCKOH 

J1HTepa Typbl, J1., CC. 151-152 및 그 이하를 참조. 
6) 필자는 ‘러시아 정신의 동시적인 매혹과 위험’이라는 표현을 성스러웅의 추구와 관 

련하여 러시아 문화에서 ‘책’이 지닌 권위와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현상이 되었던 ‘삶 

의 창조의 이상’을 규명하고 있는 김수환의 논문으로부터 빌려 왔다: 김수환(2005) 

r “책에 따라 살기". 러시아적 문화 유형의 매혹과 위험 J ，러시아 연구J ， 제 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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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에 결부된 이 절대주의자적 속성은 러시아 문화에서 

늘 ‘성스러웅’의 가치를 부여받았던 서정시의 역사를 관류하며 면면히 표현되 

어 왔다. ‘소돔의 이상’의 ‘계보’는 러시아 서정시의 역사상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의 시행들은 ‘소돔의 이상의 서정시사’상의 한 지절로서 거론될 수 있 

을 것이다. 

MOJl .ayma, JI rrOMHIO, C .aeTCKHX J1eT / 4y.aeCHOrO HCKaJla... (.J MHe Hy*HO 

.aeRCTsosaTb, JI Ka*.awR .aeHb / BeCCMepTHWM C.aeJlaTb Õμ *eJlaJl, KaK TeHb / 

BeJlHKOrO repOJl, H rrOHJlTb / 51 He Mory, 4TO 3Hat쩌T OTtIWXaTb. 

M. JJepMoHTOS, "1831-ro 씨OHJI 11 .aHJI" (I, 71) 

나는 기억한다， 어린 시절부터 내 영혼은 / 경이로운 것을 추구해 왔다 .. , (…) 
내게는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 불멸의 존재를 이루고 싶다， 위대한 / 영 

웅의 그림자처럼， 그리고 나는 / 이해할 수 없다， 휴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르몬또프， r 1831년 6월 11 일」 

nepexo*y OT Ka3뻐 K Ka3HH / lliHPOKOR rroJlocoR orHJI. / T꾀 TOJ빠CO HeS03MO*HLlM 

.apa3HHmb, / Hel뻐CJlH뻐 TOMlllllb MeHJI ... 

A. BJlOK, "nepexo*y OT Ka3뻐 K Ka3HH ... "(1907)7l 

처형의 연속인 길을 간다 / 불길의 넓은 띠가 되어./ 너는 오직 불가능한 

것으로 약 올린다，/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녹초가 되 게 한다 ... 

블록처형의 연속인 길을 간다」 

XPHCTOC H Bor! 51 *뼈.ay 4y.aa / Terrepb, ceR4ac , S Ha4aJle .aHJI! (.J 4TOÕ Õμn 

J1ereHtIO꺼 - .aeHb s4epamHHR, / 4TOÕ Õ:ω) õe3YMbeM - K~.뼈j .aeHb! 

M. UseTaesa, "MoJlHTsa"(1909)8l 

그리스도와 신이여! 나는 기적을 갈망한다 / 지금， 이 순간， 또 하루를 맞 

제 1호， 35-60쪽. 첨언하자면， 러시아 문화의 특정적인 현상으로서의 ‘삶의 창조의 

이상’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성스러웅에 대한 ‘러시아적’ 추구의 양상일 것이다. 

이 점에서 러시아 시인들이 삶에 대해 지닌 절대주의자적 열정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7) A. A. BJloK(1997) flOJLκ co6p. CO 'l.: B 20 TT. , T. 2, M., c. 188. 앞으로 블록의 시 의 인 

용은 이 전집 에 따라 본문 속에 권수와 쪽수를 밝히도록 하겠다. 
8) 쪼베따예바 시의 인용은 연작 r블록에게 바친 시 J (CTHXH K BJlOKY)의 경우 M. 

UseTaesa(l965) H3Õp. rrpOH3se.aeHHJI, M.-JJ.을 따른다. 이 경 우 본문 속에 쪽수를 밝 

히도록 하겠다. 쪼베따예바의 다른 시들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www.synnegoria.com/tsvetaev리~/verse/19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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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 어제가 전설이 되도록./ 매일 매일이 광기가 되도록! 
쪼베따예바기도」 

여기에서 ‘경이로움(기적)’， ‘불가능함’， ‘생각할 수 없음’의 시어들은 모두 낭 

만주의 시인들이 지닌 특정한 삶의 지각을 의미하는 시적 동의어들이다. ‘은 

밀한 열기’， 곧 ‘영혼의 열기는 기적을 원한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제한된 세 

태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영흔은 삶의 ‘지금， 여기’에서， 삶의 매순간에 존재 

의 절대적 완전성을， 영적인 포만감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족을 모르는 영적 허기에 찬 삶에 대한 요구는 시인을 

악마적 존재로 만들고， 시를 ‘죄의 노래’가 되게 하며， 선 • 악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시혼의 저주스러움에 대한 절규를 낳는다. 

He 06BHH째 MeHjI. BCeCHlIbHblR. / H He KapaR MeHjI. MOJIIO. / 3a TO. 'ITO MpaK 

3eMJlH MOrHllbH뼈 / C ee CTpaCU뻐 jI JIIO 6J11O ; (…) 3a TO. 'ITO J1aBa B110XHOBeHbjl 

/ KJlOKO맨T Ha rpYl1H MoeR; (...) H 'IaCTO 3ByKOM rpemHbIX neCeH / H. 6oll<e. He 

Te6e MOJlIOCb. 

M. J1epMoHTOB. "MOJIHTBa (He 06BHHjlR MeHjl. BCeCHlIb뻐R .. .)"(1829. 1:3이 

전능한 이여， 나를 비난하지 마소서. / 그리고 내가 애원하노니， 나를 벌 

하지 마소서./ 지상의 무덤의 암혹을 / 그 열정과 함께 내가 사랑한다고 해 

서 (...) 영감의 용암이 / 내 가슴에서 끓어오른다고 해서 (...) 신이여， 내가 

자주 / 죄악의 노래의 소리로 기도하는 이는 그대가 아니네. 

레르몬또프기도 (전능한 이여， 나를 비난하지 마소서) J 

Korl1a OCHJlHJla TpeBora. / H OH B TOCKe o6e3yMeJl. / OH pa3y'lHJlcjI CJlaBHTb 

Bora / H neCHH rpemHble 3aneJl. 

A. BJlOK. "rOBOpIIT CMEPTb"(1916. m:33) 

엄습한 전율에 사로잡혔을 때. / 그는 애수 속에서 넋을 잃었고. / 신을 
찬양하는 법을 잊고 / 죄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네. 

블록죽음이 말한다」 

3J1a. l106pa J111? - TbI BCjI - He OTClOl1a. / MYl1peHO npo Te6j1 rOBOpjlT: / 마1꺼 

HHblX TbI H My 3 a. H 'Iy 110. / llnjl MeHjI TbI - MY'IeHbe H al1. 

A. BJlOK. "K MY3e" (1912. m:7) 

악인가， 선인가? - 너는 전부이다 - 너의 기원은 이곳이 아니다. / 너에 

대해 태평하게 말들 한다: / 타인들에게 너는 뮤즈이자 기적이다. / 나에게 

너는 - 고통이자 지옥. 

블록뮤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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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 HenOD05paHH뼈， / OmMeTOK OCKa.neHHbIl!. / He 3na~， He Do5pu, / A TaK 

ce5e: DanbH~~. 

M. UBeTaeBa, "MY3a"(I 921 , 187) 

솔기 풀린 치맛자락， / 덧댄 조각./ 너는 사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그저 그렇게: 너는 먼 존재다. 

쪼베따예바뮤즈」 

레르몬또프는 19세기 러시아 고전 시에서 비극적인 소돔의 시혼올 찬란하 

게 구현했던 시인이다. 초기 시에서 그는 절대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시인 

의 존재의 비극성의 원인을 자신 속에서 찾는다. 

Ho yracH ceß 4YDH비ß nnaMeHb, / BCeCOll<HralOmHß KOCTep, / npeo5paTH MHe 

cepnue B KaMeHb, / OCTaHOBH ronODH찌ß B30p; / OT CTpamHoß lI<all<DW neCHoneHb~ 

/ nycKaß, TBOpel.l, oCBo5o*yCb, / TorDa Ha TeCHblß nyTb cnaceHb~ / K Te5e ~ 

CHOBa o5pa며yCb. 

M. JlepMoHToB, "MonHTBa"(1829, 1:30) 

하지만 이 경이로운 불길을，/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장작불을 꺼 다오， / 
내 가슴이 돌이 되게 해 다오， / 굶주린 시선을 거두게 해 다오，/ 노래하고 
픈 끔찍한 갈망으로부터 / 창조주여， 벗어나게 해 다오，/ 그러면 좁은 구원 
의 길 위로 / 그대를 향해 나는 다시 나아가리니. 

레르몬토프기도」 

그리고 시 「감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죽음을 앞둔 시인의 삶에 대한 종 

결적인 성찰은 자기 존재의 모든 비극성의 원인을 신에게 돌린다. 시 「감사」는 

모든 희망들， 인간적 감정들， 그리고 삶이 지닌 매력들에 보내는 레퀴앵이자， 

아이러니와 지독한 염세주의로 점철된 삶에 대한 성찰이다. 시인은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장례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산 인간의 절망이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 그것을 대신 

하여 시인의 삶의 버팀목이자 창작의 토대가 되는 것은 낭만주의적 극기이다.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던 신에게 있던 이 비극성의 근원에는 ‘영혼의 열기’ 

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경이로운 불길”이 자리한다. 레르몬또프에게서 삶 

에 대한 과잉된 갈망은 삶에서 어떠한 위안도 찾을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삶 

과 인간적 감정들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화해할 수 없는 갈둥을 빚는다.9) ‘영 

혼의 열기’는 시인을 삶에 대한 환멸에 처하게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9) B. r. BenHHcKHß(1986) HJ6p. 3CTeTH'leCKHe pa60Tbl: B 2 T. , T. 1, M., c.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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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공허하게 탕진된 ‘영혼의 열기’로 인해 삶에 대한 분노에 찬 아이러니 

와 회의주의의 시선을， 그리고 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시인은 ‘은밀 

한 열기’로 인해 세계와의 운명적인 결렬에 처한다. 그래서 시인에게 삶은 최 

종적 으로 “그토록 공허 하고 어 리 석 은 장난”이 된다.10) 

레르몬또프에게서 완전한 삶， 완전한 행복에 대한 영혼의 열망은 시인의 전 

생애를 일관하여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삶과 수렴될 수 없는 갈등에 놓인다. 

