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깐짜사이클 - 패러디에 의한 혜쇄된 사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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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깐까 근교 야화 Beqepa Ha xyTOpe 6nH3 ßHKaHbKHJ 는 고골 예술세계의

첫 걸음인 동시에 19세기 러시아문학에 새로운 산문의 가능성을 제시한 대
단히 의미있는 작품집이다. 그러나 고골에 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후기작
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깐까 근교 야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언급은 하되

초기의 습작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다. 작가 고골의 스타일의
특징이 이 초기 작품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초기의 이
설화같은 작품들의 의미는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더
우기 사이클화 되어있는 1 ， 2부 8면 작품들의 사이클로서의 예술적 단일성이
나 그 구성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1)
이 논문은 서울 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1) r 지깐까 근교 야화』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낭만적 사이클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와 우

*

크라이나 인형극 (BepTen)의 구성 형식만 언급되고 있을 뿐 각 작품의 분석에 뒷받침

된 작품집의 내적 연결고리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인형극인 베르

햄의 요소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기뼈우스인데 (V. Gippius , Gogol , Lenìngrad , 1924,
p.30) 차를린스키는 이를 두고 ”고골이 우크라이나 민속에 관해서 문외한이라는 사실
이 밝혀지는데 반세기 r 지깐까 근교 야화』가 인형극과 오페라의 구조에 뿌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또 반세기가 걸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S. Karlinsky,
πJe Sex띠l Labyrinth

af Niko따i

Gogol(Hav뼈 Unìv.

Press, 1976) , p .49.) 베르캡은

무대가 성속의 두 공간으로 이분되어 있는 것이 특정이다 r 지깐까 근교 야화』의 구조
를 처음으로 하나의 틀로써 다루며 베르셉의 이 이분구조로 설명하려고 한 사랍은

Madhu M a1ik ("Vertep and the Saσ뼈만ofane dichotomy in Gog이 "s Dikan ’ka
Stories" , Slavic αui East B따opean Jo띠-nal， Vol.34, No.3(l990). pp. 332-347) 이 다.
그러나 1，2부

8

작품의 편집， 배치를 이런 단선적인 진지/회극-소극， 성/속의 교체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2

부의 「이반 표도로비치 슈쁜까와 그의 숙모」는

진지/회극의 이분 구조에 들어 맞지 않기 때문에 작품집에서 위치할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Madhu Ma1ik은 그 스스로 r 01 반 표도로비치 슈쁜까와 그의 숙모j 는 시이클
에서 베르셉과 관계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
이다(Ibid. ， p.

347).

이것은 그가 포마와 마까르라는 두 화자의 스타일을 시종여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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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먼저 작품집이 가지는 사이클로서의 단일한 틀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 분석의 과정에서는 특히 작품집의 외적인 형식과 내용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화자의 스타일에 유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드러
난 사이클의 구성 원리와 의미는 고골의 작품 세계 전반에 걸쳐 확대 해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고골의 창작 시기가 1830년대 중반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

면 『지깐까 근교 야화』와 『죽은 혼』의 거리는 결코 멀다고 할 수 없으며 오

히려 동일한 언어와 기교로 빚어진 단일한 작품 세계로 보는 것이 보다 타
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습작 지깐까 사이클

이 고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작품집으로서 고골 예술세계에서
새롭게 자리매김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세 인물 화자， 한 초대자와 두 이야기꾼
지깐까 사이클은 1부의 4편과 2부의 4편을 합하여 모두 8편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집 구성의 예술적 단일성을 논하자면 우선 작품집 내의
이 8편의 작품들이 무질서하게 묶여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면집， 배치되
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집의 예술적 구도를 고려한 작위

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각 작품의 배치가 작품의 집펼 시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과3) ，
단선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회극/진지， 성/속 등의 2분법은 사이클의

구조는， 즉 작품과 작품간의 관계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개별 작품 내에서도 드러난다.
그 경우 마까르의 이야기는 그 자체 내에서 聖과 %의 2분법이 이루어지는 베르캡의
구조를 닮았지만 포마의 이야기는 서사체 내의 시공간 자체가 聖%이 공존하는 聖스
러운(sa，σ-ecI)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구팝스끼가 고골을 30년대의 작가로 규정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30년대라는 시기 속에
서의 단일한 예술세계로 파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30 년대를

낭만

주의 시기로 간주하면서 r 지깐까 근교 야화』는 리얼리즘을 예견한 낭만주의 작품이었
다고

명가한다.

r.A. rγI<OBC I<Hl!， Pe4J1H3M roroJlJl (NoC I<B4/lIeH뻐rp411， f1αJ1， 1959),
21-29 창조 William Ed ward Brown, A Histoη of Russ때1 μiterature
ofthe Rαnantic Period in 4 vo!s.(A펴is ， Ann- Arbor, 1986), voI. r , p. 21 & voI. 4,

pp.5-61 ,

특히

p.263 참조

3)

f지깐까 근교 야화』는 1 부가 1831 년 9월에， 2 부는 1832년 3월에 출판 되었다. 1 부와

2

부에 각각 4편씩 담긴 8면 작품들의 정확한 집필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fo] 반 꾸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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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와 2부의 각 작품 분위기가 작품 배치 순서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1 부와 2부의 작품집의 서

문이 있다. 서문에서 작품집의 수집자이자 편집자로 동장하는 루드이 뺀꼬

의 역할은 작품집 내의 8면의 작품들이 단일한 예술적 구성을 위해 의도적
으로 편집， 배치된 것이라고 추정활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작품집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화자를 소개하고 있는 그의 서문은 작품집의
의도적인 사이클화를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루드이 뺀꼬 (Py.o:뼈 naHbKO) 가 1 부와 2부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

집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야기
의 성격에 관한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루드이 한꼬라는 이름의 자

신에 관한 소개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화자의 소개이다. 옛날， 축제일

전야의 잔치， 지깐까라는 시골 벽지， 온갖 옛날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 오는
전통적인 방식 등의 카니발화된 공간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전통적인 구전 화자인 포마 그
리고리예비치와 문어투의 화자인 마까르 그리고리예비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후자이다 .4)

전야 Be qep H4KHYHe HB4H4-Kynan4J 를 제외한 작품들이 l잃0-1831 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 중에서 r슈쁜까

HB4H .e~poBHq InOHbk4 H ero TeTymk4A 가 제

일 나중에 집펼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1 부의 두 번째 작품으로 편집된 r 이반 꾸빨

라 전야』는 1 부가 출판되 기 전 해 인 1830년 〈조국잡기 OTeqeCTBe뻐loIe 34ßHCkH>

2, 3

월호에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다 r슈쁜까』의 내용이 작품집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환상적인 것이 없고 서술이 사실적이며 소지주의 삶을 그린 r 지깐까 근교 야화』 이후

의 작품과 닮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장 나중(1831 년 말경)에 집펼되었으리라고 추
정 되 고 있 다.
J1 HTep4Typ4 ,

rOrO Jlb, Coφ4HHe COQHHeHHR B ce~ TON4X (Mo CkB4 , XYßo*ecTBeHH4~
1966), T. 1, p. 378. 이하 CC-1 로 약칭하고 션집을 CC로 약칭함.

4) 루드이 뺀꼬는 마까르와 포마 이외에도 2부의 서문에서 r 이반 표도로비치 슈쁜까와 그
의 숙모』의 화자로서 스쩨뻔 이바노비치 꾸로치까(CTeß4H HB뻐OBøq Kypoqk4)를 소개

하고 그밖의 참석자(이야기잔치의)로 자하르 끼렬로비치 추호뿌헨꼬， 따라스 이바노
비치 스마치넨끼， 하를랍삐 끼릴로비치 흘스따 둥둥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참
석자는 2부의 화자를 알 수 없는 r크리스마스 이브a 와 r무서운 복수』 둥을 고려에 둔
화자를 흐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리고 r 이반 표도로비치 슈쁜까와 그의 숙

모』의 꾸로치까도 화자로서의 성격이 의섬된다. 우선 그는 ‘잔치’의 직접적인 참석자
가 아니며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뺀꼬 자신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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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같은 작품집에 관한 소개가 단순환 소개 이상 사이클구성에

관한 의도된 정보로 받아들여 지는 것은 루드이 뻔꼬가 위의 소개를 하는
방식과 언어에 있다. 그는 독자가 속한 것으로 상정되는 텍스트 밖의 큰 세
계에 자신이 속한 사회를 적대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며 대립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와 당신네’라는 구별로 그가 열거한 것은 ‘당신네 큰세계/우리네
작은 시골 벽지’， ‘옛날과 전통/현대’， ‘구어/문어’ 둥이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소개한 두 화자의 대립은 가장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구전 화자인 포마는 루
드이 뺀꼬와 같은 ‘우리의 세계’에 속하고 문어투의 화자인 마까르는 ‘큰 세
계’에 속한다.5)

우선 루드이 뻔꼬와 그가 소개한 마까르와 포마라는 세 인물 화자의 관

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집의 제

1 화자인 루드이 뻔꼬는 자신을 단순
한 수집-편집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자신에 의해 초대된 제 2, 제 3의 화자인
두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독자를 상대로 다시 들려주는 그는 스스로가 청자
(독자)인 동시에 화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까르와 포마도 각기 듣고 들려
주고 있으므로 화자인 동시에 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
트 밖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작품집에 내포된 작가적인 화자이며 다
른 두 화자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 화자가 된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창조
한 두 화자에 대해서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
마의 스타일에 대한 두둔과 마까르의 스타일에 대한 경멸이 일방적으로 드
러나는 것이 그것이다. 마까르 나자로비치라는 이름마저도 1부의 서문에서
는 언급하지 않고 ‘뿔따바에서 온 푸른 완두콩색 망또의 공자’ (naHH 'I B
f' OpOXOBOM

K때TaHe) 로 칭 하다가 2부의 서문에서 작품집으로부터 퇴 장시 키 면

서는 뒤에 다시 논의될 것임). 그러므로 지깐까 사이클의 화자는 서문의 화자인 루드
이 뺀꼬와 포마 그리고리예비치，그리고 마까르 나자로비치 이 셋으로 추정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세 화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작품집을 폴리포니 (poliphony)로 설명하기

는 어렵다.

5)

게리 콕스는 포마와 마까르의 대립을 각각 시콜가치와 도회가치를 대변한 ‘시골 이야
기꾼’(다le rura1

homespun

raconteur)과 ‘도회의 글쟁。]'(the

urban

w끼ter) 의 대 립으로

보고 작품집을 두 가치 체계의 양극적인 대립이 빚어내는 긴장으로 이해한다. G.

CoX , "Geo망aphic， So디ologica1， 뻐d
Sexu떠 Tensions in Gogol" s Dikan'ka
Stories"’ S따!ic αui East European ]oumal, Vol.24, No.3098이. pp. 219-232. 그러 나
그 또한 마드후 말리크처럼 두 화자의 스타일이 시종여일한 것으로 보고 두 화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의 뺀꼬-고골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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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 그 이름을 알려주는 장변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서문에서

마까르와 포마의 긴장된 대립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예는 포마가 마까르
의 스타일을 일화로써 조롱하는 부분이다. 라틴족이 되어 고향집에 돌아온
신학생이 우크라이나어의 여성 명사를 라틴어의 남성명사로 바꾸어 부르다

가 당한 희극적인 이 일화는 포마와 마까르의 스타일에 대한 루드이 뻔꼬의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7)

그러나 루드이 뺀꼬의 포마에 대한 태도 역시 아이러닉하다.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포마에 대한 묘사 또한 빈정대는 목소리가 숨어있기 때
문이다. 점잖다는 그의 외모에 대한 병가의 자료가 겨우 ‘구두철이나 코푸는
손수건 접기’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마까르에 대한 소개에서는 격한 적대감
을 보여주지만 그의 이야기 솜씨는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잘한다’

고 평가를 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따라서 루드이 뺀꼬와 마까르 나자로비치 사이의 긴장은 의도된 것이고，
루드이 뻔꼬의 마까르와 포마에 대한 혹은 독자에 대한 태도 또한 아이러닉

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로 해서 1 부의 작품 구성에서 보이는 포마와 마
까르의 논쟁적인 성격이 동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2 부에서는 마까르의 퇴장

에도 불구하고 작품집 속에 마까르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 남아 1부의 논
챙적인 성격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동기화되고 있다.8)

6) 마까르는 2부의 서문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마까르 나자로비치는 자신의 이름을 처음
으로 둥장시킴과 동시에 퇴장하고 1 부에서 드러났던 포마와 마까르， 루드이 뺀꼬와
마까르 사이의 대립된 긴장은 여기에서 청점에 달한다 r 미르고로드』의 마지막 작품
r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끼포로비치의 싸움」의 마지막 장변인 시장댁 파티에 포마

그리고리예비치와 함께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언급된 마까르 나자리예비치(MIlkIl.P
HII. 3 I1.pbeBH'l)는 이 퇴장당한 마까르 나자로비치(MIlkll.P Hll.3 I1.pOBH'i)의 아이러념한 둥장

7)

이라고 생각된다.
가브리엘 샤피로는 이 일화가 바로크의

fasetia

모티프로서 우화적이고 교훈적인 상징

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 일화는 contextu허/metate차ual의 두 차원의 알레

고리를 가지며，

contextual 차원에서는 구전화자가 도회의 젊은 글쟁이 (nll.뻐，，)를 조롱

하고 훈계한 것이고 metate았ual 차원에서는 고골이 외래어를 좋아하는 동시대인들을
조롱하고 훈계한 것으로 해석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문학 둥이 범람하던 당시의 러
시아 문단의 상황을 상기시킨다.

