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꿀르이치꼬프의 소설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에 나타난 서사방법:
스까즈 기 법 과 ‘선농민 산문’*
박 종 소**

MHJl el!,

IdHJl el! IdHe

CJl aB bI

npOCTOp pOnHblX nO Jl e l!,
H BemHH l! ryJl nyõpaB bI,
H KpenKH *ypaB Jl el!.
- C.KJlbI'I KOB ,

<l1yõpaBHa>. 1918.

(고향 들판의 광활합은，
두브라바의 봄의 웅성거 림은，
학의 울음소리는，
내게는 영광보다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

1. 시작하는 말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문학사에서 보면 ‘스까즈 (CKa3 )’는 흔히 사회의 위기 상
황에서 좀더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민중성 (HapOllHOCTb) ’의 실현 원칙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혁명

이후 20년대의 산문에 널리 보급된

서술방법으로서의 스까즈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아니다. 이 논문은
20년대에 널리 씌어진 다양한 작가의 스까즈적인 중편소설 (nOBeCTb) 과 장편소
설 (pOMaH) 들 가운데에서

S.

끌르이치꼬프 (Cepre~ K.lILlt:f KOB) l)의 장편소설 “체르뚜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1)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세르게이 안토노비치 끌르이치꼬프 (Ceprel! AHTOHOBH t:f KJlbI'IKOB:1889-1940; 시인， 소설가)는 딸돔 (Tannold) 지방 부근의 농촌에서 제화 가내수공

업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1907년부터 시작된 그의 창작 활동은 엘리스 (3J1J1HC) 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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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노의 이야기꾼(lIepTYXHHCKHR BaJlaKHpb)"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러
한 분석 속에서 전통적 인 민중적 스까즈가 ‘작가의 말 (aSTopCKajl pe'lb)’의 여 러

형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미학적 체계를 형성할
때， 이 스까즈적인 요소가 작품 구조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새로운 역사적 상황 가운데 민중의 세계관， 혹은 그들의 견해가 이러한 스까즈
적인 기법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민중적인 인식에 토대해서 씌어지는 스까즈적인 서술방식과 그 혁신적인 사

용은 사실 20년대 당시의 레오니드 레오노프， 알렉싼드르 네베로프， 조센꼬， 이
삭 바벨 둥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다.2) 이들의 작품에서는 ‘타자

의 목소리’들이 드러나는 스까즈적인 체계에서 작가의 구성적인 역할이 적극적
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민중’이라는 단어가 단어의 독특한 의미 - 즉 민중
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농민을 지칭하는 개념 - 로 사용되기도 한다.3) 이러

한 사실은 스까즈가 농촌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에서 긴밀하게 쓰이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끌르이치꼬프의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 또한 바로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20년대 초에 특히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스까즈적인 서술형식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한 문학사적인 측면과 동시에 문예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롯한 당시의 상정주의자들과도 연결되어졌고， 1913년 그의 첫번째 시집 “노래들 (nec
HH)" 이 출판된 이후， nOTaeHH뼈 call(1913) , KO JlbUO lIa때(1919)， Bol5 a(1918) ,

lIy15paBHa

(1 918)동을 연속해서 출판하였다. 그후 러시아 민중， 인간 영혼， 자연의 삶과 죽음을
소재로한 그의 대표적 삼부작인 CaxapH뼈 HeMeu (1 925) , YepTyxHHC I<H꺼 l5 ana I<Hpb (1 926) ,
KH~3b MHpa(1927) 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지만， 1928년 부터본격화되어 그에게 가해진

“부농시의 시인”이라는 당의 공격은 결국 1938년 그를 체포하게 만들었고， 그후 총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적인 그의 사망년도는 1940년이다. 세르게이 끌르이치꼬프
의 전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올 참조하시오:(1) H. CO JlHueBa , nOCJlellH때

lIeJlb,

0

$H3HH H TBOpqeCTBe Cepreß K.π'b/qKOBIl， M.:"Mo c I< OBC I< Hl! PaÕOqHl!'’, 1993. (2) Cepre l! Knbl-

q I< OB , CTHxoTBopeHHß, COCTaBHTe Jl b M.H‘f1< e , Paris , YMCA-PRESS , CC. 5-23.
2) 여 기 에 관계 된 논문으로는 Czeslaw Andruszko , CI<a 3 B nOBeCTH H poMaHe llBalluaTbIX
rOllOB:

1I.lIeoHoB ,

A.HeBepoB , H.Ba l5 eJlb , Poznan , 1987 을 참조할 수 있다.

3) IO.T퍼H~HOB ， npo l5J1 eMa CTHXOTBopHoro ~3 b1l< a. CTaTbH. MOC I< Ba , 1965. c.226: “ Co BpeMeHH Ha
pOllOBO JlbueB
-

ynoTpe l5~J1ocb I< a l< J103yHr

npocTo l! Hapoll(lþaI< YJlb Ta THBHO -

B

cneu빼HQeC I<OM I< OH l< peTHOM 3HaqeH배

HapOll

I<peCTb~HcTBO).( 민중의사주의자들 때부터 특별한

구체적인 의미의 구호로써 사용되었다: 민중

뜻으로))." C. Andruszko, c. 3 에서 재인용.

- 단순한 민중(임의적으로 농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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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혁명후의 실험적인 산문들에서 스까즈는 그것이

항상 서로 연관되어 발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두가지의 발전방향 속에서
가늠할 수 있다. 그 첫번째 방향성은 풍부한 문체적인 기법들을 널리 사용하
고， 비관습적인 “살아있는 언어(lI<HBOe CJJOBa)"를 도입함으로 텍스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스까즈의 언어적인 기능의 복잡화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단어의 “울림”을 가지고 예술적인 유회를 즐

기는 예술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런 예의 대표적 작가가 초기의

M. 조센꼬

(M.3o띠eH I< O) 이다. 개별적인 복잡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까즈의 이런한

사용은 20년대의 대부분의 산문 작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문체의 외적
장식화로 나타나거나 혹은 B.빨낙의 경우처럼 ‘장식적 스까즈 (opHaMeH TaJJbH뼈
C l< a3) ’의 특성으로 분명히 드러난다.4)

다른 한편， 유형론적으로 볼 때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적 형식을 이루는 스까
즈는 ‘민중’의 세계관， 혹은 민중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견해를 담지하는 특정
을 지닌다. 19세기 고골과 레스꼬프의 스까즈에 대한 연구가 기실 다양한 잠재
적인 역사적 가능성의 관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간접
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스까즈는 민중의 정신세계와

민중의 역사철학을 직접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양식으로서 본래적으로 그 형식

에 역사성을 담지한다고 할 수 있다 .5) 20년대의 러시아 산문은 혁명이라는 거
대한 사회적 격변에서 비롯된 변화를 수용할 다양한 장르적 실험들을 겪고 있
었지만，6) 이런 실험 가운데에서도 유독 스까즈적 전통은 그 자체가 지니는 독
특한 역사적 성격으로 이런 예술적 장르의 변화와 실험 가운데에서도 그 이전

시대와의 단절을 극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까즈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작품 가운데 구현한 러시아의

첫번째 작가들이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레오노프， 조센꼬， 바벨 둥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끌

르이치꼬프도 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의 스까즈적 문학작품들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형식과 민중에 대한 작가의 정향성에 있어서 20년대의 여타 문학적
움직임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1)

4) MYllleHKo , B.CK06eJleB , 1I .Kpoll'l HK , f703THKa CKa3a , BopoHe :l<, 1978, c .l89.
5) 이와 관련하여 진전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Pbl6aKOB H. n03THKa CKa3a. B KH.:HeKoropble BOJlpOCbI pyCCKon .nHTepaTypbl XX BeKa.

C60pHHK TpyllOB Mrffil , Mo CKBa 1973, C

252.
6)

20년대 산문의 유형을 대표하는 작가로 폴스또이 (A.TOJlCTOll) ， 자마젠 (E.3aIoUl THH) ， 보리
스 빨닥( BOPHC nHJlbH껴 K)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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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에 나타난 스까즈를 위에서 서술한 두가

지 방향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문체론적인 입장에서 스까즈에 접
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소설의 한 하부 장르로서 스까즈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접근법은 연구자가 스까즈 연구에 있어
택한 문체론과 장르론이라는 이원적인 접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스

까즈 차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관한 개략적인 논의를
전개한 후， 이어 구체적인 스까즈적 사용 실례들올 작품에서 찾아 분석할 것이

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보는 민중적 세계관으로서의 신농민 산문적 특정을
살펴볼 것이다.

2.