열정적이고 반항적인 인간은 끝없는 내적 외적 갈둥에 처한다. 갈등과 부조 

화로 인한 고통은 동시에 그것이 예외적 존재의 징표임에 대한 자긍심과 함 

께 한다. 레르몬또프의 인간은 세계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 

인하고， 영혼의 열기가 야기하는 비극적 운명을 인내한다. 

레르몬또프의 바이런적인 ‘나’와 절대성 사이의 해소될 수 없는 정태적인 

갈둥에 기인하는， ‘은밀한 열기’의 모습은 후대의 시인들에게서 계승되고 변주 

된다. 이 글은 레르몬또프에게서 블록으로 그리고 블록에게서 쪼베따예바로 

이어지는， ‘소돔의 이상’의 계보상의 한 지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러 

시아 정신문화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2. 

부정될 수 없는 두 개의 정의가 시인 블록을 따라 다닌다. 블록의 시인정신 

에 러시아 정신의 내적 모순이 지닌 비극이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블록은 ‘길’의 시인이라는 것이 그 둘이다. 첫 번째 정의는 블록이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이 갈등하는 러시아 정신의 소우주라는 말이 

다.11) 그리고 ‘길’의 시인 블록은 두 목소리의 때론 잠재적인， 그리고 때론 극 

명해지는 갈등의 비극을 인내하며， 절대적인 빛과 조화의 이상에 대한 갈구로 

부터 개인적 • 역사적 삶의 혼돈에 대한 찬미로 나아갔다. 블록의 ‘길’을 이끈 

10) "H :l<H3Hb, Ka K nOCMOTp뻐b C XOnO~HWM BHHMaHbBM / BOKpyr , - / TaKa~ nycTa~ H 

rnyna~ myTKa ... (그리고 갑자기， / 냉정한 주의로 주변을 보는 순간，/ 삶은 그토록 
공허하고 어리석은 장난인 것을 . ..)" - "H CKy'lHO H rpycTHo…，， (r권태롭고 우울하다J) 

<1840, 1:256) 
11) 블록에게서 러시아 정신의 초상에 깃든 비극적 분열상을 보는 대표적인 예로는 r. 

n. φB~oTOB(l99l) CYDb6a H rpeXH POCCHκ B 2 TT. , T. 1, cn6., CC. 102-12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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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문화적 토양 위에서 변주된 ‘은밀한 열기’이다. 동시대 

의 삶의 혼돈에 이끌리며， 블록은 자신의 영흔 속에 깃든 레르몬또프적인 ‘은 

밀한 열기’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동시에 레르몬또프의 ‘영혼의 열기’는 블 

록의 상정주의자적 세계지각 속에서 재해석되어 다른 울림을 얻는다. 그 뚜렷 

한 면모를 구현하는 것이 블록의 사이클 r화염과 암흑에 거는 주문.!l (3aKJljITHe 

orHeM H MpaKoMJ(1907)이 다. 

블록은 레르몬또프의 시 「감사」를 사이클 r화염과 암흑에 거는 주문」에 에피 

그라프로 인용한다. 블록은 이를 통해 레르몬또프의 “영혼의 열기”에 깊은 정 

신적 교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블록은 동시에 레르몬또프의 염세주의에 대해 

거리를 둔다. 이것은 레르몬또프 시의 마지막 3행 12)을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해 

진다. 이 에피그라프가 블록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 중의 하 

나라 할 때， 마지막 3행이 제외됨으로써 사이클의 밑텍스트인 레르몬또프의 시 

의 의미는 말 그대로 감사가 된다. 블록은 원시의 일부를 제외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절대주의자적 갈방 그 자체의 가치에 의미론적 강조점을 둔다. 

열정의 불길은 영혼을 소진시키고 삶에 대한 환멸올 가져온다. 그럽에도 불 

구하고 블록은 레르몬또프의 냉소적인 아이러니를 거부한다. 열정의 불길이 

야기하는 삶의 고통은 창조적 에너지로 변모됨으로써 축복스럽고 소망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블록은 사이클의 첫 시에서 이 고통을 무릅쓴 삶의 갈구 

에 대해 천명한다. 

0, BeCHa 6e3 KOHua H 6e3 Kpa~ - / 5e3 KOHua H 6e3 Kpa~ Me~Ta! / Y3Ha~ 

Te6$1, lI<H3Hb! npHHHMa~! / H npHBeTCTBYKl 3BOHOM 뻐Ta! 

"0, BeCHa 6e3 KOHua H 6e3 Kpa~ ... "(1907) m, 185) 
오， 끝없고 한없는 봄 - / 끝없고 경계 없는 염원!/ 삶이여， 너를 알겠다! 

맞이한다!/ 방패 소리로 너를 반긴다! 

「오， 끝없고 한없는 봄」 

블록의 시적 주인공은 격앙된 사랑의 감정으로 삶을 찬양한다. 사랑의 고통 

과 삶의 기만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은 삶에 격정적인 찬가를 보낸다. 이 

찬가 속에서 삶의 어둡고 밝은 전체적인 면모가 수용되고 긍정된다. 

12) “3a Bce, ~eM $1 o6MaHyT B lI<H3HH 6b1J1 ••• / YCTpOß J1HWb TaK, ~To6b1 Te6$1 OTH퍼He / He 

LIOJlrO $1 eDle 6J1arOLIapHJI." ( 삶에서 나를 기만했던 모든 것에 대해 ... / 그저 조금만 
더 네게 감사하도록 / 삶을 허락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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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몬또프처 럽 블록도 ‘열정의 은밀한 고통들(T쩌Hwe MY4eHHR CTpaCTeß)’과 

‘눈물의 비애 (rope4b Cne3 - OÕnaCTb nna4a)’를， 그리고 실패와 적의를 알았다. 

그러나 블록의 주인공은 “증오하며， 저주하며， 동시에 사랑하며 (HeHaBH~ ， KnRHR 

H ÆOÕR)" ,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 이 ‘삶의 수용’은 비싼 대 

가를 요구했다. ‘삶의 수용’의 대가로 시인은 정신의 중요한 한 축을 상실해야 

했다.13) 그러나 사랑의 감정의 광기어린 분출들 속에서 탕진된 영혼은 어떠한 

상실도 운명의 변덕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HeBepHaR, nyKaBaR, / KOBapHa~ ， - nn~mH! / H õyab HaBeK OTpaBO~ / Pac

Tpa4eHHoll ay뻐! ν C YMa collay, collay c YMa! / Ee3YMCTBy~ ， n~õn~. 

"rapMOHIIKa, rapMOHIIKa ! .. " (1907, II:193-194) 

부정한 여인이여， 교활한 여인이여，/ 음험한 여인이여 - 춤추어라! / 그 
리고 영원히 탕진된 영혼의 / 독이 되거라! ν 미치노라， 미치노라! / 광기로 
날뛰며， 사랑하노라 ... 

「아코디언아， 아코디언아!J 

“영적 고양과 영감의 분출은 죄악과 고통， 애수와 상실감의 감정들과 결합 

된다. 죄악과 고통 속에는， 불경한 연인의 형상 자체 속에는 일상의 경계 너 

머에서 가능한 무언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향락을 

약속하는 유혹이 있다 "14) 이 주된 모순이 기쁨과 비애， 광기와 순종， 자유와 

노예성 둥의 각각의 모티프들을， 그리고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음조를 불가분 

결합시킨다. 

시인은 “울림이 좋은 선물(3BOHKHß Llap)"과 같은 삶을 낙관한다. 그러나 동 

시에 삶은 고통과 파멸의 비극으로서 비관적으로 다가온다. 삶은 경이로우며， 

아프고， 또 달콤하다(LlHBHO ， õonbHo, C지aLlKO). 삶은 존재 에 대 한 시 험 을 준비 하 

고 있는 매력적인 대상이어서 경이롭다. 그리고 삶은 고통스럽게 체험된다. 

왜냐하면 삶은 그 수용의 대가로 젊은 시절의 영적 순수성의 상실을 요구하 

고 영혼은 자주 ‘역경의 순간들(MHHYTbl HeB3roLlbI) ’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수용은 달콤하다. 왜냐하면 세계와의 열정적인 교통이 영혼을 고무시키 

기 때문이다. 블록의 시적 주인공은 이 ‘독기 (OTpaBa)’를 영원히 들이킬 준비 

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히 탕진된 영혼의 / 독이 되거라1" 

13) A. A. EnoK(1965) Coφ co익.' B 8 T. , T. 8, M.-lI., c. 344. 