Gavriel Shapiro, Nik뼈i Gogol and 이e Baroque
Cultura1 Heritage( Th e Pennsylvania Univ. Press, 1993) , pp. 29-33. 신학생과 관련된
라틴어 일화는 r슈쁜까』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다. fasetia의 특정의 하나가 교훈， 훈계

성이다.

러시아연구 제 5권

68

자신이 창조한 두 화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는 그들의 서사체
에 대해서 작가적인 화자인 루드이 뻔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보여

주는 이러한 태도는 아이러닉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 고골이 자신이 창조한
위의 세 인물 화자가 엮어 가는 작품집을 대하는 태도 역시 아이러닉한 것
이라 하겠다.

위의 세 인물 화자를 ‘ C I< a3 ’의 화자로 이해해도 루드이 뻔꼬의 두 화자에

대한 아이러닉한 태도는 확인된다. 지깐까 사이클은 옛 이야기， 전설， 세태
풍속 등을 생생한 구어로 담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독특한 서사체
양식의 하나인 ‘C I< a3 ’의 차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깐까 근교 야화』는 단
일 지향성 (OßHOHanpaBReHHYR) C I< a3 와 이중 지향성 (ßBYHanpaBReH뻐R) C I< a3 가

혼합되어 있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각 작품의 화자가 그 작품의 작자라는
점에서 보면 단일 지향성 C I< a3 이고， 루드이 뺀꼬와 같은 화자가 작품집 내의
높은 위치에서 은밀히 아이러닉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작품집 전체로서 보
면 이중 지향성 C I< a3 이다.9) 이를 또한 텍스트 밖에서 보면 작가 고골의 작품

집에 대한 태도로 확대된다. 즉 지깐까 사이클은 화자와 서사체， 작가와 작
품집의 관계에서 아이러니가 이중으로 설치된 작품집이라는 것이다. C I<a3 의
양식으로 볼 때도 서문의 화자인 루드이 뻔꼬와， 작중의 화자인 포마와 마까
르 이 세 화자의 삼중의 목소리가 지깐까 사이클의 단일한 구성을 위해 역

동적으로 엮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 인물 화자 사이에 내재된 긴장갑은 의도된 것이며

그 긴장의 실체는 논쟁이다. 그리고 작가적인 화자로서 자신의 창조물인 두
인물 화자의 대립을 통해 작품집을 논쟁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 루드이 뺀
꼬는 단순한 수집-면집가라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이클 구성에

8)

‘논쟁’이라는

개념은

사므이슈키나의

논문에서

시시받은

것이다

"K

npo6Jlewe
nO JleNHK4 B <<BeQep4 H4

rOrOJleBC I<OrO tO Jlb KJlO pH3W4 HB4 THn4 CK434 H 짜ITep4TYPH4~
xyrope 6JlH 3 llHK4HbKH>>" , PyCCKlUI ßHTep4Typa , No. 3(979). 그는 논쟁 의 성 격 이 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두 CK43 화자인 포마와 마까르의 스타일이 논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 Roger Keyes, ’"The Unwelcome Tradition: Bely,

Gogol and Metafictional Narration" ,
Nikolay Gogol-Text and Context, ed. Jane Grayson & Faith Wigzell, University of

Iρndon，

1989, p.

쓰고 있다.

99에서 인용. 뺀꼬를 가리켜 내포작가(jmplied author) 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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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이클의 숨겨진 작가로 보인다.
따라서 마까르와 포마가 대변하는 두 세계의 대립은 이 두 화자의 논쟁

을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택스트의 밖에서 보면 지깐까의 옛날 이야기
라는 작품집이 갖는 빼쩨르부르그의 독자들과의 대립은 작가 고골의 창작을

동기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해석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화자의 논쟁으로 구성되는 사이클은 작품집에 또 하나의 숨겨진 택스트를
만들어 낸다.
결국 루드이 뻔꼬는 작가 고골의 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뺀꼬-고골
의 가능성은 그 이름에서부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다. 러시아어의 AφaHacHR
를 우크라이나어로 하면 naHaca가 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naHaCOBH'I가 된

다. 그 아이들은 만일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별명이 없다면 성씨의
별명으로 naHacëHKO를 갖는데 이것을 줄이면 naHbKO가 된다. 고골의 할아버

지 이름이 AφaHaCHR 였으며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고골이 어린 시절 naHbKO로 불렸을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다. 그리고 고골의 머리빛이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마빛이었다. 즉 PYJI때
naHbKO 는 고골의 어린시절의 별명을 가져다 쓴 것이라는 설명이다.1 0)

만일에 고골이 구어와 문어라는 문체상의 실험을 위해서만 포마와 마까
르라는 두 화자를 설정했고 루드이 뺀꼬는 이 두 화자를 동장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한다면 드리센의 주장처럼 루드이 빵꼬의 집은 단순한 모

10)

B.
pp.

3BHH JlI.\ KOBCKHA:‘Ila CINHHK py빼 IlaHbKO" , PyCCKIU Pe 'lb 1/1990 (t.Io CKB 8., 뻐YKA) ，
133-136. 그는 또한 작품집이 출판되던 당시의 문단 상황을 들어 ‘뺀꼬’는 ‘벨낀’의

jj.

영향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뿔레뜨네프의 역할이 있었을 것임을 지적했다. 뿌시낀
의 r 밸낀 이야기』는 1830년 가을부터 집펼 1831 년 9월 출판되었고 뿔래뜨네프는 r 지
깐까 근교 야화』와 r 멜낀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당시 <북방의 벌〉 편집자이
던 불가린의 정치적인 공격을 두려워하는 뿌시낀에게 r 멜낀 이야기』의 익명 출판을

조언한 것도 그였다 (Paul Debreczeny, The αher Pus.빠in(C혀ifomia， S떠nford

Univ. Press , 1983, pp. 58-59

참조). 사므이슈끼나의 주장은 다르다. <n8.HbKO (On8.H8. C,

A8.!þH8.CHA)>는 不死(6eCCNeprne 즉 a-thanas) 의 뭇이며 <Py때A>는 우크라이나어로

<p뼈째(아마빛)>인데 이것은 <PY.ll8., KpoBb> 와 같은 의미를 갖는 파생어로서 생명의

“

뭇이 담긴 핏빛이라는 것이다. A.B. C8.빼KHH8.， “ K npo 6JIe e rOr0 1leBCKOro OÞoJlb K1IOpH3N8.:
.lIB8. THß 8. CK 8. 3 8. H J1H TepTypH 8. JI ß0 1leNHK 8. B <<BeQep 8. x H8. xYTope 611H3 뻐K 8.HbKH>>

’

PyCCKIU ßHTepaTypa H.3.(뻐YKA ， 1979), p. 80. 전자는 편집자 루드이 반꼬를 작가 고골
의 단순한 익명성의 마스크로서 보고 후자는 꿀벌 치기， 벌꿀의 의미와 함께 생명의
상정인 붉은 잭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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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장소이고 그는 익명성의 마스크라는 의미이다11) 그리고 포마와 마까

르의 대립은 단순한 희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두 화자의 스
타일이 두 세계의 외적 반영이고 그것은 또한 작가 고골의 내면세계의 외적

반영이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뺀꼬-고골의 아이러닉한 목소리를 주의깊게

따라갈 때에야 화자의 스타일파 사이클 구성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테마를 수용하여 지깐까 사이콜의 구성의
단일성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야기의 서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평가하는 루드이 뺀꼬를 주어진 무대장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순진한 수집-편집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이 뿌시낀의
‘멜낀’과 다른 점이다. 뿌시낀의 r 벨낀 이야기』에서 ‘벨낀’은 익명성의 마스크

일 뿐이며 각 작품의 화자들도 서로 다르고 작품집의 단일한 구성과는 직접
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까르와 포마의 이야기를 통한 논쟁으로 규정한 두 세계의 대

립 혹은 충돌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고， 두 화자는 무슨 테마를 중심
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깐까의 축일 전야’라고 하는 무

대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2.

마까르와 포마， 두 스타일， 두 세계의 대립

책을 읽듯이

이야기하는 마까르는 3 인칭의 보여주는 화자이다. 시각에

호소하는 그의 문어적인 스타일은 조형감과 색채감이 두드러진다. 그의 서

술 시공간은 오늘 현재의 회극적인 일상이며， 그것은 神的인 무한의 공간(본
질적인 절대)에 대비되어 있다. 그의 서사체는 소문과 소동과 오인이 플롯의
중심에 있는 세태담이며 주인공은 피카레스크 소설의 악당이다. 그의 서사
체 내의 시간은 현재에 뿌리 내리고 있고 환상보다는 리열리티가 강조되며

환상은 꿈으로 나타난다.
마까르의 스타일에 담긴 세계는 대관과 박탈로 드러나는 신구 세대간의
긴장， 남성과 여성간의 긴장 둥으로 가득찬 장터의 희극적인 일상의 카니발
화된 공간이다. 대관과 박탈이 이어지는 끝없는 순환의 원은 신적인 무한의

11) F. C. Driessen, Gogol as a short-stOTγ wríter: A study of /ÚS techníque of
composítíon, trans. ]. F. Finlay (The Hague. Mouton & co. , 1965),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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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영원성과 대비되어 무한의 시간의 영원성으로 전환된다. 결국 그의

현실인식은 공간적이며 이것이 영원성에 대비될 때 시간적으로 이동된다.
이상의 특징들로 미루어 마까르의 스타일은 바로크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고할수있다.

반면에 항상 죽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포마는 전형적인

구전화자이며 같은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1 인청의 들려주는 화자
이다. 청각에 호소하는 그의 스타일은 서사적이고 구어적이며 율동적이다.
포마의 서술공간은 과거의 설화 혹은 신화화된 역사이며 그것은 전숭 화자
를 통해 현재와 연결된다. 그의 시공간은 이야기의 출처를 쫓아 신화적인 시
공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함으로써 원을 그리는 시
간이 공간화된 공간이다)2) 그의 서사체는 악마적인 환상이 플롯의 중심을

이루며 역사와 설화와 선화가 하나로 혼용되어 있는， 즉 현재와 파거， 현실
과 환상의 경계가 없는 요정담이며 주인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보물을 찾

아 여행을 떠나는 희화화된 영웅담의 기사이다. 그의 리얼리티는 그것이 오
늘의 일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포마의 세계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가 없는 죽음의 세계이다. 그의 카
니발적인 공간은 피와 시체와 산 제물의 향연이 벌어지고 악마와 인간의 영

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랙 카니발의 세계이며 그것은 마까르의 세계의
뒤집힌 모습， 그 이면이다. 그것은 악마적 환상의 공간으로 상징된 영혼이
부재한 희극적인 일상의 이면이라고 할 수 었다. 이상의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포마의 스타일은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13)

12) 벨르이의 개념에서 시사받은 것이다. 뻐，lIpel! DeJ빼，

M4 CTepCTBO

roro.lll1(München,

Wilhelm Fi따 Verlag, 1969), p. 20. 여기서 벨르이가 원 (Kpyr)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은 r 검찰관』과 f 결혼 *eIßlTb6a.!l의 ta6yJ14가 하나의 원처럼， 시작했던 것으로 끝난다
는 말이었다. 뽀드꼴료신은 시작했던 것으로 끝내고 r검찰관」에서는 마지막의 장면이
첫 장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는데 “시간의 銀이 공간의 원으로 바뀌었다”는 표현
은 흥미있는 지적이다. 이 원의 개념은 고골의 다른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다만 그것은 단순한 원이 아닌 원접회귀의 상정을 담고 있으며 화자의 자신의
서사체에 대한 아이러닝한 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여기서 낭만주의와 바로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개념규정부터 논
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글은 고골의 작품이 낭만주의인가 바로크인가를 규명하
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고골이 성장기와 활동기에 걸쳐 두 문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의 언어와 사고 뒤에 두 문화의 요소가 공존해 있음을 인정

하고 그것이 위의 두 화자의 스타일에 각각 특징적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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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흔』의 제 1 부가 출판되어 나왔을 때 셰브이료프는 고꼴의 작품 속

에서 무언가 두 갈래로 갈라진 듯한 두 개의 성격， 두 개의 존재를 보았고
로자노프도 고골을 가리켜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강렬하고도 목적없
는 서정성(Iyricism) 과 그 밑 하계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러니

(Irony) 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줄 모르는 작가”라고 했는데 이러
한 특징은 비단 그의 후기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간 니꼴라이 고골의 특정이기
도 할 것이다. 고골의 예술을 외피보다는 내면세계의 표출이라는 시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려 했던 로자노프나 상징주의자들의 “그의 작품은 본질적
으로 마음의 투사(投射)이며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묶어 하나의 단일한 전
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골 내면의 신비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14)는 표현은 그의 초기 작품집인 지깐까 사이클에서부

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정성과 아이러니라는 두 방향을 놓고 본다면 전자는 마까르의 스타일

에 해당되고 후자는 포마와 루드이 뻔꼬의 스타일에 해당된다.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고골의 초기작 『이딸리야 HTaJIH.ll.ll, Ii'간즈즈 퓨헬가르첸 faHU

KJoxeJIbrapTeH .lI도 마까르의 스타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정성과 아이러니