스까즈 일반론과 ‘체르뚜힌노의 이야기문’의 스까즈 기법

주지하다시피， 스까즈의 문제는 에이헨바움올 비롯한 형식주의자들로부터 시

작되어 비노그라도프， 바흐젠이라는 큰 줄기를 거쳐 본격적인 논의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에이헨바움이 스까즈에 대해 제시한 문제의식은 ‘시적인 낭송기법
과도 유사한 음성적 의미론(청각적 효과)이 산문작품에 효과적으로 형상화 혹
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는데

고골의 작품 “외투”에 대

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에이헨바웅은 ‘구어지향성’이라는 스까즈의 일면올 과
장적으로 그려내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접근

7) 약간의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보리스 빨낙 (60pHC 뻐R빼JIK) 의 “벌거벗은 해 (rOJl1뼈

rOll)" , 알렉세이 툴스토이(Anekceß TOnCTOß) 의 “세자매 (TpH CeCTpN)" , 예브게니이 자
야씬 (EBreHHß 34뻐T뻐)의 “우리들(뻐)"과 같은 20년대의 대표적 세 소설은 이후 진행
될 러시아 소설의 세가지 방향성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홍미롭다. 첫 번

째 작품의 경향성은 ‘장식체적 산문(OpH4“eHTanbH4~ npo34)’의 대표적인 작품 경향성

올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작품의 경향성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CO l1H 4nHC TH'IeCk뼈 pe4nH 3N) ’ 계열의 작품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고， 세 번째 작품인 자마
씬의 소셜은(부분적으로는 빨낙의 소설 방향과도 관련된다) 20세기 미학의 발전방향

가운데 한 흐름， 즉 일상척인 삶의 묘사형식으로부터의 이탈， 현실과 현실묘사의 원칙
의 약정 (ycnoBHOCTb) 적인 변형， 이로인해 가능해지는 현실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세계
상의 제시 둥올 다루는 흐름을 보여준다. 세 번째 경향성올 띠는

20-30

년대의 작가

들로는 주지하다시피 플라토노프， 불가쿄프， 끄르지자노프스키， 그린， 드라마 작가 쉬
바르쪽 둥을 들 수 있고， 본 논문 작품의 작가 세르게이 끌리취꼬프도 이 계열에 속하
는 작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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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스까즈를 단순히 순수질료 (MaTepliaJJ)로서의 언어에 구현된 문체론적 충

위에 국한시킬 뿐이었으며， 비노그라도프를 비롯한 다른 형식주의자들도 에이

헨바움이 품고 있는 지나친 ‘구어에 대한 환상’을 경계한 바 있다. 스까즈의 음
성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형식주의자들의 논의에서 한단계 나아간 비노그라도
프의 스까즈론은 스까즈 연구가 청각적인 요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
인 문헌학’이라는 배경 하에서의 연구로 진일보한 측면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의 스까즈론은 “서술적인 구어적인 독백을 사용한 예술기법”으로， 문학어가
하나의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어를 사용함으로써 반규범(反規範)
으로， ‘낯설게하기’로서 제시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에이헨바움과 달
리 비노그라도프가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스까즈의 특성은 화자에 대한 언

급이다. 스까즈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기법

구조 둥에서 드러나는 작가는 “실제

적인 작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작가의 배우적인 모습”이며， 따라서 스까즈는

이런 극성(뼈性)이 실현된 형식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비노그라도프가 이처
럼 화자와 작가의 타자성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스까즈에서의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은 ‘작가의 형상 (o5pa3 aBTOpa) ’이

의미론적， 이데올로기적 범주가 아니라 언어형식적 범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8) 결국 비노그라도프도 에이헨바움과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어성이라
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나의 작품과 그 조물주인 한 사람의 작가가 맺고 있는 유기적 연관성， 그

리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연상시키는 작가와 그의 (역사 · 사회 · 정치) 시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 본다면， 작품 속에서 구어적 표현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울
리는가를 발음을 통해 검증하기보다는 그러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작품 내적인

구체적인 맥락， 나아가서 작품속에 구현된 작가적 사상의 배경인 시대상(즉， 작
품 외적인 맥락)까지를 유추해내는 쪽에 보다 관심이 가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오늘날의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바흐씬이 제기하고 있는 상위언어
학 (MeTaJJIiHrBIi CT짜<a) 의 문제의식 역시 ‘순수 질료로서의 언어’를 한차원 넘어서

서 문체론과 서술방법론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다름아닐 것이며， 그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고 스까즈를 형식론적 측면에서 하나의 기법으로서만 고찰하려
는 태도 역시 경계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최근의 스까
즈에

관한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티튜닉이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자질들

8)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 전개는 변현태스까즈 연구 J ， 서울대 석사논문， 1994, pp.
18-2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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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에 입각한 스까즈 택스트와 작가 텍스트의 분석’이라는 방법론9)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체론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작품의 어느 측면을 분석하든지 간에 그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은 향상 순수 언
어 질료자체가 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논문에서도 결국은 각 인
물의 언어 분석이라는 텍스트의 도구화를 통하여 ‘상위언어학’적인 사실들을 이
끌어 낼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논문은 에이헨바움이나 비노그라도프 둥
의 형식주의자들이나 티튜닉이 간과했던 측면， 즉 ‘기법이나 문체로서의 스까
즈’를 초월하는 스까즈의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에서 스까즈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것들이 서구에서도 소설의
서술양식을 둘러싸고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으며(예를들면 슈탄젤의 ‘1 인칭 서

술’-‘화자서술’-‘작가서술’의 구분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언어가 다름에서 비
롯되는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소설이라는 서술형식이 갖는 복합적이고도 모호한 성격 때문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유사한 용어들로서 이러한 서술양식들을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화자의 문제， 시점의 문제， 1 인칭 서술의 문
제 퉁을 주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들 각각이 정의해놓은 복잡한 분류 방식
을 모두 적용시킨다 하여도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할 작품이 있을 만큼 그
복잡하고도 모호한 서술체계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작업은， 앞
서 지적했듯이

러시아에서 스까즈가 단순히 ‘구어지향적인 청각성’이나 ‘형식，

문체’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채 연구되는 것을 예방해 줄 것이다.
바흐젠에게서도 스까즈란， 대화성에 근간을 둔 산문 어형의 세가지 유형 가

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자리매겨져 있다. 이 세가지 유형이란， 매우 이상
적인 구현체인 ‘직접적인 대상을 향한 말’(1유형) / 주인공의 직접화법인 ‘객체

화된 말’ (2유형) /

양식화 · 패러디 · 스까즈 .1 인칭 서술 · 은닉된 대화성 동을

포함하는 3유형이다. 이 가운데

1 .2

유형은 단일 목소리 (OllHOrOJIOC)를 지닌

비교적 단순한 말인데 반하여， 두 개의 목소리(작가와 타자의 목소리)를 지닌

3유형은 그 자체 내에서도 단일 방향 · 두 방향 · 여러 방향 풍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목소리의 우열관계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도 이끌릴 수 있는 복잡
한 충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바흐씬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유형에 속하는 발화들이며
9)

3

이들은 모두 단순히 서술의 형식이나 그 기법 · 문

Titunik , 1. The problems of Skaz in Russian Literature ,
Ca1ifonia , Berkeley. 1964.

Disseπ:ation.

Uni. o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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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그것이

주인공의 직접화법인가 작가의 직접적인 코벤트인가 혹은 둘의 언어가 뒤섞인
의사직접화법인가 하는 식의 분류라는 것은

이상의 3유형에서 요구되는 종류

의 보다 넓고 높은 전망에서 고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

부여도 부여받지 못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되는 것은 전망이라는 것이 작가와 그의 주변환경이 맺고 있는 1 차적 · 텍
스트 외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내의 인물들이 맺고 있는 2차적 ·
텍스트 내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
들을 일관성있게 고찰하고 드러낼 수 있는 틀의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구조적
인 측면에서의 텍스트 관찰이라 할 수 있다.