14) B. M. )[(IIPMYHCK때(1998) fl033HJ1 Aπ'eKCaHßpa DJ1OKB. flpeo.aOJ1eBDlHe CHMB0J1H3M, M.,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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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화염과 암흑에 거는 주문」 속의 신실하지 않은 사랑의 대상은 사 

회적 • 역사적 삶의 소용돌이를 인격화한다. 두 연인의 사랑의 ‘결투’는 동시에 

삶의 혼돈의 소용돌이와의 대결을 의미한다. 변덕스럽고 기만적인 연인과의 

결합은 그와 같은 삶과의 결투이다. 블록의 세계에서 영혼의 열기는 영적인 

엑스타시이자 몰아(沒我)적 몰입을 통한 사회적 • 역사적 삶의 혼돈과의 결합 

이다. 이와 같이 블록에게서 개인적인 내밀성과 외적인 현실 사이의 경계는 

무화된다. ‘은밀한 열기’는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원칙에 동시에 속한다. 삶을 

향한 의지가 잠재적인 레르몬또프적 염세주의를 압도한다. 블록은 삶을 긍정 

하며， 지상의 존재와 지상의 삶의 행복에 대해 믿는다. 지상의 삶의 격동으로 

부터，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채， ‘영혼의 열기’가 탕진될 수 있을 

지라도， ‘은밀한 열기’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자와의 정태적인 갈등에 고착된 바이런적 ‘나’의 내적 상태가 레르몬또 

프의 쓰라린 냉소를 낳는다면 패배와 영혼의 소진을 무릅쓴 블록의 자아의 

삶에 대한 몰입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키고 삶을 역사주의적 

전망에서 바라보게 하는 상정주의자적 세계인식에서 비롯된다. 블록의 신비주 

의자적 세계지각에 기반을 둔 ‘상응’의 체계 속에서 ‘이 세계’의 일은 ‘저 세 

계’의 일에， 개인의 정신사는 세계혼의 역사에 상응한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지닌 텍스트로서의 삶의 각 단계는 그 의미를 보존한다. 블록은 이 ‘상응’의 

감각올 ‘서 정 적 삼부작(JIHpH맨CKajj TpHJlO대$1)’의 이 념 으로 구현 했다.15) 

시인은 이와 같은 신화적 의식의 발로로 ‘열정의 늪’을 정당화한다. 초월적 

이상세계로부터 모순적인 지상의 삶의 수용으로 나아가는 정신의 변모는 “제 

15) " ... OT MrHOBeHbjj CJlHmKOM JlpKOrO CBeTa - 'Iepe3 He06xOllHM뻐 60JlOTHCT뻐 J1ec - K 

OT'IajjHHIO, npOKJlJlTHJlM, "B03Me31lH’0" H... - K pO*lleHHIO 'IeJlOBeKa "06I1leCTBeHHoro," 
XYIlO*HHKa, My*eCTBeHHO rJIJIllJllllero B J1HUO MHPY, nOJlY'IHBlIlerO npaBO H3Y'IaTb ~OpM~， 

Cllep*aHHO Hcn~T~BaTb rOIlH~R H HerOIlH~R MaTepbJlJl, BrJlJlIl꾀BaTbCJI B KOHTYP쇄 "1l06pa 

H 3J1a" - ueHOIO yTPaT~ 'IaCTH IlYIIlH"(너무나 선명한 빛의 순간으로부터 - 불가피한 
늪의 숲을 지나 - 절망과 저주와 ‘보복’으로， 그리고 ‘사회적’ 인간의， 세계의 얼굴 
을 담대하게 들여다 보는， 형식을 탐구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적합하고 부적합한 

질료를 체험할， 그리고 “선악의” 윤곽을 들여다 볼 권리를 획득한 예술가의 탄생으 

로) - 1911년 6월 6일자 안드레이 벨르이에게 보내는 편지 중(A. A. BJlOK (1997) nOJ1H. 

co6. CO'l.: B 20 TT., T. 1, c. 388). 상정주의 미학과 세계의 텍스트성에 관해서는 대 
표적으로 3. r. MHHu(1974) unOHJlTHe TeKCTa H CHMBOJlHCTCKaJl 3cTeTHKa," MaTepHaJTbl 

BceCOlO3Horo cHMno3HyMa no BTOpH'lHblM MOl!eJ1HpylOI4HM CHCTeMaM 1 (5), TapTY, CC. 

134-141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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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세례 "16)로서， 즉 새로운 탄생으로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새로운 탄생은 존재와 정신의 구조의 본질적인 한 속성인 ‘악마성’의 수용 

을 의미한다. 지상의 삶에 대한 몰입을 통해 시인이 추구하는 사랑과 창조의 

엑스타시는 존재의 비극적인 악마적 균열을 가져오고， 그래서 영감은 끔찍스 

러운 것이 된다. 블록의 주인공은 개인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지속적 

인 상웅에 대한 느낌 속에서 “맹세의 성소의 유린(nonHpaHHe 3aBeTHhlX CB~T뻐b)" 

을 받아들인다. 그 속에서 “그를 천상으로부터 죄 많은 지상으로 내려 보낸 

신의 의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염세주의에도 불구하고， “추 

락한 천사”의 시 혼이 지 닌 고통들을 찬양하게 한다. 

여기에 새롭게 해석된 레르몬또프적 ‘악마’의 형상이， 블록의 ‘악마성’의 이 

념이 개입한다. 악마성에 대한 블록의 사유의 핵심은 “추락한 천사-악마"(na때l뼈 

aHreJl-lleMoH)의 정식이 표현한다. 블록은 악마와 천사를 근접시킨다. 전통적 

인 낭만주의 문학의 상징인 악마의 형상은 블록에게서 삶에 대한 환멸과 충 

만한 생에 대한 갈망이 그 영혼 속에 공존하는 인간들의 ‘체현 (BOqeJlOBeqeHHe)’ 

에 대한 갈망의 견지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띤다. 블록은 “악마성의 원칙을 세 

계사적 합법칙성으로 이해한다. 모든 피조물은 근원적인 존재의 이상태로부터 

단절된 존재， 곧 창조자의 절대적 완전성의 태내로부터 이탈된 자이다. 악마 

의 지상의 길은 이 세계의 통일성으로부터의 분리를 극복하는 도정이다. 악마 

주의는 비극적이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체현’의 길이다 "17) 

블록은 시인의 원형을 이 “추락한 천사-악마”로 지칭한다 18) 천사와 악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시인의 형상 속에 수렴된다. 혼돈의 어둠을 수용하 

는 시인의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행이자 어둠 속의 빛의 계기에 탐닉하 

는 악마의 유희이다. 대립적 가치의 모순적 통일이 디오니소스적 어둠의 십자 

가를 진 그리스도로서의 시인의 형상을 낳는다. 이와 같은 삼부작의 이념을 

통한 삶의 긍정을 대변하는 시의 하나인 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감사한다 

(BJlarOCJlaBJI~1O Bcë , qTO 6bIJlO) J (1912)에서 블록의 인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JJarOCJJaB~1IO Bcë, '1TO ÕbIJJo! H ny'lmeR aOJJH He HCKaJJ. / 0, cepMe, CKOJJbKO 

16) 시 「제 2의 세례 (BTopoe KpemeHHe)J(1907, ll:145-146)를 볼 것. 
17) c. H. BpoRTMaH(1987) "lkTOqHHKH iþOpMyJJb[ ’Hepa3aeJJbHOCTb H HeCJJH~HHOCTb ’ y DJJOKa," 

AJleKC8.Hl1p BJlOK. HCCJleI10B8.HHJI H M8. TepH8.Jlbl, J1., C. 86. 
18) A. A. DJJOK(1962) Co6p. CO 'l,: B 8 TT. , T. 5, M.-J1., c.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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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I JIJ06HJlO! / 0, pa3yM, CKOJlbKO T잉 nblJlaJI!// nycKaß H CqaCTHe H MYKH/ CBOß 

ropbKHß nOJlO:l<HJlH cJle.Q! Ho B CTpaCTHOß 6ype , B .QoJlroß cKyKe - / 51 He 

yTpaTHJI npe:l<HHß CBeT. (III:96)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최상의 운명을 추구하지 않았다. / 오， 

가슴이여， 너는 얼마나 사랑했던가!/ 오， 이성이여， 너는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ι 행복이 또 고통들이 / 자신의 쓰라린 자국들을 남겨두었다 해도， / 열정의 
폭풍우 속에서， 오랜 권태 속에서 - / 나는 예전의 빛을 상실하지 않았다. 

시인은 자신이 걸어온 복잡다단한 삶의 길에 회고의 시선을 던진다. 지나온 삶 

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그 체험들을 시적 사색의 대상으로 삼으며， 블록의 시적 

주인공은 그 어떤 것도 애석해 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삶의 길이 정당한 것이었 

음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 이 ‘길’의 테마가 시의 낙관적인 울림을 결정한다. 

정신적 상흔과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흔들림 없 

다. 시인은 다가올 미래 역시 믿음과 희망으로 확신한다. 미래의 답보는 과거 

속에 있다. 과거가 축성(祝聖)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 래 역시 그러하다. 축성의 

이유는 바로 미숙한 시기의 정신이 지니는 환상이 깨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 

유가 ‘은밀한 열기’가 지닌 정당한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삶을 긍정한 

다. 극도로 충만한 열정적인 정신의 삶이 ‘빛’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도 확고한 어조로 말한다. 

Ho Bep~ - He npOß .QeT 6eCCJle.QHO / Bc~ ， qTO TaK CTpaCTHO ~ J1~6HJI ， / Becb 

TpeneT 3TOß :l<H3HH 6e.QHOß, / BeCb 3TOT HenOH~TH뼈 nbIJI! 

"Bce 310 6b1J1o, 6b1J1o, 6hlJlo ... "(1909-1911 , III:93) 
그러나 믿는다 -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으리라 / 내가 그토록 사랑한 모 

든 것이， 이 초라한 삶의 모든 전율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열기가! 

「이 모든 것은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시인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영혼의 열기’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는다. 그것 

은 삶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히 확립된 삶과의 유대의 토대이기 때문 

이다. 비록 레르몬또프적인 환멸과 조소의 어조가 시인의 영혼을 잠식하더라 

도 그 한켠에서 ‘영혼의 열기’는 시인의 영혼을 구조해낸다. 

HeT KOHua H HeT HaqaJla, / HeT HCXO .Qa - CTaJlb H CTaJlb. / H nycTblHeß 

6eCnOJle3Hoß / nymy 6e.QH~ 06cTaJla / npe :l<.Qe MHJla~ MHe .QaJlb. 

"KaK CBepmHJlOCb, KaK CJlyqHJlOCb ?"(1913, III: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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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시작도 없다，/ 출구가 없다 - 철 그리고 철. / 예전에 내게 다정스 

러웠던 저 먼 곳은 /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어 / 가련한 영혼을 덮쳤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J 

H CaMa Ta .llyma, 'ITO, n1.ma$l, lI<.lla..na , / TpeBOJIHeHb$lM OT.llaTbC$I cnema, - / H 

Bpall<.lloA, H JI뼈OBb‘。 OHa H30mJIa, / H cropeJIa OHa, Ta .llyma. 

