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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레르몬토프,
시대가 낳은 낭만주의 시인
김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지난 10월 15일은 ‘러시아의 바이런’이라 불리는 미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한 사회 건설의

일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가가 러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문학 작품에 자주 제기됐다. 이런

시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이상하게

면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도 그는 이제까지 사후 자신의 기념일과는 크게 ‘인연’이

그들은 혁명 이념에 기초한 이상 사회 건설 가능성에 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탄생 100주년’(1914년)을 사회주의

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했다. 소설 지하생활자의

혁명 전야에, ‘서거 100주년’을 1941년 2차 세계대전 속

수기(1864년)의 주인공이 피지배층의 “피가 샴페인처럼

에 맞이했다. 하지만 올해 그의 탄생 200주년은 러시아

치솟고 있다”며 사회에 던졌던 분노의 항변은 당시의 사

각지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 덕분에 훨씬 더 나은 모습을

회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보였다.
지난 5월에는 새로 단장한 레르몬토프박물관(모스크
바)이 개관했고, 푸시킨박물관(모스크바)과 러시아문학연
구소 문학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레르몬토프 기
념 전시회가 열렸으며, ‘문화’ 채널(TV)에서는 작가를 기
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밖에도 시인
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국제학술회의와 각종 심포지
엄 등이 세계 각지에서 열렸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누려
보지 못한 호사를 올해 그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맛보
고 있는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클래식 페스티벌은 지
난달 12일에 막을 내렸지만, 모스크바 푸시킨 박물관의

모스크바 국립푸시킨박물관의 미하일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 기념 전
시회 포스터 (그림 출처: www.russkiymir.ru)

전시회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시인의 굴곡진
삶을 느껴볼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프랑스 혁명은 상당 부분 계몽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레르몬토프가 활동했던 19세기 초반의 러시아는 당시

말미암은 결과였다. 디드로, 볼테르, 루소 등의 계몽주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

자들은 이성과 바른 사상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꿨

팽배하던 시기였다.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다. 그들은 인간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도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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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여 민중 계몽에 기대를 걸고 혁

가치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

명 사상을 주도해 나갔다. 하지만 1789년에서 1794년의

신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의 ‘가치문제’는 계몽주의

짧지 않은 기간에 변혁의 소용돌이는 계몽주의적 저항의

자들이 언급했던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치를 이야기

가치에 잔인성을 더한다. 주지하듯이 혁명은 수십만 명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사상자를 낳았고 급기야는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 ‘자아’와 관계된 낭만주의적 고유

앙투아네트를 처형한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는 왕이 없

성을 일컫는 것이다. 낭만주의 시상의 중심부에 주변 세

는 나라, 공화국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듯싶었

계와 자신을 구분 짓는, 세상을 적대시하는 고독한 주인

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폴

공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설명될 수 있다.

레옹이 나타나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하며 혁명의 종료를

당시 낭만주의는 유행병처럼 번져나갔던 문학 조류였

선언하는데, 이는 레르몬토프가 살고 간 시대와 그 시대

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

의 예술에 직접적인 여파를 남긴다.

등장하는 렌스키도 낭만주의의 수많은 모방자 가운데 한

러시아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표도르 튯체프(1803~

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레르몬토프는 모방자들과

73)의 표현처럼 ‘혁명’의 속성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저’

는 다른 차원의 시인이었기에, 훗날 문학 연구자들은 그

로 가는 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동안

의 흔적을 거대한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 현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반문했다.

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절실했던 사회적 기대와 잇따른 실현 가능성의 급격한
소멸은 인간 의식의 가치 구조를 변화시켰다. 유럽 전체
가 ‘자유, 평등, 박애’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사회를 기대
했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가치 시스템의 붕괴는 전 유럽
에 영향을 끼쳤다. 인간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된 가능성과 ‘가능한 것’
에 관한 생각의 변화 추이는 현존하는 질서가 부동의 자
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사람
들은 삶에서 현실과 이상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작가들은
인간의 삶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양분하여 이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인간의 내적 영역, 이른바 인간

키슬로봇스크에 있는 레르몬토프 동상. 시인의 시선은 엘브루스 산을 향
하고 있다. (그림 출처: www.kommersant.ru)

의 고유성과 개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이는 문학
에서 삶을 새로운 각도로 살피려는 시도로 이어지는데,

평범한 인간, 보통의 시인이 망망한 대우주 앞에, 웅

이것이 바로 고전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 시대로의 변화

장한 신의 세계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자신의 하찮음을

상이었다.

인정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드넓은 우주의 작은 부분이라

레르몬토프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낭만주의

는 점을 인지하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레르몬토프

시대의 시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낭만주의 예

의 서정적 자아는 자신과 세상을 시종일관 대응점에 위

술은 인간의 내부 문제, ‘감정’에 방점을 찍는다. 표절할

치시키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시

수 없는 감정의 세계에 인간의 고유성과 본질이 살아 있

인이 보여준 인간적 가치의 확신 정도, 그 자유로움의 폭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인간의 내적

발적 스케일에 매료되었다. 레르몬토프의 주인공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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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에 중시했던) 전통과 이성, 법질
서를 거부했다. 그들은 현실 사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자신의 내적 가치문제에 몰두하는데, 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계를 이끌던 슬라브주의와 서구파 모두가 시인과의
정신적 거리를 좁힐 수 없었던 이유가 된다.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시인이 이룬 위대한 업적
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449-791. www.rus.or.kr

* Russia-Eurasia Focus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러시아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 irs@hufs.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