혼히 스까즈에 대한 기본적인 ‘신호’로서 기능하는 구어적인 발화요소， 화자
의 몽짓과 얼굴표정， 수신자에 대한 발화수반 행위들과 그의 주의를 환기하고
호명하는 행위들 (5paTUbI ， llPY3MI , 3HaKOMOBlliH 동)은 일반적인 소설과 스까즈를
구별시켜주는 신호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의 스까즈의
신호는 화자의

성격 (xapaKTep) 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문학적

담론의 다른 장르와 달리 작가와 구별되는 서술자라는 인격체를 설정한다. 바
흐찜의 지적대로 서술자는 작가의 분신， 혹는 작가의 대변인이 아니며， 소설적
인 소통구조에서 독자적인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작가， 서술
자， 독자의 세 주체는 소설적인 소통구조의 기본주체가 된다. 스까즈에서는 작
가에 대해 타자적인 관계를 갖는 화자가 동장한다. 동시에 스까즈의 이 서술자
는 파블라를 구두로 전달하는 서술자， 즉 구어적인 화자이다. 그러나 스까즈에
서는 소설과 달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의 청자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 따라서 스까즈의 소통구조는 작가，
화자， 청자， 독자의

체계를 형성한다.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스까즈의 신호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화자의 폰재도 드러난다. 청자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까즈의 화자는 혼히 두 세계의 경계에 위치
하고 있는 인물이다. 고골의 “지깐까 근교의 야화”에 나오는 화자 루드이 뻔꼬

는 양봉을 하는 농부이다. 따라서 루드이 뻔꼬의 언어는 시골 농부들이 사용하
는 언어이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농부들과는 달리 그들이

알지 못하는 벌의

세계를 알고 있는 어느 정도는 예외적인 인물이다. 농민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도 농민들과 구별되는 이러한 화자의 폰재론적인 특정은 “체르뚜힌노의 이야기
꾼”의 화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는 직접적으

러시아연구 재7권

38

로 이륨이나 직업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충위는 그
의 교육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CallHTeCb , lIpy3b~ MOH , CallHTeCb , TOBapH IIlH, pOllH~ H 효건효E으센HB핀건， He BolllleT
Bce 니epTyxHHO - TeCHO y MeH~ B H35e , 3 aT ODHPOKO V X03~HHa cepQe! ..
5YllY ~ r Jlll lleTb Ha BaC C ne 'l KH 뾰쁘끈으& BCnOMHH aT b BCIO Hamy cYllb5y ,
KaK Ha nOMHHanbHOM 05elle , BCe BCnOMHIO , HH 'I erO He 3a5yllY H HaBeK 3aKpennlO,
KaK TOpll< eCTBeH HhlII lIb~K

'I eno5HTHIO! .. lO l

앉으시지요， 친구 여러분， 앉으시지요， 동료분， 친척과 치지 여러부. 체르뚜
힌노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시지는 못하겠지만요， 저의 집이 좁아서요， 대
신 집주인의 가솜은 넓탑니다! ..

나는 뾰불뚱으l 빼치까에서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추도만찬에서처럼 우
리들의 모든 운명에 관하여 회상하겠고， 모두 다 기억해내고， 하나도 잊지 않

고， 엄숙한 숭려가 탄원서를 쓰듯이 영원히 확정짓겠습니다!

작품의 초반부에 쓰이고 있는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 화자가 같은 마을 사람
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해나가는 서술과정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구

문들은 화자를 포함하는 이들의 사회적 교육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밀줄친
단어들은 문학어(J1HTepaTYPH뼈 $1 3퍼K) 와는 거리가 있는 구어적인 어휘들이고， 또
한 표현들도 구어에서나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화자의 표현법은 화자가
단순히 작품의 서술자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향하고 있는 화자서

술의 대상과의 지연적인 연대감과 운명적인 공동체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농민

계급의 대표성을 띠게 한다. 즉 화자 서술의 이와같은 특정은 농민세계와 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다른 그의 특정은 화자가 평범

한 농민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대 유년기적 농촌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체루뚜힌노의 숲속을 서사하는 부분과 민담적이고 민속적인 농촌세
계를 서사하는 부분에서의 그의 언어는 교육 받지 못한 농민의 언어와는 구별
되는 특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화자의 이와같은 존재론적 특정은 작품의 서술

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은 작품전체의 화자서술의
구조를 특정적으로 보여준다.

10)

KJIb앤KOB C. lJepryxHHcKHtt 6a.πa.KHpb， M.: “CBeTCKH꺼 nHcaTenb".
의 것임.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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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ToR nop~ Bce nomno KyB~pKOM.

(2)

TIeTp KHpn Hbl'l,

Ka K

Ka3anOCb MaBpe , 6e3
napH Jl MH

(3)

6~no

Be 'l ep , yxO IlHn H3

BC Jl KOrO Ilena , n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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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0Ma

H nponallan rlle-TO , KaK

'l TO Ha llepeBHe ero BMeCTe C

He BHIlHO.

A BpeMJI mno CBOHM
BpeMJI ,

KaTHTCJI
npHcnOHHnaCb

'l epeIlOM ...

KaK

K cenbCKOMY

'l enOBeKa , H

pa60T비

HallO KonaTb

oropo~ ，

(4) Ha Bce

3T O

paCKaTHCTμe

nneTHIO

npH6aBHnOCb

3a

BTpoe:

caHH

oKonHl~eR ，

Ha

non03ax.

npH6aBHnCJI

Y)((

lleHb

BeCHa
Ha

mar

Hallo none nepenaxaTb H nOCe Jl Tb ,

Ila e U\ e C ny30M ...

y MaBp~

“y

AKHMa pyK He XBaTano , H e U\ e nyU\ e nOIl~Bano

MaBpy Ha 6paHb.

(5) - 11mb , maTaeTCJI , nec HenpHB Jl 3aHH뻐- rOBO띠 T OHa nOyTpy , KOrlla
npOMenbKHyT B OKHe TIeTpoB~ pyc~e KYIlPH. 11)

*

그때부터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갔다

*

*

뾰뜨르 끼릴르이치는 저녁때면， 집에서 나가 어딘가를 돌아다니곤 했는데，
마브라에게는 아무일없이 돌아 다니는 것 같았다 왜냐면 마을에서는 그와 함
께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철따라 흘러갔다 ...

스키를 달고 으르렁거리며 달리는 썰매처럼 시간은 흘러간다. 벌써 봄은 동
구밖 동네 울타리 너머 여울에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의 발결음에 날
이 길어져가자， 일거리는 세배로 늘어났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만 하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또 배를

...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마브라와 아낌에게는 일손이 모자라서， 더더욱 마브
라는 욕설을 해댔다.

- 처먹고는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쓰잘 것 없는 개같구만 1

아침녘， 창가에

뾰뜨르의 아마빛 곱슬머리가 어른거리자 그녀가 말했다

작품의

표시(*

*

전체에서 사용되면서 작품의 외적

구조를 특정짓고 있는 분절적인

*)는 작품이 처음 발표된 지면의 사정에 의한 편집자의 의도 12) 에 의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작품 내적 구조에서 보면 화자의 호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1)
12)

화자가 이야기의 전개상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뿐만

Kn~'l KOB C. TaM

)((e

,

c.

234

작품의 출판과 편집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H. COnH l..l eBa , TIocnellH때
JIenb ,

0 $H3HH H T80p'/e CT8e Cepre J1 KJlbl'lK0811 , M.:"MoCKOBCKHR PaÕO 'lHψ ，

132-15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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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화자의 감정이 고양되고 격앙되는 부분과 평정을 되찾는 부분들에서
적절한 호홉의 조절 장치로써 사용되고 있다. 즉， 이와같은 작품의 분절적 특
정은 작품의 스까즈적 성격과 조웅관계를 이룬다고 하겠다.

(1) 부분의 서술은 작품의 서술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에 걸쳐서 분절적인 표시(* * *)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맨 첫 문장
은 대부분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장은 작품의 전개내용에 관한 정

보를 미리 제공하는 역할올 한다. 화자의 이후 서술은 결국 첫 문장의 정보 이
상을 벗어나지 않는 특정을 갖는다.

(2)

부분의 서술은 화자와 인물의 목소리가 겹쳐 보이는 스까즈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3 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는 화자가 타자의 목소
리， 즉 마브라의 목소리를 자신의 말속에 들여와서 발화해 1뀌는 이중적인 발화

가 실현되고 있다. “'" 마을에서는 그와 함께 어울리는 젊은이가 보이지 않았
다 .. ( … Ha .ll epeBHe ero BMeCTe C napH .lI MH 6b1JIO He BH.llHO.)" 라는 말은 빈둥거

리는 시동생에 대한 마브라의 말이 화자의 말 속에 침입해 들어간 결과로 이
투어진 것이다. 동시에 이 부분의 화자서술의 문장들은 매우 구어적인 특성을
띤다. 짤막한 단문들로 구성된 문장들과 일상어적인 어휘들의 사용은 결국 마
브라 말에 대한 화자의 지향의 결과라고 하겠다.

(3) 부분의 서술은 이 작품과 당대의 20년대 스까즈 작품들을 구별짓는 특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스까즈로 알고 있는 바벨과

조센꼬의 스까즈는 일상어휘 (npOCTope째 e) 의 스까즈이거나， 혹은 일상어휘 (npo

CTOpe'lHe) 와 신문어휘， 이데올로기적 단어 동을 혼합해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바벨과 조센꼬의 스까즈는 평범한 독자의 의식속에 언어적인 카오스
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그로테스크적 스까즈 혹은 풍자적 스까즈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끌르이치꼬프는 이런 당시의 스까즈적인 경향성과는 구별되는 민담
적인 스까즈를 구현하고 있다. 위의 서술부분은 민속적 특징을 드러내는 스까
즈로서 민중영혼의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러시아적 표현이다. 구어적
인 요소， 고대구비 문학적인 요소 외에도 주관적-서정적인 시적 성격은 이 작
품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화자의 언어는 체르뚜힌노의 신화
세계 창조에 사용된다. (3) 부분의 화자서술 형태는 다음과 같은 화자 서술과

맞닿아 있다.