이다. 고골의 산문과 관련하여 바로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A.벨르이

였다(A. op. cit. p. 8). 그 뒤 치쟁스끼는 우크라이나 바로크와 연관시켰으며 (Dmitrij
ζiZevskij ， HistOTγ of Russian Liten따ure - from the eleventh century to the end of
the Baroques', -GRA VENHAGE, Mouton & Co. , 1971, p. 437; A Histoη @
UkIα1따1 Literature, From the 11th to the End of the 19th Centuη， 뼈lS. Do lly
FeI용uson， Doreen Gosline, and ulana Petyk, ed. George S.N.Luckyj , Littleton, Colo. ,
Ukranian Academic Press,1975, pp. 261-365) , 시납스끼는 이탈리아 바로크와 관련시
켰다(A6pllw TepQ, B reHH roroJlJl, f1Il pll:lC, CHH TIlkCHC , 1981 , pp. 349-353). 그리고 샤피로
역시 고골의 전 작품에서 바로크 유산을 지 적한다(G.Shapiro， op. cit>. 여 기서는 바로

크의 특정으로 조형감과 잭채갑， 세계종말에 관한 기독교적인 모티프， 인생의 연극성，
허무사상을 주로 수용했고， 낭만주의의 특정으로는 현설을 부정하고 이상을 추구하려
는 사상，역사와 민속을 동일시하는 역사주의적인 태도 둥을 수용했다. 포마와 마까르
의 이야기의 개별적인 모티프들은 작품분석에서 언급된다. 바로크의 조형감과 색채갑
에 대해서는 특히 치챔스끼(우크라이나 문학사)와 시납스끼 참조. 고골의 민속과 역사
에 대한 관심과 당시 낭만주의 영향하에 있던 러시아 문단 상황과의 판련은 Vasily

Gippius, op. cit., pp. 27-30 참조.
14) Roger Keys, pp. 92-9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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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골의 전 작품세계에서 서로 결코 섞이지 않으면서 명행선을 달렸던 두
방향이었다

f 미르고로드』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 두 목소리가 지깐까 사이

클에서처럼 형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품 내에서 항상 섞이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서정적인 목소리가 표현하는 세

계는 현실 너머의 이상화된 새계이며 아이러닉한 목소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하계의 인간과 동물과 식물 등이 하나의 폰재로 묶여져 있는 세계이
다.
그러나 고골의 작품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화자의 이같은 특
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희극적 효과를 위한 고골의 언어적인 특성으로만 이
해하려는 태도도 있다 15) 이에 대해 고골 자신도 1847년의 『작가의 고백』

(ASTopCKa Jl HCnOSellb) 에서 “나는 곧잘 아주 웃기는 인물과 성격을 만들어

내 최고로 웃기는 상황에 그들을 정신적으로 배치시키는 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조풍할 것인지， 그걸로 무슨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16)고 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세계의 회극

성을 언어적인 것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했다. 하지만 작가의 그러한 고백과
는 상관없이 그의 작품을 그의 마음의 투사로서 내면의 정신적 세계를 드러
낸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작품의 화자들의
그로테스크한 성격도 희극적인 효과 뒤에 감추어진 정신세계의 표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려고 작가적 화자 루드이 뻔꼬의 아이러닉한 태도도 그
의 내면과 결부시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집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마까르와

포마라는 두 화자의 스타일이 시종여일한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화자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스타일은 조금씩 변해간다. 마까르의

경우 자신의 서사체와 두었던，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거리감은 정점 없어지
는 화자의 시점 이동이 두드러지고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진다.

15)

“화자의 성격이나 태도보다는 스토리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자가 누구인
지 찾으려는 노력은 무익한 것이고 고골의 화자의 특이한 개성은 회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는 리차드 피스의 지적은 고골의 화자의 특정을 언어적인 것으로만 본 것

이 다. Richa펴 Peace, op. cit., p. 15.
16) 그러나 자신의 언어에 관한 고골의 위의 언급은， 자기가 곧잘 빠지는 원인 모를 슬픔
에 대한 언급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슬픔에 대한 해소책과 관계된 것임을 추정

할 수 있고， 그의 그 원인 모를 슬픔은 고골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 촉 그의
내변의 표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cc -

6, pp. 441 -4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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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의 경우 전언을 통해 신화적 과거에서 시작했던 시점이 점점 현재로 내
려와 자신의 목격담으로 바뀌며 현재와 과거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이와 같

은 변화는 두 화자의 스타일을 단선적인 배치가 아닌 상호작용의 논쟁과정
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인물 화자의 무대인 ‘지깐까의 축일 전야’라는 공간이 갖

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서문이 지적하고 있는 신화 · 전설 · 세태 등의 모티
프와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공간으로서의 밤， 축일 전야 등은 카니발의 세계

이며 지깐까 사이클이 카니발 장르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
리고 세 화자의 이야기의 내용도 이 카니발화된 공간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
으로 보인다17)

카니발은 기존의 질서가 잠시 멈추고 세계가 다시 탄생하는 자유와 축제

의 정신이다. 기폰의 질서에 대한 조롱과 희극적인 모방은 옛 것의 죽음과
새 것의 탄생을 상징하는 대관과 박탈의 종교적인 제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

카니발 정신에는 신구 세대의 갈둥과 성적인 긴장감이 과장되어 나타난다.
성적 긴장은 서문의 경우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상징되며 이것은 다시 여성
성에 대한 태도로 추정된다. 대체로 마까르의 문체에서는 희극적인 소동 속
에서 대관과 박탈이 이어지는 카니발의 세계가 펼쳐지며 포마의 문체에서는
악마적 환상 속에서 카니발의 뒤집힌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서 ‘음식-여성’
과 ‘이야기-화자’의 관계는 성적인 긴장 속에서 동일 차원으로 다루어진다.
‘잔치-음식’은 ‘잔치-이야기’와 동일한 의미의 장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음

식 잔치는 이야기 잔치이다. 이것은 또한 ‘지깐까의 축일 전야’라는 공간이
두 개의 차원에서 카니발화된 공간이며 그 두 차원이 성적인 긴장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드이 뻔꼬의 서문은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명기된 이 카니발에로의 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뻔꼬-고골이 서문의 말미에 세운 ‘지깐까로 가는 이
정표’는 지깐까라는 지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에서 과거， 현실

에서 환상， 일상에서 초월로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뻔꼬-고골은 이 카니발화
된 무대에 두 화자를 등장시켜 카니발적인 삶의 실체에 대한 양극적인 논쟁

17)

Rab lelais and his W orld, σans. Helen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4), pp. 7-28 & pp. 196-199 참조. MIIXlIlIJI DlIXTIIH , “PAfiJ또
Mi따1ail 없이1디n，

”

lI po .nH lI JI CNeXOB lIJI
l(ocToeBCKoro, (MOCKB lI, COBeTCK lI JI POCCIIJI , 1979) , pp.
rO lOJIb (HcKyCTBO

CJlOB

lI

11

H

J< yJl b-ryp ll".ψo 6.neMU

485-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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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 감으로써 사이클을 구성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서 8편의 작품이 각각 하나의 고리로 완성된 작품이면서 마
까르와 포마의 대립되는 스타일의 교체로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두 화자
의 스타일은 시종여일한 단선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패러디하는 과정 속에

서 각자의 스타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부정의 변증법
적 과정으로서 끝없이 연결되어 18) 폐쇄된 사슬구조의 사이클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숨겨진

테마(subtheme) 를 둘러싼 두 세계의

논쟁

과정

(subtext)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작가적인 화자 뺀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끝없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다. 두 화자가 각각의 마지막 작품에서는 다시 스스로의
세계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이중으로 부정하고 있는

루드이 뺀꼬의 이중주는 낭만적 아이러니에 의한 연주라는 것을 작품을 통
해 살펴보겠다 19)

18)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패러디는 때러디되는 대상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반대되는 뭇을
야기시킴으로서 풍자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패러디되는 대상이 자기 자

신이 될 때에는 自 B否定을 통한 自己退照 (refl앉ivity) 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대

해 서 는 Michele Hammoosh. ’"The Reflexive Function of Parody" , CO"따:uatíve
Literature. Vol. 41 , No.2, pp. 1l 3-1 Z7 참조. 여기에서 포마와 마까르가 뺀꼬-고골의
마스크라고 하면 두 화자의 양극적인 부정은 결국 뺀꼬-고골의 자기부정으로 받아들

여진다는 것이다. 반꼬-고골의 아이러념한 언어는 바로 이 역설적인 자기 부정의 태
도로 이해하여야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

19) 역설적인 구성 (romantic irony) 은 작품을 통해서 ‘세계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드러내
는 낭만주의 작가들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환상)를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해 버리는
자기 부정의 형식이다. 테제와 안티테제，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둥의 짝을
이루는 대조나 역설적인 구성은 낭만주의 철학이 강는 인식론상의 중간자적인 이중적

시점에 기인한다. 치쟁스끼는 역설적인 구성과 낭만적 아이러니를 구별하여 전자는
선이 악을 이 기지 못하거나， 혹은 프로타고니스트의 숭리로 끝나는 결말의 고전주의

적인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며， 후자는 절대와 영원에 비할 때 현실파 일상의 무가치
함과 허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역설적인 구성과 낭만적
아이러니는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치제프스키

문학사.!I， 최선 역(민음사，1984)， pp.

r슬라브

193-194 참조. 낭만주의와 낭만적 아이러니의 인
John F. Fetzer, "Romantic Irony" , Elπopean
Romα1ticism' Literat)’ Cross- OJ.rrent, Modes, and Models, ed. Gerhart
Hoffmeister(Detroit, Wayne State Univ. Press, 1990), pp. 20-26 참조.
식 론적 인，

존재 론적 인

논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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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한 순환의 사슬
〈저/1 부〉

사이클은 r 소로친쪼이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은 화자를 중심으

로 볼 때 두 개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3 인칭 화자로서 거의 얼굴을 드

러내지 않는 마까르의 목소리와 사건 속에 있는 인물들의 목소리이다. 장면
과 장면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외하면 마까르의 3인칭적인 목소리는 독자를
장터의 사건으로 인도하기까지의 소러시아 여름 풍경 묘사와 작품 마지막의

결혼식 장면에 집중되어 사건 진행 속의 인물들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를
감싸안고 있다.3 인칭 화자의 뒤에 숨어 사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들려
주는 혹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마까르의 스타일에서
보면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목소리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주석
과같다.

붉은 스비뜨까의 전설， 장터(JlpMap Ka)， 소문， 소동， 오인， 집시， 주막(술) ,
밤 둥의 모티프들은 플롯의 중심에 있는 환상을 동기화할 뿐， 환상은 트릭

(σick)으로 드러난 야르마르까의 소동이며 악마적인 환상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20)

하늘과 대지의 성적인 긴장으로 시작된 21) 도입부의 3 인칭 화자의 목소리

20) 모든 환상적(비현실적)인 사건들이 그리쪼꼬와 집시의 ‘계약’ 뒤에 벌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집시가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음을 추정하는 데 어려웅이 없으며 현실(빼3He
nO.llOBH.lI)을 깨는 직접적인 환상(np~Ma~ ~aHTaCTHKa) 같은 것은 없다고 한 유리 만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10. MaHH , U03THKll rOI‘ O.JIH (M. , XYllO*eCTBeHHa~ 뻐TepaTypa. 1!J78).
pp.74-75. 소문， 소동， 오인은 마까르의 스타일에서 일관되게 플롯의 동인으로 기능하
고 있는 바로크의 facetia 모티프이다(G.shapiro， op. cit. , pp. 27-40). 그리고 고골의
후기작을 중심으로 이 모티프의 플롯 구성상의 기능을 분석한 것으로는 Warren
Johnson, “ Spontaneous gen없tion: The Rumor in Gogol" , RLJ. X X X VU , Nos
126-127 (1 983) , pp. 87-95 참조.

21) “아， 소러시아의 여름 날이여， 취하도록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쩌는 더위인가! 한낮은 정적 속에서 빛나고， 볼타오르는， 높푸른 가없는 대양은 욕정
에 찬 i@J;(f으로 대지를 향해 굽어 깜빡 잠들어 있다. 아름다운 대지를 자신의 대기의
포용으로 꼭 끌어안고서 달콤한 애무 속에 푹 젖어 있구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사
람 소리 하나 없는 툴판. 모든 것이 죽은 듯. 오직 저 위로 하늘 깊숙이 종달새 지저
귀면 은빛 노래가 대기의 사다리를 타고 낳아 사랑에 빠진 대지를 향하고， 가끔씩 갈
매기 울음이나 메추리의 낭랑한 목소리가 스웹에 퍼진다

하늘， 그 깨끗한 거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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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미의 결혼식의 춤 장면으로 연결된다. 화자의 갑자기 진지해진 목소리

는 플롯의 전개 방향을 급변시키면서 이제까지 홍겹고 들푼 분위기가 지배
하고 있던 자신의 서사체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아득히 멀어

져 간다. 그리고 야마르까로 향해 있던 독자들의 시선을 전혀 다른 차원의
심각한 시공간으로 향하게 한다. 플롯 전개상의 낮-밤-낮 하루 주기와 자동
기계처럼 춤을 추며 돌아가는 발의 회전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벙글
벙글 돌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심각한 시공간에서 삶과 죽음의 무한
차원의 순환이라는 원의 상징을 획득하게 된다. 이 원 속에서 탄생과 죽음，

늙은이와 젊은이는 고리로 연결되고 결혼식은 곧 장례식이 된다. 이것은 도
입부의 욕설과 진흙덩이가 갖는 ‘박탈’이 결혼이라는 ‘대관’으로 끝나는 카니
발의 제의의 상징이다.22)

그러나 이를 전하는 3 인칭 화자의 시선은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의 무대
를 향한 시선이다. 그것은 작품의 말미에서 무대를 완전히 떠난， 무한의 시
공간， 혹은 영흔 깊숙히로 향하는 주관적인 시선으로 변한다. 진지한 목소리
로 독자를 향한 듯 하지만 실은 자신의 내변을 향한 1 인칭의 독백으로 해석

된다. 야르마르까라는 무대와는 대비되는 무한의 시공간을 향한 독백이다.