"T“ TBep.ll때b ， 'ITO $1 XOJIO .lleH, 3aMKHyT H cyx ... "(l916, III: I08) 
그리고 타오르며 기다렸던 그 영혼 자체는，/ 격동에 서둘러 자신을 내맡 

겼다，/ 영혼은 적의도 사랑도 모두 맛보았다，/ 그리고 그 영혼은 타 버렸다. 
r너는 내가 차갑고， 폐쇄적이고， 무심하다고 되풀이 하는구나.J 

이 시행들 속에 토로된 시인 블록의 정신의 한 축은 레르몬또프와 같은 권 

태와 애수의 느낌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무한한 요구를 지닌 낭 

만주의적 절대주의자로서 레르몬또프와 블록이 지닌 유사한 정서의 표현이다.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끓어오르며， 동시에 자신이 부르는 “죄의 노래”로 

인해 비탄에 잠기는 시인의 형상은 레르몬또프와 블록에게 공통적이다. “참회 

의 기도 속에서 영적 겸손을 희구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절대 

자의 시선에 대한 부단한 느낌과 오만한 영혼의 격정적인 지향 사이의 비극 

적인 분열”19)， 즉 내적 경건성에 대한 지향과 열정적인 삶의 체험을 지향하는 

시적 기질 사이의 갈둥은 레르몬또프와 블록의 시에서 영원한 이중적인 목소 

리를 이루며， 두 시인의 정신적 삶에서 서로를 교체한다. 블록 역시 레르몬또 

프처럼 이중화된 주체의 비극을 겪는다. 

하지만 블록에게서 주도적인 것은 황폐화되고 소진된 영혼에 대한 한탄이 

아니다. 아이러니도， 조소도， 전지자에 대한 항의도 아니다. 블록은 ‘상웅’의 

느낌이 가능하게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대자적 시선을 통해 레르몬또프의 

냉소적 아이러니를 긍정의 찬미로 전환시킨다. 

Ho OH 없MY'IHJIC $I - H paHH뼈 / *ap ~HOCTH npOCT닝JI - H BOT / TmeTa CB$lT없 

BocnOMHHaHHA/ npe.ll HHM Me.llJIHTeJIbHO BCTaeT.!/ OH 60JIbme HH BO 'ITO He BepHT, 
/ Ce6$1 JIHmb XO 'leT 06MaHYTb, / A CaM - K MoeA 6JIa ll<eHHOA .llBepH / OT비C때BaeT 

B$lJIO nyTb. ν C HerO .llOBOJIbHO CJIaBHTb 50ra - / YlI< OH - He rOJIOC , TOJIbKO 

- CTOH. / R OTBOp~. nycKaA HeMHOrO / Eme nOMY'IaeTC$I OH. 

"rOBOpHT CMEPTb."(1915, III:34) 
그러나 그는 고통에 지쳤고 / 젊음의 때 이른 열기는 식어버렸다 / 그리 

19) πépMOHTOBCKéLJl 3H1(HK.flone,aHJ1(1981) M., C.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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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제 성스러운 회상들의 공허합이 / 그의 앞에 서서히 고개를 든다. ν 

그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믿지 않고，/ 단지 자신을 기만하길 원할 뿐이다 / 

스스로 나의 축복된 문을 향해 / 기 력 없이 길을 찾는다. ι 그로부터 신은 

충분히 찬양되었다 / 그는 이미 목소리가 아니다， 오직 신음이다./ 나는 문 

을 열리라. 아직 좀더 / 그가 고통 받게 하라. 

「죽음이 말한다」 

삶은 시인의 기대를， 행복에 대한 내밀한 기대를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의 영적인 피로감과 싸우며 블록은 그의 전율에 찬 시구들 속에는 ‘은밀 

한 열기’가 있음을 믿는다. 

3. 

Tw npOKn~Hemb B MyqeHb~X HeB03MO*HWX / Bc~ *H3Hb 3a TO, qTO HeKOrO 

n~6HTb! / Ho eCTb OTBeT B MOHX CTHXaX TpeBO*HWX: / Hx TaßH뻐 *ap Te6e 

nOMo*eT *HTb. 

"0, HeT! He paCKOJ1.Oyemb cep.1Il1a TbI ... "(1913, III:I02) 
너는 미중유의 고통 속에서 저주하리라 / 사랑할 그 누구도 없음으로 인 

해 전 생애를!/ 그러나 나의 전율에 찬 시행들 속에는 답이 있다 / 그 은밀 

한 열기가 네 삶을 도우리라. 

r오， 안돼! 너는 가슴의 마력을 빼앗지 않으리라，J 

ECTb Y 5nOKa MarHqeCKOe CnOBO: TaßH피ß *ap ... 

CnOBO - K~q K MOeß .ayme - H BCeß nHpHKe.W) 

블록에게는 마법적인 말이 있다: 은밀한 열기 ... 

말은 내 영혼에 대한， 그리고 서정시 전체에 대한 열쇠이다. 

- 마리나 쪼베따예바 

블록의 시 「오， 안돼! 너는 가슴의 마력을 빼앗지 않으리라」의 마지막 4행 

은 시인 마리나 쪼베따예바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쪼베따예바는 이 시행들 

을 인용하며 블록의 시어 ‘은밀한 열기”가 자신의 영혼과 서정시 전체를 해명 

하는 궁극적인 열쇠라고 천명한다. 쪼베따예바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블록의 

20) M. UBeTaeBa(1937) 얀lymKHH H nyra4es"(http:j /www.synnegoria.com/tsvetaev하WIN/ 

prose/pugachev.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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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정신의 계승자임을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부터 나아가 블록에 대해 

논쟁적인 자세를 취한다: 

nOMO :l<eT :l<IITb. HeT! 11 eCTb - :l<IITb. Tal!Hbll! :l<ap 11 eCTb - :l<IITb ... 21l 

삶을 도울 것이다. 아니다! 있음으로 산다. 은밀한 열기가 있다 - 산다 ... 

쪼베따예바의 논쟁적인 어조는 제스처의 성격이 짙다. 블록의 시에서 시인 

은 자신의 전율에 찬 시행들 속에 구현된 웅축된 내적 열정이 시적 여주인공 

의 삶의 지주가 될 것을 희망한다. 쪼베따예바는 시적 여주인공의 입장에 자 

신을 동화시켜 블록의 말에 대해 논쟁적 자세를 취한다. “은밀한 열기”는 단지 

삶의 버팀목이 아니라 삶이자 시 그 자체이다. 쪼베따예바는 이처럼 논쟁의 

제스처 속에서 블록의 시인 정신이 자신에게 지닌 절대적인 가치를 선언한다. 

쪼베따예바는 블록을 동시대 문화의 대표자 이상으로， 시인의 이상으로 받 

아들였다. 쓰베따예바에게 블록은 시가 지닌 신성한 본질의 구현 자체이다. 

쓰베따예바는 블록의 전율과 격정， 그의 “은밀한 열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래 

서 블록에 관한 신화의 가장 중요한 창조자 중의 한 명이 되었다. 그러나 쓰 

베따예바가 창조한 블록의 형상 속에서 그의 “은밀한 열기”는 블록 자신의 

문맥에서와는 다른 울립을 얻는다. 

Tμ npoxon뻐b Ha 3anan COJIHl.\a, / TbI ySII때Ib Se'!epHIIl! CSeT, / TbI npoxon때b 

Ha 3anan ConHuaj H MeTenb 3aMeTaeT Cnell.// MlIMo OKOH MOHX - 6eCCTpacTHbll! 

- / TbI npo l!nemb B CHeroBol! Tllmll , / 50:1<뻐 npaBen뻐K MO l! npeKpacHbll!, / 

CBeTe THX때 Moe l! nymll. ν R Ha nymy TBO~ - He 3ap~Cb! / HepymllMa TBO~ 

CTe3~. / B pyKy, 6nellH~ OT n063aHIIl! j He B06b~ CBOerO rB03때./ / H no lIMeHH 

He oKnllKHy, / H pyKaMII He nOT~Hycb. / BOCKOBOMY CB~TOMY nllKy / TOnbKO 113 

nanll nOKnOH~Cb. ν H, nOn MenneHHblM CHerOM CTO~ ， / Ony띠yCb Ha KOneHII S 

CHer ,/ H BO IIM~ TBOe CB~TOe， / nOl.\eny~ Be 'lepHlllí CHer. - ν TaM, rne no

cTynb~ Benll'laBo l! / TbI npomen B rp060sol! Tllmll, / CBeTe TIIXIIl!-CB~T~ cnasbI 

- / BCenep:l<lITenb Moe l! nymll. 

"TbI npOXOnllmb Ha 3anan ConHl.\a"(1916, 94-95) 

그대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가네，/ 그대는 저녁의 빛을 보리니，/ 

그대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가네，/ 그리고 눈보라가 흔적을 거두네. 

ν 그대는 차분하게 내 창의 곁을 지나 / 눈의 정적 속으로 들어서리니， / 
나의 아름다운， 신의 정의를 구현한 이여，/ 내 영혼의 고요한 빛이여. ν 나 

21)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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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대의 영혼을 갈망하지 않네!/ 그대의 길은 침범될 수 없으니. / 입맞 

춤으로 인해 파리해진 손에 / 내 자신의 못을 박지 않으려네. ν 그대의 이 

름에 환호하지도， / 손을 내밀지도 않으려네./ 납빛의 성스러운 얼굴에 / 그 

저 멀리에서 경배할 뿐. ν 그리고 서서히 내리는 눈 아래 서서，/ 눈 위에 

무릎을 꿇고， / 그대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 저녁의 눈에 입맞춤 하리. // 

위대한 행보로 그대가 / 무덤의 정적 속으로 지나쳐 간 그곳에서，/ 성스러 

운 영예의 고요한 빛이여 / 내 영혼의 주재자여. 

r그대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가네 .J 

인용된 시는 쪼베따예바의 사이클 「블록에게 바친 시 (CTliXH K DJ10KY)J 

(1916-1921))22)의 세 번째 시 전문이다. 쪼베따예바는 시인 블록의 죽음을 전 

22) r블록에게 바친 시」를 중심으로 한 쓰베따예바의 시인 정신 속의 블록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의 형상에 투영된 쓰베따예바의 

시혼의 문제가 아닌 역사시학적이고 문화사적인 맥락에서의 두 시인 정신의 병치 

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쓰베따예바에 의해 수용된 블록의 형상에 대해서는 B. H. 

rO깨뻐Ha(1985) "UBeTaeBa 06 AJI. 5J10 I<e: UHI<J1 <(CTHXH 1< 5J10I<y>>, CTaTbjl 1," MHp A. 