CTopOHa Hama

J1

eCHaJl.

IlpeMY lI a Jl.

TelolH aJl! ... BeK no 3aOKOJlHQe

XO마IT

CO Jl HQ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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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lla

nOllO)((KOM ,

'1 epTyxHHcKorO BCnOJJb Jl, rlle , orH6a Jl
nOKaThle rpYllH XO JlMOB , BbeTCJI Hama JJeCHa Jl menTyxa ny6Ha; Torlla-TO
nonJlhlByT Hall peKoR BllOJJb ay6eHcKorO 3eJl eHO-uypaBHOrO 6epera CO JlOMeHHhle
H TeCOBhle KphlmH , H B03HeCeTCJI BhlCOKO , nOll ca MhiR MeC Jl Q, KO JlOKO Jl bHhlR KynoJl
'1 epTyxHHCKOR Qep l< BH H C HenOMepHOR cBoeR B버COT비 nOBelleT npHnOllH Jl TOR
6pOB~ H MOprHeT XHTphlM r Jl a30M MeC Jl Q, I< pyrJ머R ， Ka K HMeHHHHhlR nHpor ,l 3)
yRayT 06JJaKa B nonyH。배 Ha ca뻐 R KpaR

우리 지역은 숲으로 울창하게 뒤덮여 컴컴하답니다 담장너머로 다니듯， 태

양은 구름 뒤에서 수세기 동안 다니면서， 늪지와 다리용 통나무에 삐끔히 비
추고， 드물게 구불구불한 우기용 지팡이를 짚고 가는 순례자들처럼 잠깐 내비

친다 자정에 구륨들은 체르뚜힌노의 들판 가장자리로 물러가고， 그곳에서는
가슴처럼 경사진 언덕들을 따라서 우리 숲의 수다장이 참나무숲이 물결친다;

언젠가 강위에는 참나무 숲의 녹청색의 강변을 따라서 이영을 엮은 지붕들이

떠다니고， 달의 바로 밑에 체르뚜힌노 교회의 종탑 지붕이 높이 솟아 있고，
명명일의 삐로그처럼 퉁그런 달이 끝없이 높은 높이에서 눈캡을 치켜세우고
교활한 눈을 깜박거리고 있다.

작품에서 신화세계의 구축은 화자의 민속적인 장면묘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
다. 신농촌 작가인 끌류에프나 끌르이치꼬프는 그들의 시와 산문을 통해 예술

가 이상의

역할， 이를테면 일종의 민속학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민중세계를 복원하고 독자들의 인식에 각인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수많은 일상세태 (6μT) 에 관한
것들과 종교의식， 결혼식전의 마샤 묘사， 이때 부르는 아름다운 결혼식 축가
동은 소설 속에서 체르뚜힌노의 신화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화자의 민중의

관습， 의례， 일상세태의 묘사 부분은 작품에서 차지하는 그 양에 있어서는 비
록 많지 않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화자는
위의.예문들에서 자연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낭만적인 시의 어조로 서술한다.

이런 화자의 묘사는 민중 세계를 다양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각인시
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화자서술은 자주 체르뚜힌노의 자연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영화(릎化)된 세계이다. 독자가 느끼는 환상성은 작품중에
나타나는 조그만 악령들-'1 epTH ，

BenbMH ,

JJelliHA- 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

지만， 그 보다 더한 환상성은 사실 자연의 시적인 메타포에서 비롯된다. 화자
13) KJJhI'I KOB C.

Ta M )((e , c.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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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적 서술은 메타포가 자연을 살아나게 하고， 영화시킴으로서 자연을 사람
처럼 사건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것은 곧 작품의 비사실적 측면， 신화적 성격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작품에서 자작나무가 걸어다니고 사슴이 사람
을 실어나른다).

(4)

부분의 화자서술은 완전한 문학어로 이루어져 있다. 윗 부분들에서 화자

서술이 농민들의

일상어와 구어적인 문장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반해，

이 부분의 화자서술은 완벽하고 엄격한 문학어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독자
는 화자의 이런 언어 사용의 배면에서 윗 부분에서의 화자와는 구별되는 인물
의 실재를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자가 스까즈에서는 화자로 구체화되고 스까즈의 화자
는 구어적인 서술자로 동장한다. 한편 작가와 화자의 관계는 스까즈적인 타자

성으로 특정지워진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도 작가와 서술자는 거리를 갖지만，
스까즈에서 작가와 화자는 스까즈에 특수한 방식으로 거리지워진다. 스까즈의
화자는 작가에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데 필수적인 하나의 관점으로서， 하나

의 입장으로서” 사용된다. 스까즈 화자가 작가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도， 그가 작가에 대해 타자적인 가치평가체계，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서 기인한다.
스까즈에서 작가와 화자의 타자성은 작품의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수하게 고정화된 연관성을 가진다. 먼저 작가와 화자의 관계에 있어서 스까
즈는 작가에 있어서는 이질적이며， 작가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하

나의 수단으로서 화자를 도입한다. 화자가 속한 세계， 그가 구술하고 있는 세
계의 묘사를 위해 화자가 도입되고， 이 세계에 대한 화자의 관계가 내적인 것
임에 반해 작가의 관계는 외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때 세계에 대한 묘사가

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흐젠의 지적처럼 작가와 구별되는 화자는 동
시에 작가와는 다른 말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스까즈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데

올로기， 자신의 세계관과 함께 자신의 말을 가져온다. 스까즈에서 화자의 말은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자가 가질 수 있는 묘사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표현적
기능이 극대화됨으로써 그 자체가 묘사의 대상이 된다. 화자의 말은 묘사의 대
상이 됨과 동시에 묘사의 주체， 즉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의 주체로 나타
나지 않지만 화자의 말 속에 투사되어 있는 작가의 말， 작가의 가치 평가가 드
러나게 된다

스까즈는 작가와 화자의 타자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고

유한 방식으로 실현시킨다. 이러한 작가와 화자의 타자성이 이 작품에서는 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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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 부분에서의 화자서술은 작품전체

에 걸쳐서 일상언어와 속담， 경구 말장난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스까즈적 요소
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단에 엄격한 문학어적인 요소들이 지배적으로 사용되
는 문단을 반복적으로 교대시킴으로서 화자서술 속에서 화자와 작가의 타자적

실재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즉， 위의 예문의

(2) , (3)

부분과

(4) 부분은 그 문체상의 차이점이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문단과 문단의 교체를

통한 구별을 통해서 화자와 타자적인 작가가 구별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
반적인 스까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스까즈적인 어법속에
서 작가의 말이 감지된다. 이것은 화자와 작가의 타자성이 실현되는 두 번째
방식과 연관되는데， 화자와 주인공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즉， 스까즈적인
소통상황에서 화자와 작가의

관계가 또한 화자와 주인공의

관계를 규정한다.

화자에 의해 묘사되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내적 관계가 주인공과 화자의 관계

를 또한 규정한다. 주인공들은 화자에게 있어서 인접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스
까즈에서 위의 예문의 (5) 부분과 같은 주인공들의 발화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
기 보다는 그것을 묘사하는 화자의 말이 갖는 성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
한다. 화자 말의 묘사기능의 극소화와 표현기능의 극대화의 결과 화자와 등장

인물의 말의 관계가 변형된다. 즉
화자의

말의 간섭을 받게되고

이 작품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은 결국

그 결과 인물들의 말은 대부분 농민들의

말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재 농민들의 언어 뿐만 아니라 숲 속의 요정， 마녀， 승려들

의 언어들이 모두 농민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주인공들의 발화가 화자말의 성
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인물의 발화
속에서 화자의 말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된다.

“

B MHpe , neTp K pH JlbI'I, BCe Kpyr Jl Oe. He Jl apOM :l< e TbI CaM
Bbln Jl blBeT B HHOA pa3 lla , 6paT ,

Jle Jl a JlH

6e3 omH61<H!

놀랐던

훌륭한

Ha MeC Sl U:

BCe 3TO He 쁘맏효뽀 KaKHe-HH6YJl b , a 30 JlOT버e yl'‘eJl잉 e pyKH:

14)

뾰뜨르 끼릴르이치， 세상의
보고

JlHBH Jl OI

KaK OT xopomero I으뜨효Q! 60 Jl bmOe 6J1~Jlo KTO B버HeceT ..

것이

우연이

선반공에게서

모든

아니란

커다란

것은 둥글다네
말일세:

접시를

가끔씩

가지고

자네

자신부터도 달을

그것은

나오는

마치

누군가가

것처럼 ..

그렇다네，

여보게， 이 모든 것은 어떤 프롤레타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능숙한 황금손이
실수없이 해낸 것이라네! ..

14)

KJlbI'I KOB C.