여기서 공간의 원은 시간의 무한으로 전환되는 상정을 얻는다.
11' 0 1 반 꾸빨라 전야 HaKaHYHe HSaHa KynanaJ 는 지깐까 사이클에서

<00

교회의 補蔡가 이야기한 실화 ÓWl b> 이라는 부제가 달린 포마 그리고려예비

치의 세 이야기 중 첫 번째 요정담이다.23)
것은 거만하게 높이 들린 둑 안의， 초록에 싸인 한 줄기 강 ... 아， 달콤한 욕정과 애무

로 가득찬 소러시아의 여름이여!" 원문에서 하늘은 ‘He6。’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의 의
미 인 외 래어 ‘OKe4H’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인 ‘ 3eNJIJI’와 짝을 이루게 해 놓았다. 야르

마르까로 들어서는 장면에서의 이 묘사는 야르마르까(장날의 장터라는 시공 복합 공

22)

간)가 카니발화된 공간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B. H. EpeNHH4, PHTylU1 H φO.nbJU10p (J1eH뻐rpa.a， H4yl<4, 1991), pp.

121-137.

탄생-결혼

죽음의 생산적 체의의 상정에 대한 서술 참조.Mi암1ail B따dl마1， loc. cit; 싸1X4HJ1 6axTH
H,

loc. cit 참조 ‘진흙 던지기’는 r 오월의 밤」에서는 웹꼬가 청년들과 함께 창문 밑에

서 골로바를 ‘욕효}는 노래’로서 나타난다.

23) <뻐J1b> 이라는 부제는 포마의

이야기로 밝힌 세

이야기가 프로프가 분류한 러시아 민속의

작품에 모두 사용되어 포마의

<6빼， 뻐.IlII'IKH>， <6뾰4JlbIllHH&I> 둥의

요정담 장르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B. H. flponn ,
CKIl3K.찌J1eHHHrpa.a，

H3n4Te Jl bCTBO

J1eHHHrp a.aCKoro

HCTOpHqeCKHe KOpHH Bo;me 6Hoit

밴HBepcμTeT4 ，

1986), p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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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것을 다시 들려주는 포마는 r 소로친쪼이 장」의 마까르와는 달리

‘없JlH’의 혹은 ‘ CKa3 ’의 1 인칭 화자로서 항상 사건 (plot) 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직
접 검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항상 ‘나의 할아버지는’으로부터 시작되는 포마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루드이 뺀꼬가 1 인칭 화자로 나와 포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포마 그

리고리예비치를 소개하는 스타일과 똑같다. 포마와 루드이 뺀꼬의 언어가
같은 구어체인 점은 서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화자의 구어체

언어뿐만이 아니라 구전문학이 창조적으로 전승 변형되어 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장) 포마의 앞에 모여 앉은 루드이 뺀꼬와 마까르는 겨

울밤 할아버지 앞에 모여 앉은 포마의 형제들을 연상시킨다. 죽은 할아버지
가 죽은 할아버지의 숙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포마에게 들려주고 포마는
다시 두 청자를 대상으로 이를 들려주는 것이며 독자는 그걸 다시 루드이

빵꼬를 통해 듣는 것이다.
포마의 서술공간은 「소로친쪼이 장」의 야르마르까와는 달리 ‘악마적 환
상’이 일상으로 되어 있는 설화적인 세계이다. 그리고 독자가 포마의 할아버
지를 따라 들어간 백여년 전의 역사적인 시공간은 화자의 서술과 더불어 신
화적인 시공간으로까지 후퇴한다. 전언 형식으로 계속 후퇴하는 화자의 서

술 스타일은 신화적인 시공간으로까지 계속 후퇴하는 플롯의 구조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마가 자신의 서술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스타일도 들어갈 때와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똥)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포마의 서술이 자신의 서
참고. J1e빼， pyc 1UlJ( 4 , .IlONOBOA ,

“epTBell, 매IIBe.lleHlle，

KO JI.llYH, 3H4X4pb 둥의 요정 답 모티프에

KJlIlll,

'1 epT

,

o60poTeHb , Be.ll벼4 ，

이 반 꾸빨라 쫓와 고사리 꽃(n4nopoTHIIK) 의

전설까지 결합된 이 작품은 포마의 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신화적인 요정담이다.
1830년 조국 잡기

(OTe'leCTBeH뻐e 3 4nIl CKII)

2.

3월호에

익명으로 발표될

당시의

r5I1C4Bp~K IIJIII Be 'l ep H4K4HYHe ‘1B 4H4 -Kyn4J1 4. 뻐JIOpoCC때CK4X nOBecTb(1I 3 H4pO.!IHOrO

npe.ll4H11X) ,

p4CCK434HH4X

.!Ib X'IKON

nOKpoBCKOA

QepKBIIJ 라는

긴

제목은

장르상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포마의

이같은

스타일은

낭만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앞서의 지적과 관련된다.

24) D.

Fanger는 이것을 가리켜 익명성 문학(inauthentic literature) 의 생명이 없는 페이

지로부터 인물 (ch밍llctδ) 의 존재를 출발시키는 의사-세르반테스적인 방법이라고 지
적 했다. D. F없1ger， πJe Creation

87.

of Nicolai Gogol

(Harv ard Univ. Press , 197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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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서 빠져 나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작품의 말미에 감상적으로 첨언

한 마지막 해설도， 갑자기 무한의 시공간으로 향하던 마까르의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1 인칭의 목소리가 3인칭적으로 바뀐 느낌을 주고 었다.
빼뜨로와 뼈도르까의 신화적인 운명은 꾸빨라蔡의 근친상간 모티프에 의

해 비극적인 결말과 동생 이바시의 희생으로 드러난다.26) 희생제가 벌어지
는 곰계곡은 「소로친쓰이 장」에서 빠라스까와 아버지 체레빅이 춤추던 체레

빅의 집과 플롯상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근친상간 모티프이다. 그러므로 결

혼과 무덤의 상징은 대관과 박탈로 이어지는 삶과 죽음의 무한 순환이 아니
라 시간이 멈추어 버린 영원한 불임의 공간이다. 이렇게 하여 r 이반 꾸빨라

전야」는 결혼과 무덤의 모티프를 이어받아 악마적 환상을 축으로 서술과 플
롯에 있어 r 소로친쓰이 장」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포마의 이야기에 대한 마까르의 재반격이 다음에 이어지는 r 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처녀 (MaRcKa~ H04b , HRH yTonReHH때a)J 이다

r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는 구성과 화자의 서술 스타일에서 r 소로친쓰
이 장」과 홉사하지만 루살까 (PYC aRKa)나 마녀， 검은 고양이， 유령 등의 요정

담의 모티프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r 오월의 밤」에서 요정담의 모티프를 채용한 것과 함께 마까르의 서술 스
타일도 달라져 있다. 서술 스타일의 2분법， 즉 사건을 진행시키며 해설을 하
는 3인칭 화자의 목소리와 사건 속의 인물들의 목소리가 대조적으로 나뉘어
져 있다는 점에서는 r 오월의 밤」과 r 소로친쪼이 장」은 동일하다. 관념적인
25) .. 미안하지만， 이것으로 모든게 묻난 것이 아니야 (no3BO JlbTe ,

3THN ellle He BCe

KOII'IHJlOCb)." 라는 말로써 두 꾸빨라제의 신화적인 공간을， 그런 다음 죽은 할아버지

시대의 셜화적인 공간을 거친 다음， “여기가 바로 그 술집이 있던 바로 그 장소야，
이젠 모든 게 조용하지만(BoT Tenepb Hll 3TON CllNON NeCTe , r Jle CTOHT ce.1lO HllIle ,
Kll*H Cb, BCe cnoKoI!HO)." 하는 말로써 출발시점으로 되돌아오고 었다.

26) Ivan

Kupalo(Kupala)는 동슬라브족의 夏至奈의 主神으로 구력

6.

24가 정 확한 그

제의일이다. 지역에 따라 이반의 날 혹은 쿠팔라의 날이라고 했던(러시아 지역에서는
쿠팔라의 날이라고 했다) 이 날은 전유럽에 걸쳐 있던 하지를 기념한 태양제였는데

이

날의

제의

행해졌다. 이

행사에서는 태양을 상정한 불과 대지를 상징한 물의

Tonop。B， ”뼈llH KynllJlo"’， M빼>J10rH'ICKHi1

303,

결합의식이

제의에는 오누이간의 근친상간 신화가 있다. B. B. HBllHOB & B. H.
CJ10B 8.pb

,

Co BeTCJ:ll Jl e때HKJlOneJlHJl(t.I.，

A. H. A빼HllCbeB ， ZHB8.J1 B048. H Bell.ee CJ1O BO (tdocKBll , COBeTCK llJI POCCHJI ,

455 f f. 참조.

1991), p.
1988)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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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담아서 에로틱하게 자연을 묘사하는 전자의 스타일이 r 소로친쓰이

장」에서는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 놓임으로써 작품을 갑싸안고 있었다. 그러
나 「오월의 밤」에서는 플롯을 따라가며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
다:2:7)
이렇게 관념적인 자연묘사가 인물들의 행위를 뒤따르며 인물들의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그 자연묘사가 사건 밖에 객관

적으로 물러서 있는 작가적인 목소리라기 보다는 사건 속에 있는 인물들의
심리묘사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r오월의 밤」의 화자는 「소르친쓰이 장」의

화자만큼 자신의 서사체와 거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28)

1 장 말미에서

랩꼬와 간나의 대화 중에 나오는 자연묘사와 V 장에서의 랩꼬의 꿈속에 나
타난 자연묘사는 3 인칭 화자의 객관적인 목소리로서 보다는 3인칭 화자의
목소리를 빈 랩꼬나 간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진다.
사건이 전개되는 곳곳에 나타나 주관적인 목소리로 해설을 하는 듯한 화

자는 독자의 손을 잡아 끌 듯이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는 1 인칭 화자

의 포마를 닮았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시켜 가는 중에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 하는 ‘우리>라는 1 인칭은 포마가 들려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역시 마까르

가 보여 주는 목소리언 것이다. 즉 포마의 목소리가 섞인 마까르라고 할 수
있다.
「오월의 밤」에서 r 소로친쪼이 장」과 가장 유사한 화자의 목소리는 H 장

서두의 우크라이나의 달밤 묘사에서이다，29) r 소로친쓰이 장」의 서두와 흡사

한 에로틱한 묘사이지만 밤과 달과 은빛이 만들어 내고 있는 분위기가 다르
다. 그러나 황금빛 열기 속의 한낮의 무한한 공간과 은빛의 선비한 밤하늘의

27) I 장의

랩꼬와 간나가 밀회를 하는 장면에서 산 위의 폐가- 연못이 저녁 어스름 속에

서 별빛을 받고 있는 모습과， II 장 서두의 달빛 아래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밤， 그리고

V 장의 연못가에서 잠자는 웹꼬의 꿈속에 나타난 달빛 아래 폐가의 풍경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28) 포마의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듯이 마까르의 시점은 무대 (서사체)밖에서 무
대 위로 이동하는 것처렴 변화해 간다.
29) “혹 우크라이나의 밤을 아십니까? 아，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의 밤을 모르실 겁니다!

속 깊이 올여다 보세요. 하늘 한 가운데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달. 끝없이 휘어진 하
늘은 더욱 멀리 벌어지며 더욱 끝없어지고， 타오르고 숨쉬는 하늘. 온 대지를 덮고 있
는 은빛. 달콤한 애무로 가득 창 상쾌한 대기의 신기함. 살아 꿈틀거리는 향기로운 대

양. 성스러운 밤! 매혹적인 밤!" 각주 21)의 여름 한낮 묘사와 비교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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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신적인 보면자를 지향하는

동일한 시선으로 보인다.30 )

r 오월의 밤」에서는 서사체 내의 현실에 위치한 갈랴와 서사체 내의 이야
기와 꿈속에 위치한 루살까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플롯이 명행으로 달리다

V 장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31) 요정이라는 초자연적인 힘， 혹은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영혼의 힘이 인간의 현실의 삶에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r 01 반 꾸빨라 전야」와 같은 요정담이지만 마까르는 마법 대신 꿈

을 이용했으며 따라서 r 오월의 밤」에는 악마적 환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사체 내의 현실파 꿈이 만나는 지점， 즉 꿈속에서 루살까로부터 받은 꼬미
사르의 메모가 꿈에서 깨어난 뒤의 랩꼬의 손에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는 점

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약간 흐려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32)

악마적 환상은 희극적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소문과 오인(誤認)에 의
한 소동이다. 폐가-연못에 관한 소문， 범인찾기 소동과 오언 동은 r 소로친쓰

이 장」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구 세대의 갈둥과 성적인
긴장은 이전의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드러나 있다. 뒤틀린 성적
긴장은 촌장과 그의 처제 스보야체니짜， 촌장과 갈랴 사이의 의심스러운 성
적긴장으로 변형되었다.
r 오월의 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영혼의 세계와 지상의 현실의 삶과의

30) 사므이슈끼나는 황금빛과 은빛은 성상화의 잭채로서 우크라이나의 대지와 하늘의
완전함을 상정하는
CÞOllbKnopH3W4:
마IK4HbKH>)" ，

31) 1 장에서

JlB4

것이라고 한다
THn 4 CK434 H

PyCCKlUl

A. B. C4Nh111l KHH4

.llH TepTypH Il.lI

llHTefJIf Typll H.3.(뻐YKA，

“ K npo6newe roroneBCKoro

nOneNHK4 B

1979),

pp.