DJ10Ka. DJ10KOBCKHIl C60pHHκ Bbln V, TapTY, CC. 113 - 125; B. H. r。재뻐Ha (1989) "M. 

UBeTaeBa 06 AJI. 5J10I<e: UHI<J1 ((CmXH 1< 5J10I<Y>>)," DJ10KOBCKHIl C60PHHK. Bbln. 9, Y'leκ 

3an. TapT. rOC. YH-Ta, Na 857, TapTY, CC. 99 - 113; K. 5. )[(0대Ha(1999) "06 ((Opiþee 

nOlOIIleM H yMHpalOlIleM B l< all<llOM n03Te>>(M때 M. UBeTaeB。η 。 6 A. EJlo l< e CKB03b npH3MY 

M때a 06 Opiþee)," TeKCT: y30pbl KOBpa: C6. CT. HaY'/HO-MeTOI1. ceMHHapa <<Textus끼 

Bbln. 4, 의 2 , cn6.: CraBpOnOJlb, CC. 44 - 49; J1. B. 3y60Ba (1 980) "CeMaHTHl< a xyt10-

lI<eCTBeHHoro 06pa3a H 3Byl<a B CTHXOTBopeHHH M. UBeTaeBoì! H3 UHI<J1a (<CTHXH 1< 

5J10I<Y>>," BeCTHHK 지'eHHHrpapCKoro YH-Ta. 1980, No. 2, CC. 55 - 61; H. B. Kyt1poBa(1987) 

"(<BCTpeTHJlHCb 6b1 - He YMep"'>>: UBeTaeBa H 5J101<," Jlocπe POCCHH. 0 n033HH H 

np03e MapHH，μ L(BeTaeBOκ CTaTbH pa3HblX J1eT, M., CC. 177 - 200; H. B. Kyt1pOBa 

(1988) "<，써 npoxotu-빠 TbI HaA cBoeì! HeBoì!…>>: M. UBeTaeBa H A. EJlOK," 지'eHHHrpa，aCKaJ1 

naHOpaMa, J1., CC. 401 - 422; H. B. 03epHoBa(1992) "<<CTHXH 1< 5J10I<Y>> MapHH꾀 UBeTaeB。

ì!," PyccKaJl pe'lb, 1992, Na 5, M., CC. 20 - 24; c. nOJlJljl l< (1991) "CJlaBOCJlOBHe MapHHbI 

UBeTaeBoì! (CTHXH K 5J101<y H AXMaTOBOì!)," MapHHa L(BeTaeBa: TpYPbI 1-ro Me*p. CHMn 

03., Berlin, FnαI얘'urt， M.; New York; Paris; Wien, CC. 179 - 191; A. CaaKjlHU 

(198이 "MapHHa UBeTaeBa 0 5J10Ke," B MHpe DJ10Ka, M. , CC. 416 - 440; A. Caal<j1HU 

(1986) "MapHHa UBeTaeBa 06 AJIe l<CaHt1pe 5J10I<e," TallHblll !Kap: O'lepKH 0 MapHHe L(Be

TaeBOκ M., CC. 10 - 26; M. B. Cy660THHa(1993) "5J101<0BCKHe aJJJlI03HH B UHKJle M. UBe

TaeB。꺼 <‘CTHXH 1< 5J10 I< Y>>," AKTyaJ1bHble np06J1eMbI φHJ10J10rHH B BY3e H IJIKOJ1e: 

MaTepHéUlbI 7-01l TBepcKo찌 Me!KBY30BCKOIl KonφepeHI!HH y'leH1>lX-φ'HJ10J10rOB H IJIKOJ1bHbIX 

y'lHTeJ1e.κ 9 - 10 anp. 1993 r., TBepb, CC. 155 - 156; o. B. wYPJljl l<oBa(1993) "UBeTa

eBCKH꺼 M빼 o 5J10I<e," 개'HTepaTypHoe 0603peHHe, M., 1993, No. 7/8, CC. 61 - 65;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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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시기에 쓴 「블록에게 바친 시」에서 자신이 이해한 블록의 형상을 구현 

한다. 그리고 시인은 블록의 형상에 시인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사색과 자신 

의 운명을 투영시킨다.잃) 

사이클은 총 16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첫 8편의 시는 1916년 블록과의 

첫 만남을 계기로 창작되었고 9번 째 시는 1920년에 그리고 후반부 7편의 시 

는 시인의 죽음(1921년)과 더불어 창작되었다. 시인이 블록의 생전에 쓴 시들 

이 선배 시인에 대한 사랑과 경배의 노래라면 블록의 죽음을 맞아 쓴 후반부 

시들은 블록의 임종에 대한 통곡과 축도의 노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기 

에 따른 의미론적 강조점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이클 전체를 관 

류하는 것은 비장한 어조 속에 답긴 어떤 지고한 존재로서의 블록에 대한 경 

배와 그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레해엠이다. 시 「그대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가네」에서 보듯， 쓰베따예바는 블록의 죽음을 몇 해 남긴 시점에 이미 

그에게 드리운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본다. 

시 인의 “영 혼의 주재자(Bcellep째TeJIb MOeη llymH)"인 블록은 시 인의 곁을 스 

쳐 석양을 향해 간다. 쪼베따예바는 자신의 세계 속에 갇힌 채 곁을 스쳐가 

는 블록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시인에게 다가갈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은 시인의 영혼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바뀐다. 블록의 길은 쪼베따예 

바가 침범할 수 없는 대상이다. 쪼베따예바는 그의 이름에 열광하지도， 그에 

게 손길을 내밀지도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시인은 먼발치에서 블 

록의 형상에 경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인이 지나간 자취에 엎드려 입 

맞춤한다. 

쪼베따예바의 시적 자아가 지닌 ‘주저’의 태도는 일종의 ‘성물모독 행위’에 

대한 자기검열이다. 블록은 성스러운 존재이다. 그의 이름을 발설하거나 그와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블록의 성스러운 형상과 ‘침묵’과 ‘접촉의 거부’의 

모티프는 함께 결합된 채 사이클 「블록에게 바친 시」를 관류한다.24) 

Sloane(1987) "<<Stixi k Bloku)): Cvetaeva’s Poetic Dialogue with Blok," New 
Studies in Russian Lan밍따~ge and Literatur, Columbus, Ohio, pp. 정8 - 270; POMaH 
BoATeXOBH'I(2003) "BarHepOBCKHA nO.llTeKCT B <<CTHXaX K BJIOKy)) MapHHbI l..lBeTaeBOA ," 

DJIOKOBCKHH C60PHHK XVI: AJIeKCaHIlP DJIOK H pyccKaJ1 JIHreparypa nepBOH nOJIOBHHbI 

XX BeKa, TapTy, CC. 126 - 141 등을 참조. 
23) H. B. KY.llPOBa(1997) f10CJIe POCCHH. 0 n033HH H np03e MapHHbI lfBeraeBOκ M., CC. 

185-186. 
24) 일종의 금기된 존재로서의 블록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억눌린 고백의 욕망을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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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존재가， 그의 이름과 정신이 성스러운(H BO HMJI TBOe CBjjTOe; CBnOe 

cep~ue AneKCaH~pa 5nOKa) 이유는 그가 세태의 한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 

의 삶을 산 존재이기 때문이다. 블록의 존재의 뿌리는 이 세계에 있지 않다 

(5L1J10 TaK jjCHO Ha nHKe ero: / UapCTBO MOe He OT MHpa cero.). 그는 부드럽 고 

사랑스런 환영(幻影)이다(He)f(H뼈 rrpH3 paK; MHJIblß rrpH3 paK). 도덕성의 척도에서 

그는 신 적 인 절 대 적 인 정 의 의 실 현 이 다(50)f(Hß rrpaBe~HHK MOß rrpeKpaCHblß). 시 

인 쪼베따예바는 블록의 성스러운 모습에，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 

한 그의 존재상에 전 영혼으로 매료되어 있다. 

사이클에서 ‘이 곳’에 속하지 않은， 육체성을 탈각한 블록의 형상에 대웅하 

는 쪼베따예바의 여성 자아의 형상은 오만과 열정을 잠재운 온순한 여인이 

다.엉) 쪼베따예바의 자아는 블록의 지고한 성스러움에 대비되는 ‘지상적’ 존재 

이다. 시인은 블록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의식적으로 억제한다. 블록의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영을 지상의 삶의 척도 속 

에 가두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시인 블록에게 지상의 삶은 비극이다. 그것은 

고독과 고행의 연속이다. 그는 낯선 곳의 삶으로 인해 지쳤고， 친위대와 나라 

없는 공후로， 친구들 없는 친구로 삶에서 남았다. 

BOT OH - r~aH - yCTaBWHß OT q Y*ÕHH, 1 BO*ab Õe3 apy빼H./ BOT - rOpCTbIO 

nbeT H3 ropHoA 6~CTPHH꾀 - 1 KHJl 3b 6e3 CTpaH~. (…) KpaCHO TBOe HaCneaHe, 
- BnalIeA, lIPyr 6e3 lIPY 3 ell: ! 

"BOT OH - rnJlaH - yCTaBw뻐 OT q y*õHH ... "(1921, 98) 
바로 그다 - 봐라 - 낯선 곳에서 지친 ， 1 친위대 없는 영도자. 1 봐라 -

산의 급류를 한 움큼 마신다 / 나라 없는 공후가 (...) 너의 유산은 아름답다 

- 이끌어라， 친구들 없는 친구여! 

r바로 그다 - 봐라 - 낯선 곳에서 지친 ... J 

그에게 삶은 “가시면류관(UerrOK ， uerrOK BeHeu H3 TepHHß!)" 이다. ‘저곳’에서 그 

는 모든 것 의 소유자이 지 만(TaM Bce eM)': H KHjj )f(eCTBO, H paTb, / H XJIeõ, H MaTb), 

‘이곳’에서 그는 책형에 처해진 고독한 고행자， “인간으로 오해받은 성자”이다 

(nYManH "IenOBeK! / H yMepeTb 3acTaBHnH). 그래서 쓰베따예바의 자아는 블록 

다. 그래서 시인은 특히 사이클의 첫 번째 시 「너의 이름 - 손아귀 속의 새 J(HMJI 

TBoe - nTHua B PYKe)에서 이름을 ‘부르고 싶음’과 ‘부를 수 없음’ 이 교차하는 착 

종된 심리를 블록의 이름이 연상시키는 일련의 간접적인 비유들을 통해 표현한다. 
25) A. CaaKJlHu(l980) "MapHHa UBeTaeBa 0 EnoKe ," c. 419. 