Ta M :l< e

,

c.245. 밑줄은 필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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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농민들의 구어를 지향하고 있는 위의 발화는 숲의 요정과 뾰뜨르
끼릴르이치의 대화이다. 이미 숲의 요정도 화자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대화에서 보이는 선반공 (TOKapb) ， 프롤레타
리아 (nJIeTapH) 라는 단어는 농민들의 일상생활 언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로 20년 러시아 당대의 농민들이 이런 어휘를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

다. 인물들의 발화 속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어휘들은 이외에도 여러곳에서 사
용된다. (aCTpOJIOM,

rB03 .llb •.•

둥과 같은 20년대 농민들의 일상대화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 발화의 묘사 기능의 약화와 표현기능의 강화는 스까즈에서 또 하나의
변형， 즉 청자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작가와 화자의 관계를 타자

성으로 규정한다면， 화자와 그의

청자의 관계를 구어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대화적인 소통상황을 도입함으로써 스까즈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수신자로
서의 청자에 대한 정향이 이 작품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H CaM-TO JI 3Ha lO, l.I TO CTap. 3HalO H TO xopomo , l.I TO llo5po ll: ßOJIOBHHe HHKT。
He ßOBepHT ... .1 5 )

그리고 나도 또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그리고
절반 이상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지향은 대화적인 문장을 통해서 작품 시작부
터 끝까지 계속되고 나타난다. 그런데 혼히 20년대의 스까즈(특히， 조센꼬의 스

까즈)가 고전적인 스까즈와 달리 화자와 청자의 비유화적이며 대립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에 반해서，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유화적인 관계를 작품

의 초기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당대의 스까즈 작품보다는 오

히려 고전적인 스까즈에 가깝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화자서술 구조의 특정은 작품으로부터 크게 작가， 화자， 인물， 청
자， 독자의 실재를 확인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타자성은 곧바
로 소통주체들간의

이념적， 가치평가적

입장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

려 이들은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세계와 상관없이 하나의 입장에 대해 승인
하고 구축하며 보전하려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서술 구조
는 다음에 살피게 될 작품의 세 공간과 긴밀히

15)

KJIbl l.I KOB C. TaM

:I<e,

c.27 1.

연결되어 승인하고 추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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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목소리를 내게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까즈를 단순히 서술의 형식이나 기법으로만 고찰하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이며
를 위해서는 이러한 고찰과 함께 작가와 그의 개인적

올바른 스까즈의 이해
역사적 주변상황과 텍스

트가 맺고 있는 1 차적 관계와 동시에 작가와 텍스트의 인물들이 맺고 있는 텍
스트 내적인 관계까지 살피는 것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해에 필수적이라 하겠
다.

3.

“체르뚜힌노의 이야기문”의 화자서술 공간의 분석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은 이야기꾼인 뾰뜨르 끼릴르이치가 결혼하기로 결
심을 하게되고， 중매장이로 숲의 정령 (JIem때)가 나서게되면서 방앗간 주인 딸

마샤와 혼담이 성사되지만 결국은 방앗간에 불이 나고 그녀가 죽게된다는 이
야기꾼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와같은
단순한 한편의 동화 (C l< a3 I< a) 를 위한 구성을 넘어선다.
작품의 화자 서술의 공간은 세가지 이질적인 신화적， 이념철학적 세계로 나

눌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각각 자신의 주인공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한
사건의 발생과 화자의 빈번한 슈젤으로부터의 이탈이 각 공간의 배치에서 발

생하는 각각의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 공간은 숲의 정령 (JIemJll1) 안찌쭈크 (AHTHTIOI<)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세계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작품의 흐로노또프는 동화와 민담의 성격을 띤다.
숲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 속의 공간적 배경과 숲에는 요정들이 출
현하고， 강가에는 전설에서나 전해지는 송어와 메기， 물의 요정(.lleB I<H-pycaJJI< H)
들이 뛰어놀고， 농부들의 집에는 집지킴이 (lloMoBon) 가 있고， 밤에는 도깨비 (Ha

BH얘 6ec) 가 장난치던 시절의 흐로노또프는 작품의 주인공인 허풍장이 뾰뜨르

끼릴르이치의 의식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가는 그를 예외적인 특
이한 인물의 형상 (o6pa3)으로 창조한다. 그의 생활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
가지였으나， 그에게만은 유년시절부터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되는 것이었다.

Bce B lI<H3HH 0뻐o TaK lI< e , KaK y BCeX , TO J\ bKO eM)' BCe Ka3aJ\OCb HHaqe ,
KaK , MO ll< eT. HHKOr.ll a H HH KOrO He

OblBaeT. OTqerO MYlI<싸( qaCTO tllUI

c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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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μoro

HeS.lIOldeK - 3aSHpanC 5l. 16)

생활의 모든 것이

다른 이들과 똑같았으나， 유독 그에게만은 모든 것이

다르게，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을 법하게 보였고， 농부는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자주 거짓말을 했다.

공상가이자 게으름뱅이인 그는 평범한 농부들과 비교했을 때 농부들이 갖추
어야 할 많은 자질들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범한 마을의 농

부들이 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온갖 숲 속의 일들을 알아내는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없으면 지루해하게 되

었다.
CKyWHO Y Hac Tenepb õe3 neTpa

KHpHJ머4a

CTano

이제 우리는 뾰뜨를 끼렬르이치가 없으면 따분하게 되었다 !17)

다른 마을 사람들고 달리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신의 시

간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상에 보낸 그는 매우 순수하고 단순하며 솔직한
인물로 화자에 의해 소개된다. 즉， 이러한 허용장이 뾰뜨르 끼릴르이치가 농민
들의

시적이며

신화적인 세계인식을 구현해내고 물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믿고 따르는 그가 지년 성격은 숲의 정령이 그를

자신의 세계로 이끌어 보여주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고독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를 자신들과 같
은 집단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배척

받는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의사소통을 성공하는 장소는 다름아닌 숲의 정령이
는 자연세계이다

이끄

화자서술에 의해 묘사되고 있는 체르뚜힌노의 숲은 신화적

태고의 공간이고， 인간과 숲의 동식물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동화의 공간이다.

그 안에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투쟁하기 이전의 원시사회적인 조화와 평
화가 있다. 뾰뜨르 끼릴르이치는 숲의 정령과 대화를 나누며， 사슴을 타고 산
을 넘어간다. 그는 숲 속의 온갖 동식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알아 듣는다.
작가가 형상화해내는 뾰뜨르 끼릴르이치와 자연과의 이와같이 다분히 이교

16) Knbl4KOS C. Tald lI< e , c.251
17) Kn뻐 KOB c. , Tald lI< e , c.229 화자의 이와같은 언급은 단순히 화자의 발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에 화자가 동의함을 드러내고， 이것은 단어의 선택 (CKYWHO) 이

나 문장의 통사구조의 변형에서 보이듯이 마을 농부들의 언어에 화자의 가치평가적
차원이 개입하며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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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친화력은 20년대의 러시아적 상황， 즉 사회주의 건설과 미래 문명사회의

건설의 발전적 문명론과 역사관으로 팽배해있던 소비에트 사회에서 농촌의 도
시화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파괴되어가는 러시아 자연세계에 대한 환기와 인

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작가적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그의 입장은 그의 작가적 예술적 재능을 인정하고 옹호하던 보론스끼 (Bop
OCKHR)

진영과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글라드꼬프와 고리끼를

비롯한 당대의 비평가 진영들 사이의 거친 논쟁을 야기한다 18)

작품의 두 번째 공간은 농부 스삐르돈 형제가 등장하는 종교철학적 세계이
다. 이 세계에 나타나는 흐로노또프 (XpOHOTon) 는 뾰뜨르 끼릴르이치와 숲의 정
령(J1emHR) 이 주된 인물로 역할하는 체르뚜힌노의 공간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

다. 전자의 공간이 정적이고 조화로운 구체적 ·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 자체가

이상화된 추구대상으로 제시된다면， 이 두 번째의 공간은 역시 태고적 세계로
나타나지만 단순히 이상화된 공간으로서가 아닌 주인공들과 농부들이 실제로
육체적 노동을 체험하는 물리적인 장소로，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한 스삐리돈
형제의 정신적 종교적 갈둥과 투쟁이 벌어지는 관념의 장소로 드러난다. 러시
아 정교회와 이교도회의 교리 문제

선악의 판단문제

금욕과 정욕의 문제 등

이 주된 논쟁거리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 전설에서 전해지는 아폰 (AtþOH)

산의 사원이 그 중심에 놓여진다. 러시아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래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원과 그것이 존재했던 시간으로의 이동은 현재적 삶의 문

제뿐만 아닌， 초시간적인 인류의 삶， 죽음， 영원의 근원적인 문제로 작가의식이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정교회의 거룩함과 인본주의의 상정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농사일을 모두 내던지고 참된 진리를 얻겠다고 찾아온 농부 출신의
스삐리돈 형제에 의해 시험을 받게된다. 농사일을 하던 두 형제에게 찾아옹 정
교회의 신부에 대한 평가는 “진리가 아닌 것이 많다 (HenpaBbI MHOrO)" 라는 것이

었고， 그래서 직접 자신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들어간 사원에서도 정교회의 거

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형제에게

이상한 환상적인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두 형제는 정교회를 의심하게된다.