<<Be'l ep4X

H4 xyrope 6.11H 3

68-69.

드러난 갈랴의 괴로운 운명이 V 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갖듯이

I

장에서

드러난 루살까의 운명， 즉 마녀·계모가 들어옹지 5일만에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괴

로운 운명도 V 장에서 해결되고 있다. 1 장에서의 랩꼬의 세례나데는 갈랴를 불러냄

과 동시에 갈랴의 영혼(기억) 속에 있던 루살까를 불러 낸 것이며， 이는 V 장의 꿈에

서의 세례나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2) r 소로친쓰이 장」과 r 오월의 밤」에서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았으며 현재라는 시공간에서는 환상적인 것의 회미한 흔적만 남기고 었다고 언급하
고 꿈속의 메모지가 현실이 된 것도 환상적인 것의 흔적이라고 지적한 유리만은 개별
작품의 차원에서는 타당하다(Rl. t.la HH, op. cit. p. 78)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져 가는 것이 사이클 내에서 마까르의 스타일의 변화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이 흔적만 남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보다 타당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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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r 이반 꾸빨라 전야」와는 반대로 드러내고 있는， 즉 「이반 꾸빨라 전

야」를 뒤집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깔레닉이 취한 걸음으로 원을 그리며 거리
를 혜매는 마지막 장면은 ‘소로친쓰이 장’의 결혼식 장면의 원무의 상정과
동일하게 끝없이 순환하는 회극적인 세상의 연극성과 그 덧없음을 무한의
밤하늘과 은빛 대지에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다.
r 잃어버린 편지 J(nponaBmaH rpaMMOTa) 는 다시 포마의 할아버지의 옛이야

기로 돌아간다. 포마의 l 인칭 서술은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
기까지 한다.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라는 화
자의 말에서 그의 서술 시점이 보다 현재 쪽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r 잃어버린 면지」는 「이반 꾸빨라 전야」와 같이 마녀， 숨겨진 보물(펀지)，
술과 주막(빼HOK ， mMHKapb) , 밤， ‘보물찾기’ (KlIall) 의 모티프가 들어 있으며 ‘보
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의 마법의 세계로의 여행을 플롯으로 하고 었다.

할아버지는 악마의 못된 소행을 정벌하고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아 오기 위
해 말을 타고 험한 길을 떠나는 용사의 형상 (õOraTNpb) 인 서사적 주인공이
다.33 )

그러나 그 모티프와 플롯은 r 오월의 밤」과 바로 연결된다. 편지(메모지)
와 여제의 모티프는 r오월의 밤」에서와 같이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범인 찾기， 술래잡기의 모티프는 마녀들과의 카드놀

이 모티프와 연관되고， 반두라의 웹꼬는 말탄 보가뜨이리의 할아버지와 동

일한 형상으로 연결된다.
할머니의 꿈 , 즉 할아버지가 마녀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할머
니는 꿈에서 벽난로 (netfKa) 가 방안을 걸어다니고， 그릇， 대야， 부젓가락 등
이 삽으로 떠다 버린듯이 내던져지는 것을 겪었다는 것， 즉 할아버지의 악마

세계의 여행과 할머니의 꿈의 관계는 「오월의 밤」에서의 ‘현실의 소동’과 ‘꿈

속의 소동’과의 관계와 동일한 거울의 이미지이다.
마까르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혼은 현실과 유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에 속

33) A. B. Caw빼kHHlI， Op. cit , 그는 r 잃어버린 편지」의 할아버지만 보가뜨이리의 서사적인

주인공으로 언급했지만이반 꾸발라 전야」와 r 무서운 복수」의 다닐로도 보가뜨이리

의 서사척인 주인공이며 r 마법에 걸린 땅」의 보물을 캐러 가는 할아버지도 보가뜨이

리의 형상이다. 대체로 마까르의 주인공은 박탈하고 정벌하는 자이며 포마의 주인공
은 찾아 나서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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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가해한 것임에 반해 포마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혼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포마의 영혼 속에 살아서 하나가 되어 있듯이

현실에 내재하여 있는

악마적인 것이다. 그러나 r 오월의 밤」의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뒤집어져 홍겨운 한바탕의 소동으로 바뀌어 버린다 r 잃어버린 펀지」는
그 모티프와 플롯의 구성에 있어 「오월의 밤」을 뒤집은 것이며 패러디한 것
이다.

r 잃어버린 면지」의 악마적 환상은 r 01 반 꾸빨라 전야」처럼 비극적이지도
않고 r 오월의 밤」처럼 심각하지도 않다. 그것은 오히려 마까르의 첫 이야기
인

r 소로친쓰이

(farce) 에 가깝다

장 J 에서처럼

장터(.sI pMapKa) 에서

벌어진

한바탕의

소동

r 잃어버린 면지」의 자뽀로제쓰와 r 소로친쪼이 장」의 집시

는 악마적인 소동을 촉발시키는 동일한 기능의 모티프이다. 할아버지와 자
뽀로제쓰 사이의 계약은 그리쓰꼬와 집시의 계약으로잃어버린 편지」의
야르마르까는 r 소로친쪼이 장」의 야르마르까로 연결된다. 할아버지와 카드

놀이를 하는 마녀들의 형상은 야르마르까의 거간꾼들의 거간을 뒤집은 것이
다. 즉 포마의 r 잃어버린 편지」는 서술양식과 모티프의 사용에 있어 마까르
의 「소로친쓰이 장」에 의해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시 뒤집히는 것으로 보인다.
마까르의 이야기인 r 소로친쓰이 장」과 「오월의

밤J ， 그리고 포마의 이야기인 r 이반 꾸빨라 전야」와 r 앓어버린 편지」는 그
스타일 차이가 획을 긋듯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이 네 작품이 그저 병렬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각 작품이 도입된 순서에 따
라 다음에 오는 작품이 앞 작품을 모티프와 플롯의 구성으로 패러디하면서
앞 작품에 도입된 모티프와 플롯을 교묘하게 뒤집으며 이어가고 있는 지깐

까 사이클 1 부의 구성은 그것이 마까르와 포마의 두 스타일의 상호관계를
통한 변증법적인 논쟁의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논쟁의 핵심 모티프의

하나로서 ‘영혼’을 들 수 있는데 마까르의 이야기에서는 일상의 회극적인 인
간들이 영혼이 박제된 모습(자동기계， 취객)으로 그려져 있다면， 포마의 이

야기에서는 그 영혼(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행의 무망함(인간의 악마
성으로 인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작품은 상호 패러디의 관계로 이어지며 마지막 「잃어버린 펀지」는 다
시 r 소로친쓰이 장」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쇄된 순환구조는 포마
의 두 이야기의 마지막이 원점 회기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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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아이러니의 구조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지깐까

사이클 1 부는 낭만적 사이클의 형식 속에서 마까르와 포마라는 두 스타일이

상호 패러디로 충돌하며 커다란 원을 그라는 사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2부〉

작품집의 2부는 화자가 언급이 안된 두 작품과 성격이 전혀 달라 보이는
한 작품 때문에 1 부에 비해 구성이 일견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34) 그러나 서

문에서의 마까르의 퇴장은 문자 그대로 화자로서의 퇴장으로 이해하기보다
는 그 퇴장 소동 자체가 l부 서문의 긴장된 대립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이

해하는 것이 2부의 구성을 1 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부는 r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세시풍

속， 에까쩨리나 II 세 치하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공간에 쪽至쫓를 주요 모

티프로 한 세태담으로서 당시의 꼴랴다 풍습이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35) 또한 마녀， 악마， 지옥， 마법사 등의 모티프와 악마적인 환상이 있는

34) F. C. Driessen, op. cit., p. 86.

드리 센은 화자의 성격과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부의 구성의 단일성을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부와 2부의 서문에서 보이는 루드이 빵꼬의 두 화자에 대한 태도와 마까르의 퇴장 소
동도 그에게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는 익살로 보인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Ibid. ,

p. g!.

35)

“꼴랴다 풍습은 동슬라브족의

12월

12일이

KOJ\JlJlIl는

되기도

원래

하는데

통나무神을

‘I<OJlJlJ]OBIlTb’한다고

태양신제인 동지제의

우크라이나에서는

가리키는

한다I<OJIJIJlI<H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12월

말이며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제의식이며

25일이

지역에

그

KOJUlJlIl를

I<OJlJlJ]Il 찢嚴의

따라서는

제의일이었다.

굴리는
음식을

의식을
얻으러

A. H. 때IlHIlCbeB ， Op. cit., pp.

4U8-473. 여기에 대해서는 고골 자신이 직접 주석을 달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집마다 창문 밑을 찾아다니며

하는데

그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을 ‘I<OJ\JlJlOBIlTb’한다고

부르는 노래를 ‘I<OJ\JlJ]l<H' 라고 한다. 집주인이나 집에

있는 사랍은

소세지， 빵， 동전 둥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I<OJ\JlJ]O B IlTb하는 사람의 자루에 넣어

준다. 어느 때인가 사랍들이 神으로 섬기는 ‘KOJ\Jlllll’라는 통나무神이 있었다고 하는데

‘I<OJlJlJ]I<H’는 아마 거기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런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작년에 오시쁘 神父가 마을에서 ‘I<OJUlJlOBIlTb’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은

악마를 섬기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다면

‘ KOJUlJlI<H’에는 ‘KOJUlJlIl’ 神에 대한 가사는 없다. 성탄절 노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끄예느

지주이

부부와

아이들과

집안

모두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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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담적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익명의 화자는 서술의 시각이 지깐까 내부인의 시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3 인칭 화자로서의 마까르의 스타일에 가깝다소로친쓰이
장」과 r 오월의 밤」에서 관념적인 자연묘사와 희극적인 소동의 일상의 묘사
사이에 보이던 화자의 서술공간의 이분법은 r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보이
지 않는다. ‘소동’， ‘소문’， ‘오인’은 이전의 마까르의 스타일에서 보았듯이 플
롯을 이끌어 가는 주요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환상의 경계
는 거의 사라졌다.

r 크리스마스 이브」의 모티프와 플롯은 「잃어버린 편지」에 직접 연결된

다. 부젓가락(빗자루)을 타고 나는 마녀 (nOMOBOR) ， 지옥 (neKJlO) ， 악마와 내기，
성호긋기， 악마를 타고 나는 것(새처 럼 나는 말)， 자뽀로제쓰， 여제 (uapßua)
에의 여행 동은 모두 r 잃어버린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진 모티프들이
다. 숲 속의 마녀틀과 야르마르까의 여인들과의 대비는 빼쩨르부르그의 여

제와 지깐까 마을의 솔로하 (COJloxa) ， 옥사나(OKcaHa) 등과의 판계로 대체되
었다잃어버린 편지」에서의 할아버지 모자(manKa) 는 강인한 남성성의 상징

인 반면 바꿀라의 신발( 'I epe Bl’ KH. 6amMaKß) 은 남성성의 박탈로 해석되며 이
는 바꿀라의 악마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미래의 마녀인 옥사나의 바꿀라에
대한 송리로 보인다. 태양신의 상정인 대장장이 바꿀라는36) 마녀들에게 잃

어버린 죄인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보가뜨이리의 형상으로 할아버지와 대비
된다.

이 작품에서는 민속적인 모티프와 기독교적인 모티프의 혼용이 두드러진
다. 성모 마리아， 사도 베드로

성 니팔라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r 소로친쓰이

꿀별치기의 견해." CC- l, p. 11 1. 견해라는 이름의 이 주석은 뺀꼬-고골이 사이클의
8작품 중 유일하게 단 것으로 그의 민속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
지식도

상당한

것처렴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보인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크라이나가

실제의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아이러닉한 일이다.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꼬뜰랴랜스끼였다. KOTJ1J! peBCICH때 "Pe IlJlbH뼈 H POWIlHTHQeCKÎA 3neWeHTN
Bb <<Beqepaxb HIl XYTOpt 6nH 3b 뻐 IC Il Hb뻐>>"， ffHKOJUlil B4CHJrbe B1f'lb
H CO 'lHHeHÍ J1 COCT4B lUTb B.

H. f1o KPOBCKiit(t.'il CICB Il,

JUlUIlb -

ero :taf3Hb

1915) , p. 100.

36) 대장장이는 불과 관련된 창조의 힘을 가진 반선반인의 신화적 인물이다. "KY3He l.\"
Mnφ“’ HapoAOB MRp4 -

21-22

3HQUKAOneAHJ1(MocICB

Il,

찬조 바꿈라와 대장간은 ‘최후의

해석된다

COBeTcK~ 3뻐HICnone.m돼，

섬판날의

1988),

베드로’와 지옥불의

T.