‘은밀한 열기’: 래르몬또프 - 블록 ~버l 따예바 403 

에게 사량을 고백하고 표현하고픈 욕망을 억누른다. 그것은 블록에 대한 책형 

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낭만주의적인 ‘침묵’의 모티프에 구현된 

쪼베따예바적인 맥락이다. 시인은 블록의 존재의 이 비극적인 장엄성 앞에서 

경배할 뿐이다. 

쪼베따예바는 블록의 존재상이 지닌 초월적 성스러움을 찬미하고， 그 속에 

서 자기 정화를 원한다.26) 그러나 이것이 사이클 속의 블록의 형상이 그의 ‘두 

얼굴’， ‘두 목소리’ 중 ‘천상적’인 면모에 상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쓰베 

따예바의 사이클에서 울리는 블록의 시의 반향들의 측면에서 볼 때， 블록의 

존재의 지고성은 역설적으로 그의 ‘지상적’인 변모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닌 

다.'17) 여기에 블록의 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쪼베따예바의 역설이 개입한다. 

블록의 형상에 수반되는 그의 시의 배음들 중 가장 주도적인 것은 「눈의 

가면 J (CHe)i(Ha>l MaCKa)에 담긴 블록의 목소리의 반향들이다. 블록의 ‘눈의 세 

계’의 반향들은 비단 시 「그대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가네」 뿐 아니라 

사이클 전체를 관류한다. 

HMH TBOe - nOQenyß B rna3a, / B He)i(HYID CTy*y He~뻐)i(H빼X BeK, / HMH TBOe 

- nOQenyß B CHer. / KJiI04eBOß, nemlHOß, ronyõoß rnOTOK. / C HMeHeM TBOHM -

COH rnyõOK. 

"HM.lI TBOe - ßTHQa B pYKe"(1916, 93) 

너의 이름 - 눈(眼)에 대한 입맞춤，/ 움직임 없는 세기들의 부드러운 한 

기에 대한 입맞춤 / 너의 이름 - 눈(雪)에 대한 입맞춤 / 얼음같이 차고 푸 
른 샘물의 들이킴./ 너의 이름과 함께 꿈이 깊다. 

「너의 이름 - 손아귀 속의 새」 

Bo Mrne CH30ß / CTOHWb, pH30ß / CHerOB。때 o~eT. (...) ronyõorna3μìi / MeH.lI 

crna3Hn / CHerOBoß neBeQ. ν CHe)i(H뼈 neõeab / MHe no~ HorH nepb.ll CTeneT. 

/ nepb.ll pelOT / H MeMeHHO HHKHyT B CHer. ( 

"He)i(H뻐 npH3paK ... "(1916, 93) 

26) 같은 책. 

'l7) 이 점에서 쪼베따예바가 창조한 블록의 형상이 「운명이 스스로 내게 유산으로 주 
었다J (CaMa cy~bõa MHe 3aBelllana . ..)나 「천상적 인 것은 지 혜로 헤아릴 수 없네」 

(HeõeCHoe YMOM He H3MepHMo ... ) 등의 시들에 구현된 블록의 형상이라는， 즉 블록의 

‘두 얼굴’ 중에서 쪼베따예바는 블록의 천상적인 면모(마돈나의 이상)를 찬양하고 

이를 통해 자기 정화를 원한다는 안나 사아까얀쪼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A. C 

aaKa.llHQ, 같은 책， CC. 4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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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암흑 속에 서 있구나， 눈의 제의(쩔衣)를 입고 있구나. (...) 푸른 눈 

의 / 눈의 가수가 / 나를 노려보았다. ν 눈의 백조가 / 나의 발아래에 날개 

를 펼친다./ 날개가 솟구치더니 / 서서히 눈 위로 내려앉는다. 

「부드러운 환영(幻影) J 

메IH OT HerO nyqH - / ~apKHe CTpyH버 no cHery! / TPH BOCKOBhlX CBeqH - / 

COAHUY-TO! CBeTOHOCHOMY! 

"llYMaAH qeAoBeK! .. "(1916, 96) 
그로부터 빛이 나왔다 - / 눈 위를 퍼져가는 뜨거운 불결들! / 세 개의 

춧불 - / 어떤 태양에게! 빛을 나르는 존재에게! 

「인간이라 생각했다.J 

Be~e Bb~rH Kpy*HAH BaOAb *HA, - / nAeqH cyTyAhle rHyAHcb OT KphlA, / B 

neBq~ npOpe3b, B 3aneKWHßC~ nhlA - / fleÕeaeM aywy CBO~ ynycTHA! 

"llpym ero - He TpeBO*bTe ero! .. "(1921, 98) 
혈관을 따라 예언의 눈보라들이 휘돌았다，/ 둥근 어깨가 날개로 인해 처 

졌다， / 노래하는 심연 속으로， 타버린 열기 속으로 - / 백조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방출했다! 

「그의 친구들이여 - 그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J 

A Haa paBH뻐。ß- / Bellla~ B~raj lleBa, y*eAb He y3HaAa apyra? / PBaH퍼e 

pH3 b1, KP뻐。 B KpOBH ... I 3TO nOCAeaHee OH: - ~HBH! 

"A Haa paBHHHoß ... "(1921,99) 
그리고 평원 위에 - / 예언의 눈보라가 인다./ 처녀여， 정말 친구를 알아 

보지 못했는가? / 찢겨진 제의들， 피 묻은 날개 ... / 이것의 마지막 그이다: 

살아라! 

「그리고 평원 위에」 

He nOAOr, a nTHua / PaCKphlAa aBa ÕeAμX KphlAa! / - 11 CHOBa pOaHTbC~ ， / 

4TOÕ CHOBa MeTeAb 3aMeAa?! 

"5e3 30Ba, Õe3 cAoBa ... "(1921 , 101) 
장막이 아닌 새가 / 흰 두 날개를 펼쳤다! / - 그리고 다시 태어날 것인 

가 / 다시 눈보라가 휩 쓸도록?! 

r부름 없이， 말없이」 

쪼베따예바에게 블록은 곧 「눈의 가연」의 블록， ‘눈의 세계’ 속의 블록이다. 

블록의 형상은 눈과 눈보라 속에서 태동한다. 그의 이름은 ‘눈에 대한 입맞춤’ 

을 연상시킨다. 그는 ‘눈’의 화신인 백조이다. 블록은 ‘눈의 제의(쩔衣)’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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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눈’은 성스렵다. 블록의 성스러움은 곧 ‘눈’의 성스러웅이다. 그리고 ‘눈’이 

성스러운 것은 ‘눈’과의 접촉이 영의 자유로운 날갯짓이기 때문이다. ‘눈’의 세계 

속으로의 몰입은 영적 상승과 등가적이다. 영의 날갯짓은 ‘눈’ 속으로의 침잠을 

지향한다. 눈 속， 푸른 암흑 속의 블록은 빛， 뜨거운 열기이다. 그는 어둠 속의 

빛의 구현이다. 블록은 눈 속에 자신의 영혼의 열기를 방출한 시인이다. 

이처럼 블록의 ‘눈’， ‘눈보라’의 형상이 구현하는 것은 ‘영혼의 열기’의 신성 

함이다. 시 「너는 태양의 서쪽을 향해 지나쳐 간다」에서 충만한 전개를 얻은 

바와 같이， ‘눈’은 블록적인 모순형용의 상정， 곧 낭만주의적 영흔의 변증법의 

상징이다. ‘눈’은 곧 삶의 고난과 마주한 인간의 외적인 인내와 극기의 자세를 

낳는 응축된 내면적 열정이다. ‘눈’의 한기는 뜨거운 열기를 내포한다. 어둠은 

빛을 내포한다. 쓰베따예바는 블록의 ‘눈’의 형상에서 자신과 그의 정신적 일 

체감을 형성하는 “은밀한 열기”를 본다. 낭만주의자는 “은밀한 열기”로 인해 

‘지상의’ 삶의 혼란과 격정에 몰입하며， 맞서며， 그리고 인내하며， 존재의 절대 

적 위상에 대한 꿈을 일군다. 그래서 ‘꿈’의 모티프가 사이클을 열며 사이클 

전체의 의미의 발생판으로 기능하는 시 「너의 이름 - 손아귀 속의 새」에서 

시인 블록의 이름과 관련된 일련의 연상적 비유들을 마무리한다. 입술에 전해 

져 오는 눈의 한기， 존재를 엄습하는 시대의 어둠은 목젖을 타고 흐르는 차가 

운 샘물의 느낌과 같다. 그것은 정신을 각성시키는， 그리하여 극도로 긴장된 

정신적 삶을 살게 하는 생기로운 전율의 자극이다. 시인은 이 자극을 통해 무 

한히 자유로운 정신의 삶을 산다. 쓰베따예바가 블록의 이름을 통해 빠져드는 

‘깊은 꿈’의 의미가 이것이다. 시어 ‘꿈’의 술어이자 마지막 시어인 ‘rJIyõoK’은 

시인의 이름의 모든 소리들을 지니고 있고， 또 시인의 이름과 운을 이룬다. 

블록의 이름은 ‘지상’의 삶의 자극들을 영적인 충만감으로 전화시키는 이상적 

인 시인의 상징이다. 

‘눈’의 형상은 블록의 삶과 죽음을 포괄한다. 블록이 삶에서 ÕbIT 속의 DbITHe 

였다면， 죽음은 DblTHe로서의 시인의 불멸성의 완성이다. 쪼베따예바가 먼발치 

에서 경배하며 전송하는 블록의 마지막 삶의 길， 그것은 “눈보라 “눈의 정 

적” 속으로 멀어져 감이다. 사람들의 세계의 격정과 고통과 희망들을 함께 나 

눈， 그리하여 비극에 처했던 시인은 죽음을 통해 영혼의 본원의 고향으로 회 

귀한다. ‘눈’의 세계로의 몰입은 6뻐T로부터 DbITHe로의 길이다. 이 점에 시인 블 

록이 자신의 삶에서 지닌 의미에 관한 쪼베따예바의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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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Hb따 npH3paK, / Pbluapb Õe3 yKOpH3HbI, / KeM TbI npH3BaH / B MOIO M0J10JlYlO 

lI<H3Hb? ν (...) TaK no nepb5lM, / I111Y K llBepH, / 3a KOTOpoìí -- CMepTb. ν OH 

noeT 뻐e / 3a CHH째 OI<Ha뻐， /OH nOeT 뻐e / Byõe배aMH II때eKHMH， ν llm!뻐뻐 

KpHKOM, / JIeõellHHbIM KJ1HKOM - / 30BeT. 