18)

이 논쟁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1. 113YMPYllOB 10. A. TBOp 1.f eCTBO KJIbI1.fl< OBa

B

띠HnOCO~C l< OM

HOBropO Il.

1993.

cn5. 1993. N.2.

cnope rOpb l< OrO H BOpOHC l< Or‘ o.

PaHHHf1 MaKCHM rOpbKHf1 -HHlI<HHH

cc .l 38-143./2. 113YMPYIlOB IO.A. rOpb l< HH H Knbl1.fl< OB.
cc .42-62

PyccKaJf 까frepar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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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삐리톤에게는 밤마다 그가 참회의 성상앞에 춧불을 밝히려 할 때，

나체의 여인이 벽앞에 나타나 그를 유혹하고， 그의 형 안드레이에게는 뿔달련
‘수도원의 악마 (C060pH뼈 qepT) ’가 수도원의 승려들이 잠든 시간에 주방장 복장

의 악마가 나타나서 수도원의 꺼지지 않는 퉁불로 전해지는 동불을 꺼뜨린다.

그러나 이 악마들은 형제들에게만 보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
고， 심지어 자신에게 보이는 악마가 다른 형제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특
정적인 것은 스삐리돈에게 나타나는 벌거벗은 여인의 온몸이 주근깨 투성이라

는 점이다. 러시아 민간신앙에 의하면

사닫은 항상 몸에 주근깨 주머니를 지

니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온몸에 주근깨를 지닌 벌거벗은 여인은 사탄의 분신이
라고 할 수 있겠다， 19) 가장 신성해야 할 곳에서 나타나는 악마들의 모습은 결

국 두 형제를 배교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들었고 특히 ‘수도원의 악마’는 수도
원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화에 대해 두 형제에게 들려주게 된다. 이후 스삐리돈
이 만드는 농민종교신앙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리의 해석은 이때 악마가 들려
준 것이었다. 악마는 러시아 정교회의 성자로 추앙 받는 사랍들은 다름아닌 군

주들이나 주교 출신들 뿐으로 그 가운데 농민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형제들
에게 지적해주고， 러시아의 아폰산으로 그리스도의 무텀에서 퉁불을 가져와 이
후 성자로 추대되어 천국에 들어간 성자 바르소노피아 (BapCOH。빼.lI)는 다름아닌
농부 이반 네도짜빠(l1saH HellO T.ll na) 였다는 것도 가르쳐준다. 악마의 이러한 가

르침은 스삐리돈 형제에게 큰 자극이 되어 농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걸게 된다. 결국 형제는 수도원에 있었던 바르소노피아의 가사
를 훔쳐 달아난다. 여러해 동안 농부 성자 이반의 성상을 찾아헤맨 형제는 결

국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형 안드레이는 길을 떠나 행방이 전해
지지 않고， 스삐리돈은 이교도의 외경인 “즐라뜨예 우스따(3J1aTble ycn)"를 근

19)

이러한 작품의 환상적 슈젤은 고대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15세기의

고대기념비에 나타난 “노보고로드의 요한이 악마를 만난 여행에 관한 이야기 (nOBeCTb

o llyTewecTB lI1I HOaHHa HOBOrOpo ,1l CKOrO Ha Cíece)"는 악마가 노보고로드의 대주교 요한
을 타락시키기 위해 성자의 방에 여인의 속옷과 신발 둥을 벗어 놓는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고골의 빠노치까와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꿈으로 이어져 러시아 문학에 나타나
고， 이런 연판성이 직접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다:“부르싹의 동에 타고 있는 미녀 빠노
치까처럼， 벌거벚은 여인이 스삐리돈에게 올라타고 앉았다(Pu*a.ll ,1l eBKa KaTllnaCb BepXOM Ha Cllllp,1l0He , Ka K KpaCaB lI ua llaHO 'l Ka Ha ClllI He 6ypcaKa)", 작품과 고대 러 시 아 문
학적 전통과의 관련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CO nH ueBa H. nOCne ，1lH뼈 J1 enb. M. 1993. CC.

132-15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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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자신의 종교 철학을 만들어 낸다.

이 두 번째 종교철학적인 공간에서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기존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비판과 농민 문화에 대한 옹호가 큰 줄기를 형성한다. 농민 문
화는 곧 종교와의 긴밀한 연관속에 나타난다. 화자 서술에서 보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은 곧 세계 전체이다.

(Bepa B qe JlOBeKe -

BeCb

MHP)" 라는 사실은

종교는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농민 문화에 있어서 신앙과 일
상생활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교적인 요정들이 숲속
에서 노니는 것은 바로 농민들이 그들을 믿기 때문이다. 이 종교철학적 공간에
서 민중철학의 담지자로 나타나는 것은 일텔리겐차들이나 잡계급 출신들， 혹은
귀족이 아닌 바로 농민이다. 농민과 농민의 삶은 작품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

라， 농민은 작품에서 예언자가 되고， 스승이 되며， 철학자가 된다찌
이런 농민들이 믿는 종교는 곧 자연에 대한 믿음 우주에 대한 신앙이다. 신
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와 함께 생성되어 세계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런 종교관은 러시아 정교회의 교리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nO Jl HO-Ka ,
nO JlH1.{Hble
tlymeryõaMH

BCnOMHH ,

tla

KaK

tleC 5I TCKHe ,

HaCT051뻐뻐

Bepy

pa3õoAHHKa ,

BMeCTe

BpaCKOCOK me Jl tla Bpa3pe3

rHa JlH,

HHaKylO
CJlOBHO

npo

B

CHÕHPb

Ha

ÕblJlO

Bpe !.UI,

nOCMOTpHmb ,

nOCe Jl eHHe

CaMH

nonμ:

nOAMaJlH,

CC blJl a JlH

,

KTO

C
HM

õora rOBOpHJI. A BCe OT 1.{ erO?.. EblJlH 3J1b1 H

r nynbl! ... 21)

그만하게， 기억해보게나， 사제들이 직접 다른 종류의 신앙들을 몰아내던 시
절이 있었다네: 몇 사람씩 혹은 수십명씩 마치 강도처럼 붙잡아서는， 보게나，

진짜 살인자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남은 평생 동안 유형을 보냈지， 신에 관해
서 조금씩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말일세

.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한단 말인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 ...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화자서술은 기폰의

러시아 정교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숲의 정령과 뾰뜨르 끼릴르이치의 세계관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지

만， 한편 두 세계관이 ‘육체의 인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드러
냄을 보여준다. 스삐리돈은 그 자체가 상호모순적인 이념을 체현하고 있는 인
물로 보인다. 그의 신앙의 기원은 사실 교조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20) 작가의 농민 문화에 대한 옹호는 작품의 둥장 인물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름과 부칭
을 함께 사용해서 부르는 존칭의 형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21)

KJlbl 1.{ KOB C. Ta M lI< e ,

c.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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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육체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그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그의 종교

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또 이것을 그의 딸의 결혼에도 적용하여 3년간의 동침
을 절제할 것을 서약시키지만 사실 자신은 금욕을 자기 속에서 지키지 못한
다. 작품의 상당부분이 스삐리돈의 이러한 부조화적인 측면， 정신적이고 육체
적인 그의 고통에 할애되어 있다.

스삐리돈의 교조적인 금욕주의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성격
의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마샤와의 결혼으로

장인의 이교적인 종교에 관심을 갖게된 뾰뜨르 끼릴르이치는 방앗간의 움에
차려진 장인의

사원에서

장인이

외치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CO CTpaXOM

50 ... lI<H... HM)> 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의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를

깨닫는다. 즉 그는 스삐리돈에게
다.C. .nepBoe

Jl ellO , BblX OJlHT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웅이었던

것이

y CnHp뻐OHa: CTpax! . ..) 다시말해 금욕주의를 준수하

지 못함으로써 성자들의 반열에 들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실제의

삶과 환상적인 가상의 삶을 넘나드는

이중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금욕주의적 절제된 생활은 그의 딸 페끌루샤 가정의 파탄을

가져왔고， 그의 첫 번째 아내를 죽게 만들었으며， 결국 스삐리돈 자신의 파멸
의 원인이 된다.

마법사 울야나 (YlIb5lHa) 는 작품의 세 번째 이념적 공간을 형성하는 인물이다.