2,

,

pp.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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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r 오월의 밤」에서 무한의 공간과 일상을 잇던 ‘하늘에서 천사들이 놓은
사다리’는 빼쩨르부르그 여제의 궁전의 계단 (no 며MaTbC~
OCBemeHHym

Ha 6AHCTaTeAbHO

AeCTHHUY)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특징

적으로 보이는 색채감이 가장 두드러진다. 바꿀라가 또한 그림을 그리는 화

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꿀라는 성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배반했던 것처럼 정교 믿음을 세 번 배신한다 .37) 교회 왼쪽 벽의 ‘지옥에
빠진 악마’는 오른쪽 벽에 그린 ‘최후의 심판 날의 성 베드로’， 천국과 지옥，
천상과 지상 동의 모티프는 빼쩨르부르그와 지깐까의 삶을 대비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한의 신비한 영원성이 ‘최후의 심판’과 복락원으로 대체되었을 뿐 이

작품의 스타일은 변형된 마까르의 스타일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칠국 이 작
품은 1 부의 작품들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r 잃어버린 면지」의 포마가
마까르에 의해 뒤집힌 것이라고 활 수 있겠다.
r 크리스마스 이브」와 「무서운 복수」는 우선 색채감과 리듬감의 대립이라

는 특정을 보여준다 r 무서운 복수」의 스타일의 핵심은 리듬감 (rhyme)과 추
리소설의 기법같은 플롯 구성， 맹인 반두리스뜨의 노래이다.38) 3 인칭 화자의
시적이며 서정적인 목소리가 r 소로친쓰이 장」이나 r 오원의 밤」에서와 같이

자연묘사에 질린 화자의 관념적인 내적해설을 연상시키는 것 때문에 마까르
의 스타일로 보이지만 까자끄의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 포마의 스타일에 가
깝다. 중세의 음유시인 (troubadour)을 연상시키는 맹인 반두리스뜨는 구전화
자의 변형으로 보인다. 늙은 맹인 반두리스뜨의 앞에 모여선 청중은 ‘겨울
밤 할아버지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의 변형이며 반두리스뜨의 노래에 대한

청중들의 눈물은 포마의 할아버지 이야기 솜씨에 대한 자랑과 동일한 기능
을 한다. 죽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

37) 첫 번째는 옥사나에게 상처받고 자살을 결심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악마와 한 종족인
자뽀로제쪼 뿌짜뜨이 뼈}쭈끄를 찾아가 악마의 도움을 받으려 했을 때이 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편이 되면 세상의 모든 돈과 옥사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란 악마의 유
혹에 동의를 한 때이다. 그리고 그가 빼쩨르부르그에서 지깐까의 집으로 돌아왔을 떼
첫닭이 울었던 것도 성 베드로의 배신과 관련된 모티프이다.

38)

r 무서운 복수」의 시적인 율동감과 음악성에 대해서는 A. 5e.nIDí, Ma. cTepcTBO rorOJlJf

(München , Wilhelm Fink Verlag , 1969) , pp. 57-68; F. C.
조

D끼essen，

op. cit.‘ p.9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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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화자와 앞 옷보는(따라서 못읽는) 맹인 반두리스뜨의 노래의 출처가
바로 똑같은 식으로 끝없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포마

의 스타일로 대변되는 구전전숭문학의 생성 과정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이
다.
모티프와 플롯의 전개 과정에서도 r 무서운 복수」가 이전의 작품들과의

연계선 상에 있는 포마의 스타일임이 입증된다무서운 복수」는 마법사

(1< 0 JlLlYH) , 유령(강시)， 루살까， 숲귀신(JlecHoR llelü , 무덤， 낡은 성，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 마법의 말(馬) 동의 모티프와 악마적 환상이 있는 요정담의 일
종이다.39)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상간의 비극적 운명은 r 01 반 꾸빨라 전야」에서
와 같이 죽음과 파멸을 상정하는 모티프이다. 결혼식장에 출현한 마법사와

성상의 축복에 대립한 재난의 예견 귀로의 낡은 성과 공동묘지에 나타난 세

유령은 결혼과 결혼의 귀로가 죽음과 무덤임을 암시한다. 가장 비극적인 상
징의 모티프는 죄없는 이의 희생， 즉 다닐로와 까쩨리나의 아들 이반의 죽음

이다. 플롯과 모티프 그리고 공포의 분위기는 모두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모
아진다. 이 어린아이가 r 이반 꾸빨라 전야」의 이반과 연결이 되는 것은 자연
스럽다.
그러나 죽음과 파멸이 기독교적으로 확장되는 ‘최후의 심판’， ‘세계의 종
말’의 모티프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직접 연결된다. ‘지옥에 빠진 악 oF 의 벽
화 앞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여인은 까쩨리나와 아이 이반의 형상으로 이

어지고 이는 옥사나와 아이의 형상과 서로 뒤집힌 모습으로 종말의 상징이
다 .XVI 장의 神 앞에서의 빼뜨로는 ‘최후의 심판날의 빼뜨로’로 비유되었다‘
이는 r 크리스마스 이브」의 ‘최후의 심판날의 빼뜨로’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악마를 지옥으로 내쫓는 심판자의 위치인데 반해 r 무서운 복수」의 ‘최후의
심판날의 빼뜨로’는 심판을 받는 악마의 모습이다. 여기서 r 크리스마스 이

브」가 뒤집혀 패러디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 무서운 복수」의 역설적인 결말， 즉 이반의 빼뜨로에 대한 ‘무서운 복수’

39)

그러나 강시(유령)와 마법이 벌어지는 낡은 성， 초혼 둥의 모티프는 이제까지 보아왔

던 요청담의 모티프툴과는 다르고 슬라브적인 요소가 아닌 서유럽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모티프들과 작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이 작품에서 「이반 꾸빨라 전야」

에서처럼 독일 낭만주의의 티크 호프만 둥의 작품의 영향이 연구， 거론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F. C.

Driessen, op. cit., pp. 107-109 참조. 그는 Tieck의 rLiberszauber J

의 독일어 원문을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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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원을 받아들인 神은 이미 전통적인 기독교 神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神에게 ‘무서운 복수’의 청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떠돌이가 된 이반은 그 자신 역시 자신의 ‘무서운 복수’
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역설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원을 그리는 포마

의 스타일이다.
까쩨리나의 꿈도 환상과 현실이 공폰하는 포마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
다.IV 장에서 아버지에게 구혼받는 까쩨리나의 꿈이 사실로 드러녔을 때 까
쩨리나가 아버지를 적그리스도 (aHTHXpHCT)로 선언하며

다닐로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다"(ThI

아버지를 부정하고

Y MeHJI OTeu) 라고 말한 것은 r 크리

스마스 이브」에서 바꿀라가 옥사나에게 한 말을 뒤집은 것으로서 그 상징까
지 도치되어 있다.40) 즉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남편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
로써 까쩨리나의 운명에 예정된 근친상간의 불가피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
석되는 것이다.

불안한 긴장감 속에 나란히 병행하던 두 개의 죽음의 상정(세상과 아이)
이 XVI 장의 반두리스뜨의 노래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크리스마스 이
브」의 때러디는 완결된다. 세상의 파멸을 가져온 ‘무서운 복수’는 r크리스마

스 이브」의 약마가 달을 홈침으로써 새로운 생명인 바꿀라에게 하려 했던
‘笑劇적 복수’의 패러디로 연결되었음이 드러난다

r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그로테스크한 마법사로 나온 자뽀로제즈가 r무서운 복수」에서는 전설적이고

용맹한 보가뜨이리의 형상으로 변한 것도 흥미있는 뒤집기이다. 화가의 색
채감과 반두리스트의 리듬감은 두 작품의 외형상의 대립적인 구성을 가장
잘보여주는 것이다.
r 01 반 표도로비치 슈쁜까와 그의 숙모」는 서문의 화자이며 편집자인 루

드이 뺀꼬의 작품과 그 화자 스쩨뺀 이바노비치 꾸로치까에 관한 소개와 스

쩨뺀 이바노비치 꾸로치까의 ‘슈쁜까와 그의 숙모’에 관한 이야기의 두 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다. 루드이 뺀꼬의 소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r 슈쁜까」

40) 바꿀라와 솔로하 사이의 성적긴장은 바꿀라가 욱사나에게 한 .. 당신이 나의 어머니이
다"(T"， Y eHJ! NIlTb)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 었는데 이것도 박탈파 대관으로 이어지는

“

건강한 삶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머니와 아내의 동일시일 뿐으로 마까르의 r 소
로친쪽이 장」과 r 오웰의 밤」에서 본 박탈의 의미로서의 뒤틀린 성적 긴장과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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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어적인 서문과 스쩨뻔 이바노비치 꾸로치까의 글로 쓰인 이야기가 함

께 묶여진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집의 두 서문에서 보인 태도와는 달리 분명
한 문어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41)
그러나 ‘나쁜 기억력’， ‘글 모르는 아내의 만두 받침’， ‘처음부터 끝까지 얼
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다’， ‘손수건 매듭과 코풀기’ 동의 언급은 포마의 이

야기 솜씨를 자랑하던 것과 대조되는 문어에 대한 빈정거립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서사체에 대해서 아이러닉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며， 또한 문어 스타일의 마까르를 퇴장시키고 구어 스타일의 자신이 그 마까
르의 역할을 아이러닉하게 맡음으로써 마까르라는 마스크로서의 자기 부정
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꾸로치까라는 새 마스크는 마스크로서의
기능보다는 플롯 구성을 위한 장치로 보아야 한다.껑)

그러나 r슈쁜까」도 「무서운 복수」에 이어 패러디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다. 우선 서사체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r 무서운 복수」와 그 순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뒤집힌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 무서운 복수」에서 맹인 반두리스뜨의 둥장은 플롯의 반전 (redirection)
을 가져오면서 서술과 사건의 고리를 해결했지만 r 슈쁜까」에서는 스토리를

중단시키고 서숨을 다시 루드이 뺀꼬에게로 돌림으로써 무해결의 해결， 미

41)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c :lT얘

HCTopHeR

CnyqHnACb

HCTOpHK)는

귀절

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분명히 두 개의 이야기 (HCTOpHK)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보면 루드이 반꼬의 〈서

문〉과 같은 역 할을 하고 있다. 루드이 반꼬는 작품집 1부와 2부의 서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아내의 만두 굽는 솜씨를 자랑하고 두 번째 이야기의 화자 스

해뺀 이바노비치 꾸로치까를 소개한다. 그러나 스째뺀 이바노비치의 꾸로치까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화자로서의 개성이 특별하게 소개되지도 않었기 때문에 지
깐까라는 카니발화된 공간의 (이야기 잔치에 참여한) 화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오
히려 루드이 뺀꼬의 문어전향을 동기화 해주는 기능을 맡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맹인 반드리스트가 r 무서운 복수」의 율동적인 스타일을 동기화해 주는 기능과
동일한 것이다.

42) 우드워드는 꾸로치까와 루드이 뺀꼬의 동일성(동일인이 아닌)을 지적했지만 그 동일
성올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는 플롯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James B. W，αxlw뼈， The Symbolic Art c! Gogol, S，따Jiaz， 1982, pp. 33-35).그러 나
여성의 지배하에 있거나 여성화된 인물이 이 둘만이 아니며 더욱이 이 작품의 플롯은

중단되었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스토리 밖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는 지깐까 사이클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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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 완성이라는 플롯을 만든 것이다. 스쩨뻔 이바노비치 꾸로치까와 반두

, 리스뜨는 플롯 구성상의 동일한 기능을 서로 뒤집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난다.
r 슈쁜까」의 인물들을 r 무서운 복수」와 관련시켜서 생각하면 다닐로， 까
쩨리나， 마법사 장인의 세 인물은 슈쁜까， 마센까， 숙모 바실리사의 관계가

도치된 것임이 드러난다. 다닐로가 보가뜨이리와 같은 남성적인 힘으로 정

교와 조국과 자기의 여자를 지키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여자에 대
해서는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고 무시하는 강인한 까자끄상인데 반해， 슈쁜

까는 나약한 군인으로 점성술 책이나 읽고 여자에 대해 관심도 없으면서 여

자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거세된 남성상인 점에서 서로 뒤집힌 모습이다.
까쩨려나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루살까와 같은 유혹적인 힘을 가진 여성상인데 반해

마센까는 아이에게도

아내의 역할에도 별 관심 없으며 오로지 남성을 지배하려는 욕구만 보이는
남성적인 여자로서 루살까라기 보다는 마녀 (sellbMa) 에 가까운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마법사 장인과 숙모 바실리사는 똑같이 뒤틀린 성적 욕구
를 지년 근친들이라는 정에서 닮았다.
이와 같이 r 슈쁜까」의 세

인물은 r무서운 복수」의 세 인물이 패러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r 슈쁜까」의 구조가
플롯에 역점을 두지 않고 인불묘사로 채워져 있어 세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모티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r 무서
운 복수」에서 이어져 사용되고 있는 모티프들은 종말， 죽음， 공포의 모티프
들이다. 이 모티프들은 여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담의 마차(aLIaMOSCK aJI)，
아담과 홍수는 천지창조와 여자의 유혹과 세계의 종말을 동시에

의미한

다.쉽) 심판 (CYll) 은 ‘재판’의 모티프로 바뀌어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상정한
다. CTpax , CTpaHHO ,

"I YllHO ,

CTpamH。 등은 「무서운 복수」에서 격렬한 비극적

파토스에 실려 있었던 어휘들이지만 r 슈쁜까」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그로
테스크라는 마스크 뒤에 숨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44)
43) 우드워드는 ‘아담’의 모티프와 관련하여 바실리사가 아담의 마차를 소유함으로써 남
성의 지배력을 빼앗고 남성을 욕되게 한 첫 번째 여자에 비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음식-열-여성의 연결로 남성의 남성성을 박탈하고 남성을 지배하는 여성의 형
상으로 지깐까 사이클과 미르고로드 사이클을 분석하고 있다. ].B. W∞dw따'd， op.