"Hell<H뼈 npH3paK" (1916, 93-94) 
부드러운 환영(幻影)， / 치욕을 모르는 기사，/ 내 젊은 삶에 / 누가 그대 

를 초대했는가? // (...) 그렇게 날개를 펴고，/ 문을 향해 나는 간다，/ 그 뒤 

에는 죽음. ν 푸른 창 밖에서 / 그가 내게 노래한다，/ 먼 종소리가 되어，/ 

그가 내게 노래한다， ν 긴 외침이 되어，/ 백조의 울음소리가 되어 - / 그가 
l:J 2 ,-1 
Tτ= '"1" 

「부드러운 환영」 

사이클 「눈의 가면 J (1906-1907)과 이 사이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의미론적 자장 속에 있는 일련의 시들28)에서 블록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렬 

한 영적 엑스타시에 사로잡혀 있다. 쓰베따예바는 이 블록-디오니소스를 창미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29) 그러나 쓰베따예바의 블록에게는 디오니 

소스적 엑스타시에의 몰입과 함께 견지되었던 신비주의자적 역사주의의 전망 

이 없다. 이 점은 시 인의 지상의 삶에 대한 쓰베따예바의 태도가 블록의 사고 

와 비교될 때 드러나는 근본적인 차이와 관련된다. 이 차이를 구현하는 또 다 

른 중요한 블록의 반향이 ‘천사’의 형상이다. 

쓰베따예바의 사이클에서 ‘천사’의 형상은 블록의 성스러운 존재상에 대한 

라이트모티프이다. 시인은 고독과 고행에 처해진 성자 블록의 면모를 ‘날개 

꺾인 천사’， 추락한 천사로 묘사한다.30) 그리고 시인은 시인과 삶의 관계에 대 

한 지독히 역설적인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이 형상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 

28) 앞서 논의된 블록의 사이클 「화염과 암흑에 거는 주문」은 사이클 「눈의 가면」과 
직접적인 텍스트적 • 의미론적 관련을 맺는다. 

29) 블록에게서 “혈관을 따라 흐르는 눈보라의 피 (Be뻐e BblO대 KPYll<HJ1H BllOJ1b lI<HJ1)"를 

보듯， 쪼베따예바는 레르몬또프적이고 블록적인 정신의 연장선에서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 피 속에 눈보라를 지 닌 폭도(R - M5I Tell<HHua C BHxpeM 

B KpOBH)" - "rHMHa3HcTKa(김 나지 움 여 학생 )". 
30) nJ1a'ibTe 0 MepTBOM aHreJ1e!; 11 HM5I TBoe, 3By'ialllee CJ10BHO: aHreJ1; 11 BOT B rpoMax, 

KaK HeKHß cepa빼M， / OnoBelllaeT r0J10COM r J1YXHM, 0 nor JljIllHTe , KaK KPblJ1b51 ero 。

n0J10야야때l‘M빠’ 

라!; 그리고 마치 천사의 울림을 지닌 듯한 너의 이름; 그리고 바로 이 뇌우 속에 

서， 어떤 수호천사처럼， / 메마른 목소리로 통고한다; 오 보라， 그의 망가진 날개 

를!; 그의 속에서 생명을 지녔던 것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조각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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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삶이 란 삶이 불가능한 장소이 다(JI(H3Hb - 3TO MeCTO, r .1le :l<HTb HeJIb3J!)." 

시인의 세계는 세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시인은 지상에서 ‘사로잡 

힌 영 (nJIeHHblìí .1lyx)’이다，3D 그러나 쓰베따예바의 말은 통상적인 낭만주의적 

시인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블록의 고유한 맥락은 여기에 아직 없다. 쪼베따 

예바는 시인 블록의 삶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시인의 유형론을 전개하는 가 

운데 밝힌다. 

쪼베따예바는 시인을 ‘역사를 지닌 시인 (n03T C HCTOpHeìí)’과 ‘역사를 지니 

지 않은 시인 (n03T 6e3 “CTOp“H)’으로 나눈다.32) 역사성의 시인이란 괴테나 뿌 

쉬낀과 같이， 삶의 행보에 유기적으로 상응하는 작가정신의 변모를 겪으며， 

부단히 의식의 새로운 변모를 펼쳐 보이는 시인을 말한다. 이들은 ‘화살’처럼， 

‘강’처럼 되돌아옴 없이 흐르는 부단히 발전하는 시인들이다. 쓰베따예바에 

따르면， 서정시인 본연의 모습은 비역사적이다. 말 자체의 고유한 의미에서 

서정시인은 늘 자신의 영혼과 마주한다. 그는 자신의 시적 ‘나’를 알기 위해 

오직 자기 침잠을 필요로 할 뿐이다. 비역사성의 시인， 서정시인은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 세상에 온 시인이다. 이 시인들은 시인으로서 

세상에 말하는 최초의 순간에 조차 그리고 단 한 편의 작품을 통해서도 자기 

영혼의 전부를 발현한다. 이들은 기둥의， 원의， 그리고 바다의 시인이다. 

쓰베따예바가 이해하는 블록은 우선 바이런， 셀리， 레르몬또프， 그리고 동시 

대의 시 인들로는 아흐마또바(A. AXMaTOBa) , 만젤슈땀(0. MaH.1leJI버TaM) ， 빠스쩨 

르낙(0. naCTepHaK) 등과 더 불어 비 역 사성 의 시 인 곧 순수한 서 정 시 인 이 다. 

그러 블록에게는 별도의 단서가 따라붙는다. 블록은 순수한 서정 시인이지만， 

독특한 서정 시인이다. 그는 비역사성의 시인이자， 동시에 역사를 지닌 시인 

이기 때문이다. 쪼베따예바는 블록의 역사성이 지닌 남다름 속에서 그의 모순 

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비극을 본다. 

블록에게 있어 역사의 의미는 생산적이 아니라 파괴적이다. 블록의 길은 다 

채로운 창조적 의식의 발현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파국에까지 이르 

는 자기 파괴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의 서정시는 고행의 서정시이다. 결국 쪼 

베따예바는 블록에게 일종의 ‘죄’를 묻는다. 블록의 죄는 근본적으로 역사의 

31) M. l{BeTaeBa(1934) "따eHH뻐 IlYX (Mojj BCTpe'la C AHllpeeM 5eJlblM)." (tsvetaeva.krn.ru/ 

WIN/prose/plennduh.html) 
32) M. l{BeTaeBa(1933) "n03TbI C HCTopHell H n03TbI õe3 HCTOpHH (nacTepHaK)," (tsvetaeva. 

km.rtlJ매IJN/prose/poetsis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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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순수한 서정시인인 그가 역사에， 동시대의 삶 

에 휩쓸린， 일종의 ‘자기살해’ 행위에 있다. 

쪼베따예바의 블록의 형상에는 블록 자신이 고심하며 실현시킨 바와 같은 

의미의 ‘길의 신화’가 없다. 아니，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쪼베따예바는 블록에 

게서 ‘길의 시인’의 형상을 보지만， 그것은 블록의 문맥과는 다른 의미의 ‘길’ 

이다. 쪼베따예바가 ‘추락한 천사’로서의 블록의 형상 속에서 보는 것， 그것은 

미래의 부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서의 ‘추락한 천사-악마-시인’의 길이 

아니다. 

쓰베따예바는 블록에 관한 시에서 블록의 문맥에 자리한 성서적 인유를 다 

시 차용하며， 그 변주를 통해 다른 ‘체현 (BOqeJJOBetcleHHe)’의 신화를 창조한다. 

블록이 창조한 ‘자기신화’ 속의 블록처럼 쪼베따예바의 블록 역시 ‘지상의 삶 

으로 추락한， 그래서 이 추락의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천사’이다. 그리고 이 

형상의 블록적인 의미는 여기까지이다. 블록이 그리스도의 의미론적 후광 속 

에서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서의 시대의 삶에의 동화 

를 긍정했던 반면， 쪼베따예바에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시인은 그 스 

스로가 구원되어야 할 존재이다. 순수한 서정시인은 결코 자신의 시대와 동화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파멸로 내몬 블록은 오직 죽음을 통 

해 부활한다. 

자신의 분류를 스스로에게 적용시킨다면， 레르몬또프와 블록처럼 쪼베따예 

바 역시 비역사성의 시인 순수한 서정시인이다. 레르몬또프의 초기 시 「기도 

J(1829)에 이후의 ‘모든 레르몬또프’가 구현되어 있듯이， 쪼베따예바 역시 시 

인으로서의 삶의 초입에 ‘모든 쪼베따예바’를 확립한다. 그 예가 쪼베따예바의 

동명의 시 「기도J (1909) 이다. 

XPHCTOC H 5or! R :1<뼈lrY '1y.Qa / Tenepb, ceR'Iac, B Ha'laJIe .QHJl! / 0, .QaR 뻐e 

ywepeTb, nO l<y .Qa / BCJl :l<H3Hb I<al< I<HHra lIJlJl MeHJl'// Tμ MY.QpblR, T비 He Cl<a:I<eWb 

CTporo: / - <<TepnH, eDle He I<OH'IeH CpOI<>>. / T비 caM MHe nO.QaJl - CJlHWI<OM 

MHoro! / R :I<a:l<llY cpa3y - Bcex llopor! ν Bcero xO'ly: C llywoR 1뻐raHa / 

HllTH nOll neCHH Ha pa3õoR, / 3a BCeX CTpa.QaTb nOll 3Byl< OpraHa / H aMa-

30HI<oR M'IaTbCJl B õoR; ν rallaTb no 3Be311aM B '1epHoR ÕaWHe, / BeCTH lleTeR 

Bnepe.Q, CI<B03b TeH뇨 .. / 나TOÕ Õω1 JlereHllO까 - lleHb B'IepaWHHR, / lJTOÕ Õω1 

õe3YMbeM - l<a:l<llblR .QeHb! // J]IOÕJlIO H I<peCT, H WeJll<, H l< aC I<H, / MOJl 따wa 

MrHOBeHHR CJlell ... / T에 llaJl MHe lleTCTBO - JlY'Iwe CI<a3 1<H / 11 llaR MHe CMe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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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eM- Hal1ua Tb JleT! 