세계에 대한 또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이 공간에서 그녀의 역할은 결국 육체의
이념을 체현해 내는 것과 관련된다. 그녀는 공식적인 러시아 정교뿐만 아니라
스삐리돈의 금욕주의， 안찌쥬크의 조화의 세계관에 대해 완전히 대척점에 위치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작품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말수가 매우 적을 뿐만아니라， 작
품에서 그녀가 등장하는 부분은 실제 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극히 빈약하

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그녀의 형상 (06pa3 )은 매우 역동적이고 심지어 신비스럽
기까지하다. 그녀는 마법사로서 변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러한 능력으로 이야기꾼 뾰뜨르 끼렬르이치와 방앗간 주인 스삐리돈， 또 그녀

의 딸 마샤의 운명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녀는 뾰뜨르 끼릴르이치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스삐리돈에게는 그의 죽은 첫 번째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서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그녀의
작품 내의 역할은 결혼식 첫날 마샤에게 잠자는 풀 (COH-TpaBa) 로 빚은 술을 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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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 함으로써 그녀가 전설에 전해오는 반사(半死)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다. 화자는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이 풀이 마법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체르뚜힌노의 숲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울야나의
정체가 단순히 이웃의 아낙이 아니라

마법사임을 암시한다. 또한 스삐리돈의

죽음을 가져오는 스삐리돈의 방앗간 지하움의 화재는 금욕주의 계명을 파괴하

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해서 자신을 강제로 내쫓은 스삐리돈에 대한 그녀의 복
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22)

그녀의 작품내의 형상은 실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역동성을 띤다고 하겠다.
그녀는 파괴적인 육체성， 파괴적인 자연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삐리
돈은 꿈과 같은 상태에서 그녀의 형상을 아폰산에서의 벌거벗은 여인과 동일

시하기도 한다. 즉 그녀가 구현하는 육체성은 안찌듀크가 주장하는 자연스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수용이나 스삐리돈의 금욕주의적인 태도와 대립적인

것이다. 스삐리돈의 금욕주의적인 태도는 그를 육체적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

마로부터 벗어나고자 수도원으로부터 도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딸 페끌루샤가 시집을 간 후에도 3년의 금욕기간을 지난 후에야

남편과의 잠자리를 허용하는 그의 종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그의 종교 사당의 역할을 하는 방앗간의 구입을 그가 기르고 있
던 곰과 바꾸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이

러시아 민간신앙에서 곰은 정욕의 상징물이고

강건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던 농부 스삐리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금욕적인 생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안찌쭈크의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j(IfB If’ KaK XOyeWb)> 라는 세계관은 이
런 스삐리돈의 절제된 금욕주의에 대립하면서 독자적인 하나의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숲의 정령 안쩨쥬크는 3년간의 결혼 생활후 친정에 온 딸 페끌루샤
를 그녀의

엄격한 부친 스삐리돈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달밤의 제방에서 헤엄

치도록 명령한다. 달빛에

비친 처녀 나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서술에서의

감탄과 완상은 결국 안찌쥬크의 자연관과 더불어 자연스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에 화자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작품의 화자 서술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질적인 세계관의 충돌은 서로
가 호응하기도 하고， 서로 대립되기도 한다. 안찌쥬크의 자연관과 농민세계의

22)

그러나 실제 화자서술에서 화자는 이것에 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야기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는 뾰뜨르 끼릴르이치가 분명하게 이 사건을 기억하
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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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 기존의 러시아 정교에 대해 스뻐리돈의 세계가 호웅하고 있다면， 반대

로 육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두 세계가 갈둥하고 반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세계는 동시에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육체성을 대변하는 울야나의
악마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흥미롭게 관찰되
는 것은 스삐리돈의 금욕주의적인 농민종교는 결국 방앗간의 화재와 스삐리돈
의 죽음을 끝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을 맺지만 악의 상징인 울야나는

여전히 작품의 끝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이다. 결국 끌르이치꼬프에게 있어서 악
마에 대한 심판은 이 세계의 너머에 폰재하는

역사적 시간 너머에 존재한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의 악마관과
상통하는 점을 갖는다 .23)

4.

맺음말: “체르뚜힌노의 이야기문”과 ‘신농민 산문’24)

끌르이치꼬프의 소설에서 스까즈 기법은 단순한 문학 작품의 서술방법의 하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술공간에서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화자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서정적으로 시화되는 화자 서술，

문학어적인 화자서술， 스까즈적 서술 둥이 교체적으로 나타나는 화자 서술구조

23)

악마성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올 참조하시오: Nigueux M. llb껴 BOJ1 Y C.KJI뻐KOBa.
-Revue des ebudesslaves. P. 1993. T.65, Fasc.2 , C.369-375.

24) 러시아의 ‘신농민 산문 (HOBOKpeCTb~HCKa~ npo3a) ’의 발생은 끌르이치꼬프 (C.KJJhl4KOB) ，
끌류에프 (H.KJIIOeB) ， 예세닌 (C.EceHHH) 의 퉁장으로 비롯되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 간다. 즉 러시아의 농민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18세
기 말엽부터이다 그것이 서정성과 철학적인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농촌
출신의 사회주의자이자 인민주의자들이었던 베드늬이 (ll. BeLI빼)， 오레쉰 (n. OpemHH) ,
제에프호마꼬프스끼 (r. lleeBxo뼈 KOBCKHß)， 아르따모노프 (M.ApTaMOHOB) 동의 19세기 말

엽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이들은 20년대 활동한 신농촌작가들과 달리 자본주의 폐
해로 인한 피폐된 농촌를 그리려는 작가들로서， 극복의 대상으로서 농촌의 삶이 작품
화되었던 것에 반해 신농민 작가들은 이와는 다른 방향성올 지니고 있었다. 20년대
신농민산문 작가들의 텍스트는 민족의 정신문화와 러시아 민족의 기억의 저편 너머

심연으로 사라져가는 농촌과 농민의 폰재， 그들의 세계관올 조화롭게 시화(詩化)해내
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농민 산문작가들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 오
lloKTopcKa~ 띠 CCepTaI.lH~ ，

MHxaßJ10B A. H. nyTH pa3BHTHJI HOBOKpeCTbJlHCKoit n033HH,
HP- J1AHCCP(nymKHHcKHß LIOM) , J1. 199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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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자의 존재론적 차원과 달리하는 또 다른 존재론적 차원을 독자로 하여금

감지활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은 결국 작가적 차원에 다름 아니다. 고대 원시
유년기의 자연과 같은 체르뚜힌노의 숲， 그리고 그 안에서 숲과 강의 정령과
요정들의 만드는 신화적 농촌세계， 농민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스까즈적 화자
서술은 당대의 도시적 특성의 구어적 요소들을 사용한 스까즈 작품들과 달리，

농민들의 언어와 농민들의 세계관으로 이루어지고， 이것과 함께 섞여지거나 혹
은 이것에 이어지는 문학어적 화자서술이나 영탄적인 화자 서술은 작가의 입
장이 이들의 세계와 조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스까즈는 본질적으로 민중의 일상세태와 세계관 드러내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민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러시아 농촌의 민속， 관습， 의례， 일
상생활 습관 및 러시아 농민들의 종교와 세계관이 작품의 주된 내용을 형성하
는 끌르이치꼬프의 이 작품에서도 또한 스까즈는 작가적 말을 형성하는 여러
형식 가운데에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면서 농촌세계의 민중적 삶의 모습을 재
현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넘어 작가의

그러나 이러한 재현은 단순한 드러내기의 수준

이념적 입장에 대한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의 화자서술 구조와 화자서술 공간의 여러

인물들의 세계

관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20 년대 러시아 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개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하
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고리끼는 농민들의 대지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적 자세와
역사를 움직이는 진보적인 힘의 결여를 지적하는 대표적 도시 옹호론자로， 혁
명 이후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하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에게 농촌의 삶
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리는 신농민 작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것
이었다. 뿐만아니라 신농민 작가들에

대한 비판은 당대의

라쁘 (pAf1n) 계열의

작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태고적 과거에 대한 이상화， 교회와 이교도적
교리에

대한 신비화， 자연에

대한 반동적인 이상화， 민족적인

비난은 결국 신농민 산문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정신적

경향성에

대한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결국 창작활동 자체의 중단과 작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가
져오게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와 스칸디나비아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슬라브 신화를 창조하려
던 20년대의 신농민작가들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농민의

러시아

(KpeCTb~HCKa~ POCCH~) ’가 부활하는 소식으로 이해되었다. 이들은 러시아 농촌

과 농민의 도덕적， 정신적， 미학적 체계에 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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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그 가운데에 러시아 민족의 자주적 가치들과 민족적 요소들이 보존되

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20세기의 러시아 문학의 특성， 더 나아가 러시아 운

명의 독특성을 러시아 농촌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한 끌류예프(“흉衣의， 시편의
루시

CTHXHpHa~ ， nCanTμpHa~ PyCb") , 예세년(“자작나무의 조국

.llHHa") ,

끌르이치꼬프(“숲의

정령들과

집지킴들이

가득히

살고

6epe30Ba~ po있는

러시아:

HaceneHHa~ ne뻐MH H aOMOB~H POCC깨")와 ‘농민 조합 (KpeCTb~HCKa~ KynHμJ.!a) ’엉)