cit., p. 30.
44) 만일에 r 슈쁜까」 만을 따로 떼내어 분석을 한다면 인물묘사에 흩어져 있는 위의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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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련 펀지」의 할머니의 꿈무서운 복수」의 까쩨리나의 꿈을 통해서 보았
듯이 슈쁜까의 꿈은 슈쁜까의 현실을 반조하는 거울이다. 꿈의 이면은 여성
성에 대한 공포 뒤에 숨어 있는 삶과 죽옴의 관계와 공포이다. 슈쁜까의 꿈

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즉 그는 꿈속에서 꿈을 깨고 다시 그 꿈에서 깨어나
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현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45) 그에게 있어

서 해몽 책과 점성술책은 동일차원에 존재하며 따라서 슈쁜까에게는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가 없다. 슈쁜까의 꿈을 통해서 화자가 보여준 슈쁜까의 현실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은 삶의 공포와 단속성 (HeCBJl 31빼， 6e3CBJlH뻐)이며 그
상청은 삶과 죽음의 동질적인 관계이다.뼈)
r 마법에 걸린 땅 J(3akORAOBaHHoe WeCTO)은

<00

교회의 보제가 이야기

한 실화>라는 부제가 있는 포마， 그리고리예비치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지깐
까 사이클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 희극적인 분위기에서는 1부의 마지막 작품

인 r 잃어버린 편지」와 비슷하고 땅 속에 숨겨진 보물(I<JIalÜ을 찾는 테마로
는 r 이반 꾸빨라 전야」와 닮은 악마적 환상의 이야기이다.
r 이반 꾸웰라 전야」의 죽은 할아버지의 고모로부터 시작하여 r 잃어버린

면지」의 죽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경험담을 거치고 r 마법에 걸린 땅」에
서는 산 할아버지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담으로 옮겨감으로써 포마의
서술 시공간이 번 옛날에서 가까운 과거로 점차 이동해 온다. 반면에 할아버

지의 고모나 할아버지와 동일시하던 포마의 시점은 점점 객관적으로 불러나
프들은 동기화(motivation)시키기가 어렵고 모두 슈쁜까-고골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의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위의 모티프들은 r슈쁜까」가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C.

Driessen, op. cìt pp. 16-58의 "Gog이 뻐d Anxiety"와 Hugh McLean, "G앵ol's
reσ'eat from love: Toward an interπetation of Mirgorod" , Russ때1 μterature and
PS)에1tX.111t1lysis， ed. Daniel Rancour-Laf없뀐'e， (Amsterd킹n/P뼈ladelprua， John
Be미리nins Pub. , 1뼈9) 참고.

45) 슈쁜까의 ‘꿈과 현실의 경계 I 의 흐림은 1부의 r 소로친쪼이 장J ，오월의 밤」과 2부의
r 크리스마스 이브」를 거쳐 변해 온 마까르의 스타일에서의 ‘현실과 환상의 경계’의

흐려짐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46) 슈쁜까의 꿈은 성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꿈의 성적인 상징에 대한 정신분석

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D뻐el Rancour-Laf앉'Íere，

Slavic and Eas t European

]oum띠，

VoL

잃，

"Spon’ ka’ s Dream Interpreted",
No. 3(1989) , pp. 잃8-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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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기에 이르는데，47) 마까르의 서술 시공간

이 30년 전의 옛날에서 시작하여 시간대의 변화가 없는 것과 반면에 시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차 주관적인 심리 속으로/들어가고 있는 것 (r 크리스마
스 이브」와 r 슈쁜까」까지 포함시켰을 때)에 대조된다.

r 마법에 걸린 땅」에서는 카드놀이 모티프가 약간 변형되어 있다. 포마의
네 형제가 카드의 네 때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Hac BCeX y OTl.la 뻐10 qeTBepO. R
TOr.lla 61뻐 e m.e

.llYpeHb) 단순한 말장난(word play)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악

마는 속이 고 싶으면 얼마든지 속인다 >>(3axOqeT 06NOpo 'lßfTb

lIbJl BOJ1bCKaJl c HJ1a ,

TO 06NOpoQHT)는 말에 곧 이어지는 이 표현은 r 잃어버린 편지」에서

할아버

지와 카드놀이를 하던 악마의 속임수와 할아버지가 ‘마peHb’이 된 것을 연상
시키고 녹색의 테이블의 카드놀이와 푸른 잔디(무덤) 밑의 보물은 같은 의

미의 장울 이루고 있기 때품이다. 그것은 풍요와 불임을 의미하는 성적인 상
징이며 그 점에서 슈쁜까의 불임성과 연결된다.
r 마법에 걸린 땅」의 초점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r 마법에 걸린 땅」에서

는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제대로 수확이 안된다는 그 不姬性에 있으며 바로
이 씨앗 (ceNeHa) 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r 슈쁜까」와 연결이 된다. 아이를 안

고 있는 옥사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잃은 이반의 저주(무서운 복수)를
엽은 까쩨리나 가족의 죽음， 자연성이 거세된 따라서 불임의 슈쁜까， 숙모，

마센까 둥을 거쳐 r 마법에 걸린 땅」의 불임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2부의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슈쁜까」의 불임성은 삶과 죽음의 둥가적인 동일성에서 오는 전면적인

죽음， 황폐에 있었던 반면 r 마법에 걸린 땅」에서는 그 불임성이 ‘마법에 걸
린 땅’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한정되어 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와 어머니 네 형제를 소개하는 포마의 서두에서 r 슈쁜까」의
뒤집힌 성적 상징이 드러난다. 할아버지가 가꾼 참외밭에 열린 갖가지 채소，
과일들은 포마의 가계의 씨앗의 소출의 상징이다 r 슈쁜까」에서처럼 씨앗과

47)

한 가지 이상한 정은 r 마법에 걸린 땅」의 포마는 할아버지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

고 있으면서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것은 그가 구전화자로셔 할아버지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형재 해야만 구전화자로서의 일관성을 잃지 않게 된다.
r 잃어버린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다음 부분을 참조하라.

“

.

'lTO

BOT-BOT C4M Bcë 3TO ne.nllellb, kllK 6y.따o 31l.ße3 B np뻐OBCKyto JJ.YIIY HJUI

npane,llO BCk ll.ß JJ.YII1l II /UlHT B Te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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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과 가축들은 인간과 둥가적인 인간화된 자연물이든지 아니변 인간의 자

연물과의 둥가적인 사물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뼈)
할아버지의 자연발생적인 기계적인 춤은 「소로친쪼이 장」의 결혼식의 춤
장면의 노인들의 형상과 같은 죽옴의 무도이다. 오이밭 곁의 매끄러운 명명

한 땅은 성적 (sexuaI) 메타포이다. 할아버지가 캐낸 솥 안의 쓰레기들과， 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치근대는 동네 젊은이로 오인되어 쓰레기가 든 구정물
통을 뒤집어쓰는 장면은 r 소로친죠이 장」에서 체레빅 위에 히브랴가 올라

탄 모습으로 연결된다

r 슈쁜까」의 ‘소금에 절인 오이’와 동일한 상징이다.

‘마법 에 걸린 땅’이 ‘ npOKJUl TOe NeCTO’라면 박탈된 할아버지는 ‘ npOK JUl TaJI
CTapOCTb’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도 양자의 관계를 설명 해 준다.

지깐까의 끝이 불임의 시공간인 ‘마법에 걸린 땅’으로 끝난다는 것은 흥
미있는 상징이다

r 슈쁜까」의 모길레프와 r 마법에 걸린 땅」의 무덤 (NOrHJIa)

은 똑같이 삶의 이편과 저편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무덤으로 가는 길의 사제
네 채소밭의 비둘기 집과 현서기네 탈콕장은 환상적인 공간에서는 서로 연

결이 되어 있었으나 현실의 공간에서는 비둘기장으로 향하면 탈곡장이 사라
지고 탈곡장으로 향하면 비둘기장이 사라지는 서로 공폰할 수 없는 차원의
두 공간으로 드러난다. 비둘기장은 현실 너머의 영혼의 차원을， 탈콕장은 탈

콕장의 곡식처럼 영혼이 박제된 사물화된 인간을 상정한다. 수박도 수박이
아니고 호박도 호박이 아니고 오이도 오이가 아닌 채소·과일들은 영혼이 박
제되고 본성을 잃은 「슈쁜까」의 거세된 인간들의 상징이다. 포마의 스타일

의 변화에서 파거와 현실은 동일공간으로 연결되면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고， 환상과 현실은 이전의 이야기들에서와 같이 동일차원의 이동가능한
공간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공존하는 두 공간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상징성
과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48)

‘영혼’(.QYII4)이라는 단어는 r 소로치쓰이 장」의 결혼식의 원무에서 인간이 영혼 박제된
자동기계로 표현된 것에서부터 r 오월의 밤」에서는 갈랴의 영혼의 불가해함잃어버

린 편지」에서는 ‘팔아 버린 영혼’(때。IJlAJ삐뻐 따114)， r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잃어버
린 영혼’(I뼈.aa.aJlaJI 따114) r 무서운 복수j 에서는 ‘파멸한 영혼’(norH!íIII뻐 찌114) 둥으로

나타나며 단어의 사용 빈도도 훨씬 높아졌고 드디어는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시키
기에 이르렀다(까째리나의 영혼). r슈쁜까」와 ‘마법에 거린 땅’에서는 영혼이 씨앗으
로 상징되며 사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r 죽은 혼』의 치치꼬프의 영혼찾는 순혜(아이
러닉한)는 지깐까 사이클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며 r 지깐까」는 그 첫 순혜지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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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무덤에서 파낸 보물이 쓰레기로 드러난 것은 또한 할아버지
의 옛이야기를 비유한 서술의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하루에 50대도 더 지나다니는 마차 행상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인생의 여로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쓰레기로 드

러나고 쓰레기의 구정물통으로 박탈되는 모습은 화자의 자신의 서사체에 대
한 자기 부정으로서 r 슈쁜까」의 무해결의 해결의 서술양식과 대조를 이룬

다. 할아버지의 언생의 여로는 또한 포마의 과거에서 현재로의 화자로서의

여행을 상징한다. 화자와 서술의 자기부정은 결국은 자신의 서사체에 대한
아이러녁한 태도이며 자신이 창조한 환상을 파괴하고 자기 속에 갇혀 출구

를 못 찾는 전형적인 낭만적 아이러니의 서술양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r 마법에 걸린 땅」에서의 음식-야회-춤-성적긴장-박탈의 모티프가 회극
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카니발적인 분위기는 1부의 서문에서의

루드이 뺀꼬의 초대와 「소로이친쪼이 장」의 카니발적인 분위기로 자연스럽

게 연결이 되며 r 소로친쓰이 장」의 옛날 술집이 있던 자리의 ‘저주받은 땅’ (np
OI<mI -TOe

MeCTO)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r 마법에 걸린 땅」은 r 소로친쪼이

장」의 ‘저주받은 땅’과 연결이 되도록 의도된 작품이다. 끝이 다시 출발점으
로 돌아가는 혜쇄된 순환구조는 지깐까 작품칩의 형식을 단일한 구조로 맺
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r 지깐까 근교 야화』의 형식이 낭만적 형식에 입각

한 단일한 구조의 사이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부의 네 작품은 사이콜의 한 쪽 원을 그리는 l부와 함께

다른 쪽 원을 그리면서 두 원이 연결되어 출발점과 끝이 없는 무한 순환의
궤도를 만든다. 요약을 하면 지깐까 사이클의 작품 하나 하나는 환상(무한)

과 현실(유한)이 매듭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사슬구조이고 그 각각의

4

편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더 큰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두 개의 원 구
조라고 하겠다. 이 사솔은 마치 꾀비우스의 띠처럼 두 개의 원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한순환의 원(I<pyr) 구조는 고골
의 삶과 죽음， 환상(꿈)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최소 단위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무한 순환의 사이클은 마까르 나자로비치와 포마 그리고리예비치， 이 두
화자의 대립적인 스타일을 통한 변증법적인 과정， 즉 패러디에 의한 부정의
과정으로 드러녔으며 그 구조적 형식을 외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낭만

적 아이러니의 서술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작품인 「마법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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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r 슈쁜까」어l 대한 부정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부정으로 끝을 맺으면서
이야기는 다시

1

부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49)

두 스타일의 대립과정은 음악의 대위법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경우 r크리
스마스 이브」， r 무서운 복수」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여 r 슈쁜까」와 r 마법에

걸린 땅」은 파국(denouement)에 해당한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선율이

1

부에서 평행하게 달리다가 2부의 클라이맥스인 r 크리스마스 이브」와 r 무서

운 복수」에서는 격렬한 흐름 속에서 서로의 선율이 약간씩 융합되고 었다.
파국에서의 r슈쁜까」와 r 마법에 걸린 땅」은 두 선율의 화해이지만 그것은

불협화음의 화음(Discordia concors) , 부조화의 조화이다. 두 선율이 내는 화
음은 결국 삶과 죽옴에 대한 해석이며 그 과정은 삶과 죽음， 즉 창조와 파괴
의 원천언 여성성 (sexu려ity) 에 대한 해석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선율의

지휘자는 루드이 뻔꼬 뒤에 숨은 고골이며 포마와 마까르는 두 선율의 연주
를 위한 마스크로서의 고골의 두 자아로 이해된다.