그리스도와 신이여! 나는 기적을 갈망한다 / 지금， 이 순간， 또 하루를 맞 

으며! / 아， 내게 잠시라도 죽음을 다오 / 전 생애가 내겐 책 같기만 하다. 
ν 그대는 현자이니， 그대는 준엄하게 말하지 않으리라: / “참아라， 아직 수 

업이 끝나지 않았다." / 그대 자신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다! / 나는 
모든 길을 즉시 갈망한다! ν 모든 것을 원한다: 집시의 영혼으로 / 노래를 

따라 강도짓 하러 가고 싶다，/ 오르간의 선율 아래에서 모두를 대신해 고통 

받고 싶다 / 그리고 아마존의 여인이 되어 전투로 달려가고 싶다. ν 검은 

탑 속에서 별점을 치고 싶다， / 어둠을 뚫고 아이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싶 

다 ... / 어제가 전설이 되도록，/ 매일 매일이 광기이도록! ν 십자가도 비단 

도 투구도 나는 사랑한다 / 내 영혼은 순간들의 흔적이다 ... / 동화보다 더 

좋은 유년시절을 너는 내게 주었다 / 그러니 내게 죽음을 다오， 내 나이 열 

일곱에! 

시적 자아는 열광과 영감으로 넘쳐나는 에너지와 삶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삶의 매 순간 극치의 느낌을 갈망한다. 그리고 동화보다 행 

복한 유년의 끝에서 죽음을 달라고 창조주에게 요구한다. 시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갈망은 낭만주의적인 정신의 변증법의 극한적인 발현이다. 곧 죽음에 대 

한 요구는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낭만주의 시인이 지 

닌 삶에 대한 거대하고 무한한 요구이다. 삶과 죽음은 지속적으로 공존한다. 

시인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전율적인 삶의 에너지가 삶에 대한 근원적인 환 

멸의 느낌과 영원한 갈등에 처해 있다. 시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창조적 정신의 불길이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 쪼베따예바의 시 「기도」는 시 

인이 블록의 말을 빌려 자신의 삶과 시의 열쇠라고 한 “은밀한 열기”의 고백 

이다. 

4. 

레르몬또프와 블록， 그리고 쓰베따예바는 삶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 속에서 

산문적인 세태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존재의 느낌을 추구한 시인들이다. “영혼 

의 열기”는 6b1T로부터 BbITHe로 가는 기적의 수단이다. 이 시혼은 쓰베따예바 

의 표현대로 ‘마력적’이다. 그것은 존재의 충만성의 감각에 대한 탐닉으로 인 

해 악마적인 영에 유혹당한 시인정신이기 때문이다. ‘소돔의 이상’의 시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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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혼을 고백하며， 불가피하게 늘 ‘마돈나의 이상’을 요구하는 신과의 

대화적 논쟁 속에 처한다. 그래서 그들의 시혼은 러시아 정신의 분열된 초상 

의 뚜렷한 표상이다. 

레르몬또프는 ‘은밀한 열기’로 인해 전 세계질서에 대한 반항아가 되었다. 

삶의 충만성에 대한 그의 갈망은 자기폐쇄적인 오만한 의지 속에서 소진되었 

다. 역사적 현실에서 그는 자신의 악마성을 신성과 수렴시킬 수 없다. 신은 

‘악마’인 나에 대한 영원한 ‘타자’일 뿐이다. 시인이 삶에 대한 열정을 거둘 수 

있을 때， 곧 초역사적 층위에서 악마와 신의 고착된 대립은 비로소 그친다，33) 

블록에게서 러시아 정신의 초상의 분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혁명적 시 

대의 혼돈과 만난 ‘영혼의 열기’는 시대의 어둠 속에 잠재된 빛의 계기에 대 

한 긍정을 통해 신성과 악마성을 화해시킨다. 그는 혁명적 시대의 진정하고 

비극적인 시혼으로서 그 문화의 주된 벡터를 누구보다 극명히 표현했다.34) 

쪼베따예바의 시혼은 순간적인 섬광， 일종의 방황하는 영이다. 시인은 모든 

주변 세계를 자신으로 물들이기를 세계의 모든 다양한 삶 속에 구현되기를 

갈망한다.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은 모든 존재상의 체험을， 모든 목소리가 자 

기 내적으로 울리기를 원한다. 쪼베따예바는 ‘형이상학적 돈주앙주의’의 거울 

로 시인 블록의 형상을 굴절시킨다. 삶의 다양한 인상들에 몰두하고 순간적인 

존재의 충만감을 숭배하는 망명시인 쪼베따예바의 정신은 블록을 통해 러시 

아 문화가 넘어서고자 했던 바로 그 데카당스로 회귀한다. 

33) 이 점 에 관해 서 는 C.H. 5pollTMaH(1997) PyCCKaJl JIHpHKB XIX-HB l{BJIB XX BeKB B 

CBeTe HCTOpH l{eCKOil n03THKH, M., c. 142를 참조. 

34) B. Hen。μHJl IIUI1l (1999) ， c.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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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Ne 

"TaRHHR lICap": JIepMoHTOB - 6JIOK - UBeTaeBa 

408 , lb<OH-CYJI 

B pyCCKO때 KynbType HOBoro BpeMeHß npoTßB060pcTByIDT coaoMcKßß ßaean ß 

ßaean MaaoHHbI. 짜ipßKa ~B~eTC~ 3epKa끄OM Hal.lßOHanbHoro .ayxa. OaHY ß3 CKB03HbIX 

nßHßß B pyCCKOß nßpßKe 3aHßMaIDT n03Tμ， Oaep)i(ßM삐e CoaOMCKßM ßaeanOM. B Pyc

CKOß AßpßKe 3TOT coaoMcKßß 때ean Bblpa.JKaeT n03Tß4eCKa~ lþoPMYna "TaßHblli :l<ap." 

o HeM nßcanß ß M. JIepMoHToB, ß A. DnoK , ß M. UBeTaeBa. "TaßHbIß :l<ap" - 3TO 

":I<ap ayulß ," MaKCßManßCTCKoe Tpe60BaHße K :1<“3Hß. 

n03T M. JIepMoHToB npeaCTaBn~eT c060ß BepwßHy Tparß4ecKoro reHß~ B PYC

CKOß KnaCß4eCKoß n“P“Ke XIX BeKa. JIepMoHToBCKß때 Tparß3M BocxoaßT K ":I<ape 

ay띠ß，" K "BCeCO:l<ßraIDUleMY 4yaHoMy nnaMeHß." JIepMoHToB He Mor BμαTß ß3 TynßKa 

。nn03ßl.Ißß 6aßpoHß4ecKoro "~" ß a6conIDTa. 

A. DnoK-n03T "nyTß" oa06p~n "TaßHblß :l<ap" Ha 06HoBneHHoß KynbTypHoß 

n04Be. "lKap aywß" JIepMoHToBa nepeOCMblcneH B CßMBonßCTKOM Bocnpß~Tß“ Mßpa. 

TaKßM 06pa30M, OH 3ByqßT ßHa4e B 6noKoBcKOM n03Tß4eCKOM Mßpe. DnoK rny60K。

nepe :l<ßBan ":I<ap ay띠ß" JIepMoHToBa, HO OTTanKßBan OT ce6~ ero neCCßMß3M ß 

ropbKyID ßpOHßID. 3TO CTano B03MO :l<HblM 6naroaap~ MßCTßTß4eCKoMy ßCTOpß3MY 

DnoKa. B ßCTopß3Me DnoKa, 4aID띠ero pO:l<aeH“~ HOBoro 4enoBeKa, "TaßHblß :l<ap" 

KOToporo npO~B~eTC~ B yTBep:l<aeHHoH CB~3ß C MßpOM, y4acTByeT nepeßCTon

KOBaHHblß 06pa3 nepMOHTOBCKoro lleMoHa, T. e., ßae~ aeMOHß3Ma DnoKa. 

M. UBeTaeBa B CBOID 04epeab nß4HOCTHO nepe:l<ßBana "Ta인HblH :l<ap" DnoKa. OHa 

C03aana CBOß M}빼 o DnoKe. B l.IeHTpe l.IBeTaeBCKoro 뻐lþa 0 DnOKe - l.IßKn "CTßXß 

K DnoKy." C03aaBa~ CBOß Mßlþ 0 DnoKe , UBeTaeBa, no CyTß, BonnOTßna B HeM 

CBOID n03Tß4ecKyID nß4HOCTb. UBeTaeBa 060:l<ecTBn~na "He6eCHbIe 4epT비" 06pa3a 

DnoKa-n03Ta. OaHaKo , I He 6ecHoe" DnoKa napaaOKcanbHO C04ßTaeTC~ C ero 

"3eMHblM." DnoK B l.IBeTaeBCKOM l.IßKne - 3TO DnOK "CHe:l<Hoß MacKß." ~ UBeTa

eBoß 6noKoBcKße I cHer" ß "MeTenb" 03Ha4aIDT CB~TOCTb ":I<apa aywß." UBeTa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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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XBanHeT H OÕO*eCTBnHeT 5nOKa-따OHHca ， H B HeM Hamna caMY ceõJI. OllHaKO, 
y UBeTaeBOß HeT MH~a 0 rryTH B ÕnOKOBCKOM KnIDqe. ~ UBeTaeBOß 5nOK-XpHCTOC, 
CTpaßawmHß B 3eMHOß *H3HH, He B~cTyrraeT CrraCHTeneM qenOBeqeCTBa. OH CTpa

ßan H CaM *ßan CrraCeHHJI. UBeTaeBa - rr03T MeTa빼3때eCKoro ßOH*yaHCTBa. Ee 

nHpHKa - B03BpaT K ßeKaßeHcTBy, KOTOpOe pyccKaJl KynbTypa XOTena rrpeOßOneTb 

rr033Heß 5n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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