의 시인들과 작가들은 러시아 민중 제례(奈禮)의 아름다움， 그들의 소박한 삶
의 모습， 눈이 녹아내리는 봄철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면서， 러시아 농민
의

영혼과 그들의

세계관속에서

끼쩨쥐 (KHTell< )26) 의

부활을 꿈꾸었다. 따라서

20-30년대의 러시아 농촌사회가 역사적인 변혁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피폐
화 되어가는 모습과 도시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사회정치적 관심과 우선권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는 모습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
우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비극적 시

대 인식은 산업화와 도시화 기계화를 추진하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볼 때 반
동적인 것이었고， 또한 농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 발전의 추진력을 인정하
지 않는 역사관 역시 당대의 진보발전 사관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1920년대 초
부터 시작된 신농민 작가들의 노선에 대한 당의 탄핵 Z7)은 1924 년의 예세닌의

죽음을 기점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탄압에 끌르이치꼬프도 예외일 수

없었다. 결국 끌르이치꼬프는 자신의 예술창작에 대한 탄핵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두 번의 형식적인 기회 28)를 끝으로 ‘부농시인’으로 처형당하게 된다. 자신
의 예술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상호조화에 대한 그의 마지막 다음과 같은 언급
은 “체르뚜힌노의 이야기꾼”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작품， 더 나아가서는 신농민

25) 이들 3 인과 삐멘 까르뽀프 (n뻐eH KapnOB) , 알렉세이 가닌 (AJleceìl raHHH) , 알렉산드르

쉬랴예에쪼(AneKCaH~p mHp~eBeu)들이 자신들의 문학단체를 일컬은 명칭，
26) 몽고의 내습을 피하여 스베뜨로야르 (CBeTJlO~p )

니즈니이 노브고로드 (HH3H뻐 HOBO-

ropo~) 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100킬로미터에 위치- 호수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지
는 러시아 민간전설의 유토피아.
27) 여 기 에 관한 논문으로는 싸xaÌÍJloB A H.

... He ~eJlaìlTe H3 nHCa Te Jl eìl npe:t<~e BpeMeH

끼 HTepaTypHoro CMepTHHKa ..... PyccKa~ 깨 TepaTypa ， 1994.

N. 2.

를 참조하시 오.

28) 그는 농촌과 농민의 과거의 삶에 대한 긍정적 묘사， 민족예술의 자주성에 대한 옹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연결에 대한 확신， 혁명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예술
가와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두 편의 논문 “성냥을 켜는 토끼에 관하여 (0 3aμue ， 3a :t<HralOlI\ eM cn때KH)"0929) ， “지독한 질병 (CBHpenb띠 He~yr )"093이을 통해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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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CaM뻐 TOpll<e CTBeH뻐ι ca뻐1M npeKpaCH뻐 npa3aHHKOM npH COUHaJIH3Me 6yaeT npa3aHHK ... apeBOHaCa)((aeHH j/! npa3aHHK 짜06BH H Tpyaa. J11060Bb
K 3BeplO, nTHue H... qeJIOBeKY! ECJIH Mμ pa3yqHJIHCb , TaK npHpOaa CaMa HayqHT
Hac H 6epeQb ee , H JII0 6HTb , H60 JIraTb B HeH TpyaHo , a pa360HHHQ aT b npeCTynHo!. .. "29) (사회주의에서 가장 승리에 차고， 가장 훌륭한 축일은 식목일이

입니다! 사랑과 노동의 축일. 동물， 새， 그리고 '"

될 것

인간에 대한 사랑! 만약에 우

리가 잊었다면， 자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중히 보존하고， 사랑하도

록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면 그안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어렵고， 난폭한 짓을 한
다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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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3ОЕ

Способ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романе

"Чертухинский балакирь" С. КJIIoIчкова:
сказ

и

новохрестьянская

"роза

Пu:: Ч&онг Со

Сказ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является

твор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ей

принuипа

"народности", раскрывшей себя в важные MoмeHlы состояния общества. Даюt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структур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балакиря" С. КльNкова, сосредоточивая обрцение к

poNана

"чертухинекого

способ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сказа "
Роман

основан

чертуинСI<ОГО
ЯВЬ.

Не

на

существует

прдеставители:

и

powaнa в фигуре

который

и

неуДачной

характер

границы

об

этом

леlllИЙ,

и

его

Между

страницах:

появляются

иногда

истории

ба.лакиря,

женитьБЫ

позволяе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м

произведения

черт,

и

этого

ведЬМа,

Петра

смести
и

сон

Кирилыча,

и

реалыtыw

сказочную
и

тpыnщионные

Главная

прелесть

поэтому

сказочные

и

чарь

этого

рассказчика. Рассказчик, который этому миру прииaдnе:жт

ыире повествует,

добродушно

и

посмеивается

окружающих его moдей,

иногда

иногда

над

от

этого wира

представлеиИЯNИ,

СОNНевается

-

в том

правда

и

дистa.tЩИруется,

ХАРАктерныwи

для

это или неправда:

что представилось Петру КИрИJlolЧУ, о че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При зтом читатели
все

время

хорошо

находятся

знакомых

диалогом
логическое

с

ему

в

ситуации

)~)Дей

одиосельчо1Иами.
повеСТВОВАЮlе

рассказчика,
чертухинцев

Отсюда

романа:

и

он
и

ощущает

повесвование

возникается

CKA30BIUI

себя

особенное

часть

в

кругу

становится

CTPYJCTYPO-

повествоваЮlЯ,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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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opCKHe

~pyrOM.

~3 피Ka ，

paCCKa3qHKa ,

H KaKHe-TO

CKa30BOe rrOBeCTBOBaHHe

pacrrpOCTpaHeHHoro
CMeCb

y

BOCKnHuaHH~

nHTepaTypHoro

(3TO

rrpOCTOpeQH~ ，

CKa3

ra3eTHOß

H

OÕpameHH~

K

B OTnHQHe OT

CKa3a mHpOKO

rrpOCTOpe배뼈

neKCHKH

~pyr

C

H3BeCTHOrO

H

opHeHTHpOBaHH뼈

KnHme ,

H

qaCTb

rrOBeCTBOBaTenbHa~

cnymaTen~M qepeaywTc~

CnOB

CnO:KHyl。

Ha

H~eOnrHQeCKOrO

H3

。 ÕHxo~a) ~B~eTC~ $OnKnOpHOß H MY*HUKO때 peQbW.

TpH

OCHOB~X

aBTopa , rapMOHHW.
ne :K an

MHpOB033peHQeCKHX

C03ByQH~ ，

pOMaHa

B

penHrHH.

li~e~

~crapMOH뻐

OÕpa3e

BepHOCTH

ayXOBHbIX，

caMOCTO~TenbHhlH
rrepCOHH$HKaUH~

B3r~~
H~eH

rrnOTκ

Ha

rrnOTH ,

rrpOpOKa

KonayHb~

MHp.

KaK

OpTO~OKCanbHOH

3HaQeHHe

COrrpOBO:K~anH

Ynb~Ha

BOneW

reHe3HC KOTOpbIX

CTapOH

BOrrnOmeHHe

~Bn~eTC .lI

OHa

~Bn~n

nemero

Cepbe3HOe

KOTOpble

rrOBeCTBOBaHH~

XpOHOTOrre
li~e~

rrpOTHBOpeQH~X ，

rrpH~aeT

MyK ,

TeneCHblX

B

~pyry.

HOBOrO

paCCKa3QHK

COÕCTBeHHOα

yCMHpeHHH

~pyr

MenbHHKa rryTanacb B

OTHOCHTenbHOß

B ero

KOHuerrUHH

rrpOTHBOrrOnO :KH~

H

3TO
Cy~bÕhl

õeCKOMrrpOMHCCHbIH

OrrHCaHHW
repo~

TpeTH때

OÕ

”

CrrHpH~OHa

H

aHTHrrO~

H

O$HUHanbHOH penHrHH , H CrrHpH~OHOBa aCKeTH3Ma , H AHTWT 싸<O BOH rapMOHHH.

B pOMaHe K KpeCTb .ll HcKOMy MHpy H ayXOBHbIM OCHOBaM HaUHOHanbHOrO
rrHcaTenb

rrO~O~HT

Bo-rrepB bIX,

C03~aTb

3eMne~enbQeCKOα
3ar~HyTb

B

C MaCmTaÕaMH
HeKH때

CTpaHhl , a

~yxOBHhle

Xy~O :KHHKa-M~CnHTe~ ，

rraM .lI THHK
BO-BTOPμX ，

TaHHHHKH ee

3aBepmHBmeß
pa3ra~Ba~

HapO~HOH :K H3HH.

CBOe

ÕhlTH~

3a~aBmerOC .lI

uenbW ,

CymecTBoBaHHe

CaMOH

~anbHeHmyw

Cy~bÕY

POCCH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