4.

반꼬-고골의 ‘꿈과 현실’

이제까지 지깐까 사이클의 8작품이 마까르와 포마의 두 스타일에 의해

패러디로 연결되는 사슬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환꼬-고골의 아이러덕한 목소리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사술의 의미와 그
것이 고골의 작품세계와 세계관에서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깐까 사이클에는 수많은 원의 상징이 동장하고 마침내는 작품집 전체

의 구조가 원의 상징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부와 2부의 원은 두 개의 원

49) 젤딘은 1부의 마지막 작품인 r 잃어버린 편지」를 두고 1부의 요약이며 1 부의 단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구조의 차원이 아닌 테마와 의미에 있어서 그렇

다는 지척을 했다. 그는 지깐까 사이클의 작품집으로서의 단일성을 어느 정도 인청하
지만 구조적인 차원이 아닌 사장척 차훤을 언급하고 있고 더욱이 루드이 뺀꼬의 역할
을 단순한 수집-편집자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Jesse Zeldin, Níko따í Gogol's Quest
for BeaI.때" Lawrence, Regents ’ Press of Kansas, 1978. pp. 5-19, & pp. 145-151. 지

깐까 사이클의 요약과 단일성 확보 역할을 개별 작품에서 찾는다면 오히려 r 마법에

걸린 땅』이 더욱 척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부와 2부가 모두 아이러니의 원점 회
귀의 의미가 두드러진 포마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은 작품집 전체의 분위기가 빨꼬
고골의 아이러니로 끝나는 것과 동일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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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외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언급을 했었다. 원
은 끝없는 순환이라는 의미에서 영원을 상징한다.50) 그 때의 영원은 시공의

무한이다. 공간의 무한은 시간화되는 상정을 획득하고 시간의 무한은 공간
화되는 상정을 획득하며 영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마까르의 스타일에서
보이는 현실인식은 전자， 즉 공감각적인 데서 출발했고， 포마의 스타일에서
보이는 현실인식은 후자 즉 시감각적인 데서 출발한 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와 같다. 다만 마까르의 공간은 본질적인 절대공간인 영원에 대해 닫혀있는
연극무대와 같은 현실이고， 포마의 시간은 절대시간인 영원(직접적으로는
할아버지의， 혹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공간을 탈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닫혀있다. 두 화자에 대해 닫힌 대상은， 바꾸어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
계이다. 뻔꼬-고골은 이 양자를 통해 자신의 현실인식을 작품집을 통해 하
나의 원으로 통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뺀꼬-고골의 세계는 ‘우연적인 현
상’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며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는 삶이다.
그는 무한 순환이라는 사이클을 아이러닉하게 엮어감으로서 자신에 대해 닫

혀있는 세계(본질적인 절대)를 아이러닉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결국 뻔꼬-고골의 세계관이 세계의 낭만적 인
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혜주는 것으로 받야틀여친다.51)

50) 여기에서 이 글의 표체에 보이는 ‘폐쇄된’에 대한 섣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원이란 열
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폐쇄된 공간이다. 원이 열린 공간인가 닫힌 공간인가의 문제는
원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인식주체의 인식의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원을 따

라， 외비우스의 띠를 따라 걷는 인식주체의 인식차원에 따라 그것은 끝없이 열린 공
간도 되고 끝없는 원점 회귀의 닫힌 공간도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폐쇄된’이라는 수
식어를 사용한 것은 마까르와 포마라는 두 화자의 세계가， 그리고 그 둘을 창조한 뺀
꼬-고골의 세계가 원을 닫힌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1)

이 지적은 작품집을 사이클로 엮어가는 숨겨진 작가 루드이 뺀Jl!..의 시각을 말하는 것

인 동시에 뺀꼬 뒤에 숨은 고골 자신의 세계관을 말동}는 것이기도 하다. 묻없이 동요

하는 영혼， 현실파 일상에의 허무사상， 영원과 절대에로의 지향 둥의 낭만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라고 있는 철학적 기반은 본질적인 절대 (the noumenally ab잉>lut.e)와 현상
적인 우연 (the phenomenally contingent) 사이에 있는 인간의 中間子적인 위치이다.
有限의 實在에 갇혀 無限의 理想을 획득하려는 인식론적 열망은 불가능의 끝없는 경
계를 따라 방황하는 존재론적인 절망으로 귀결된다. 작가가 스스로 창조한 환상을 파

괴하는 것은 작가의 자의적인 변덕이 아니라 목표와 (영원히 미학적인 충족감이 결여
된) 성취 사이에서 용해할 수 없는 이분적 거리감을 인식하는 작가의 내적 섬볼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시점 (dua1

perspectives, du a1 visions)이 문학적 표현을 얻는 양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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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깐까는 크게 두 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카니발화된 공간이다. 택스트
안에서 보면 잔치의 의미는 음식과 이야기의 두 차원에서 그 상징성을 획득
한다. 음식은 현상의 폰재의 차원이며 이야기는 관념의 차원이다. 이 두 차
원은 성 (sexuality) 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성은 현실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며 고골-뺀꼬의 언어는 이야기라는 관염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뺀꼬-고골이 창조한 관념의 세계는 작가 고골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해
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성이 갖는 창조력(여기서는 특히 여성성)과 언어가

갖는 창조력(신의 로고스와 뺀꼬-고골의 언어)이 동일차원에서 대비되고 있
다는 것은 지깐까 사이클이， 음식- 이야기가 두 차원에서 둥가적으로 다루

어진 카니발의 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지깐까 사이클의 이와 같은 성격을 가장 찰 요약해 주는 작품이 「슈쁜
까」이다슈쁜까」의 서문은 음식과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적인 차원으로 결
합하며 플롯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플롯의 의미가 보다 확연히 드
러나는 것은 스토리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 슈쁜까의 꿈의 상징에서이다. 현

실과 꿈의 경계가 없는 슈쁜까의 현실인식은 관념에 의해 창조된 존재의 허
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꿈이란 비실제이며 환상이다. 꿈의 측
면에서 보면 현실이 또한 비실제이다. 현실과 꿈이 동일차원의 비실재하는

허상이라면 슈쁜까와 그의 거세된 주변인물들이 지향하고 있는 곳은 현실
너머의， 현상 너머의 영원성이며 이는 이브가 분리되기 이전의 아담의 양성

(bisexuality) 혹은 무성 (asexu려ity)으로 상징된다. 아담과 이브가 신으로부
터 홈친 것이 창조의 능력(性)이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영원성으로부터의
추방， 즉 죽음이었다면 슈쁜까의 성적 공포는 폰재의 허상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로 이해된다. 루드이 뺀꼬(창조자)가 창조한 관념의 세계(피조물)는 루

삶과 죽음， 낮과 밤， 주관과 객관， 과거와 현재 둥의 경계션인 황혼지대 (tw피ght

를 거치는 것이었다.

zone)
John F. Fetzer, op. cit pp. 20-26 참조. 이것은 앞서 마까르의

특징의 하나로 지적했던 바로크 요소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크와 낭만주의는

현실을 부정한다는 정에서는 그 인식을 공유하며 낭만주의의 역사의식 속에 바로크가
수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역동성과 복잡함， 죽음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육， 현실의 가시 세계를 부갱하고 현실의 일상 너머에 존채하는 보편자(universal
being)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 쩨계는 보이지 않는 보편 폰채 (d윈lS ex ma마피a)의 지
배를 받는 연극 무대이 며 인생은 막이 오르면서 시작되고 막이 내려 면서 끝나는 꿈같
은 것”이라는 바로크 문화의 특갱이 빵꼬-고골의 낭만척 아이러니 속에 수용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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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 뺀꼬가 처한 현실파 경계가 없어진다. 이와 같은 추론은 작가의 현실

인식으로 연장해석될 수 있다. 즉 작가 고골이 창조한 관념의 세계는 고골이

처한 현실과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다.
결국 루드이 환꼬를 통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물없는 끝으로 맺는 방

식은 작가 자신의 슈쁜까를 통한 욕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그는 현실과 현실 너머 사이의 경계를 방황하는 영원한 경계인일 뿐이다. 자
신의 예술적 피조의 세계를 신의 로고스에 의한 피조세계와 대비시키고 그
창조력의 근원올 성적인 상징으로 드러낸 것은 작가 고골의 현실인식의 방

법을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골에게 있어 이는 결국 인식론적인 한
계와 존재론적인 절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잃)
이와 같이 슈쁜까의 ‘꿈과 현실’은 r 슈쁜까」의 해석 뿐만 아니라 고골의

작품세계 전반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친다.정) r 슈쁜까」에서 제기된 문제가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사이의 여성성이

52)

r슈쁜까」에서는 아직 예술가로서의 그같은 절망은 보이지 않지만 r 법스끼 거리 J ，초

상화J ，팡인일기』는 그 절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틀이 모두 현실
올 ‘베끼는’ (IDICaTb) 작업융 한다는 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 죽은 혼』의 2부 서두에
서 작가， 인간의 불완전함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진다. 그가 현실파
현실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화해와 조화를 수용했던 것은 미완의 r 로마」에서라고
생각된다. 그는 r로마」에서 현채에 녹아있는 파거， 현실과 융합된 영원을 주인공 뻐Jl 3b
의 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지깐까 사이클의 포마의 마차， 체래빅의 마차로
부터 치치꼬프의 마차에 이르기까지 마차， 말， 마귀-마녀의 퉁을 탄 공간의 이동이 성

적인 상정과 함께 초월의 세계로의 이동의 상정을 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
아들여진다.

53) 앞에서 r 마법에 걸린 땅』이 사이클의 구조에서 갖는 의미를 언급했지만 r 슈쁜까」는
그 플롯과 의미에 있어서 사이클의 상징적인 차원의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r슈쁜까」가 r 지깐까』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슈쁜까의 ‘꿈과 현실’이 r슈쁜까」에서 차

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슈쁜까의 꿈과 현실이 서로를 반조하고 있듯이 지깐까 사이
클 내의 각 작품마다 현실올 반조하는 환상이나 꿈이 껄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클
전체를 단일한 택스트로 볼 때는 사이클 즉 지깐까의 세계에 대한 그 반조의 기능이
r슈쁜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 있어서 슈쁜까의 군대의 주둔지명이 모길라
(t.Ior뻐a)의 의미를 캘 수 있는 모길래프(t.IorH1le B) 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군대는 대러

시아로 빼지고， 슈쁜까는 성장이 멈추어 었던 무덤에서 나오며슈쁜까J 는 과거의
껄화쩍인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슈

쁜까」는 지깐까라는 환상의 시공간과 현실의 시공간을 잇는 통로이차 지깐까의 세계
에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r 슈쁜까J 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서사체에 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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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은 곧 예술가로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창조와 피조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면 지깐까 사이클의 지배적인 두 화자
마까르와 포마도 그와 같은 형식찾기의 일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두 현실인식의 도구였음윌- 인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화자가 대변하고 있
는 두 세계가 뻔꼬-고골의 내면세계의 외적인 반영이라면 이는 작가 고골의

내면에 존재하는 화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작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두 자
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개별 작품의 ‘설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r지깐까 근교 야
화」라는 숨겨진 택스트{subtext}의 숨져진 테마(subtheme) 이다.54)

자의 태도와 서술양식에 있어셔 사이클의 축약본이라고 활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r슈쁜까j 가 지깐까 사이클에 포합되어 었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54) 앞에서 샤피로의 m따ate뼈1떠한 차원의 지척을 언급했지만 이것은 뺀꼬-고골이 당시

의 문단 상황을 풍자， 훈계하는 차원이 아닌 그 자신의 예술척 인식파 그 표현의 고뇌
를 담은 metaliterature적인 차원으로 받아툴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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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anka Stories" in endless cyclization by parody
Om , Choong Sob
This is a critical study of N. Gogol ’ s "Dikanka Stories" aimed to seek
their artistic unity as a whole, that is , the principles of cyclization in
aspects of composition 때d idea. An d the approach is to analyze the
stylization of each story in isolation and in comparison one another to
form a single whole cycle in this an따ysis the character-narrators were
taken to be three, one inviter and the invited two story tellers , for the
other seemed to be narrators were considered but as variations of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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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rt 1 not as new voices.
The result tumed out that the "Dikanka Stories" were cyclized by
mutual parody of two story tellers. So one story is motivated and
parodied by the following in styles and themes. ln this way each four
stories in Part 1 and 2 makes a circle and in the end those two cirdes
are connected into endless cycling one like a Möbius ribbon. The process
of cyclization by parody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self-negation of
the inviter-creator Rudy Panko as a mask of the writer-creator Gogol
and the voice of which is romantically ironized. ln Dikanka Cycle the role
of the first narrator Rudy Panko can never be overestimated in making
them a artistic unity. ln cyclization Panko-Gogol makes his created
narrators dispute by their stories and by their story tellings and it results
into a subtext of presentation of how to see and perceive reality , what is
beyond reality and behind fantasy , how to picture it out, and in the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inter-creator and the painted created
world. And in this point of view only the mysterious meaningless
positioning of ’ Sponka ’ in Dikanka Cycle can rightly be explained and be
meaningful. lt is noticeable that the role and the meaning of femaleness
between reality and fantasy , life and death are emphasized in his early
artistic world.
"Dikanka Stories" may well be said not only as a juvenile exploration
but a question and a quest metatextually raised and sincerely pursued by
Gogol himself to himself in seeking artistic methods , which was to fully
develop in 비 s later works as we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