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러시아 부홍기 문학에서의 전통과 모방 

키예프 러시아 문학에 대한 모방을 중심으로* 

서 선 정 •• 

1. 고대 러시아 부흥기의 역사적 상황과 전통 지향 발현 

인류의 역사상 완벽히 고립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할 때， 

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문화 

간의 영향 관계일 것이다. 이 때， 영향(BJlIUIHHe)과 차용(3a싸CTBOBaHHe) 이 

라는 개념은 영향을 주는 문화와 영향을 받고 타문화를 차용하는 문화를 상 

정하므로， 문화 발전을 선진한 문화와 후진한 문화 간의 소통 상황으로 이해 

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다소 예민한 쟁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교 세례와 더불어 비잔틴으로부터 여러 문화의 모델을 수용함으로 

써 중세를 맞이한 러시아의 문화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타문화의 영향 

이라는 문제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필연적 선결과제였다. 

일례로 리하효프(ll. C. 끼HXaqeB)는 비잔틴의 문학 규범올 받야들임으로써 본격 

적인 기록 문학 시대를 연 초기 러시아 문학의 상황을 기존의 문화 발전 모 

텔에서 사용된 영향(B재jjHHe)이 아닌 이식 (TpaHcnnaHTaUHjj ， nepeHOC)으로 이해 

한다1) 그의 이식문화론에 따르면， 초기 러시아에는 비잔틴에서 전수되어진 

바와 같은 문학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초기 러시아의 문학적 상황이란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비잔틴으로부터 러시아땅에 이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영향관계는 엄밀 

히 말해 서로 대체 가능한 문화양식들 간에서 성립 가능한 것으로서， 상이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79-AM00571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1) 1I. C. lIHxa'leB (1 9731 Pa3BHTHe pyCCKoff JIHTepaTypu X-XVII BeKOB, 1136paHHμe pa60T꾀 

B TpeX TOMaX, T. 1, 1I., 1987, cc.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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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에 놓인 문화들 간의 관계에서 한 문화에 없는 양식을 다른 문화로 

부터 수용하는 현상은 문화의 이 식 으로 보아야한다는 것 이 다. 이 때， 이 식 

( TpaHCnJIaHTaI.lI쩌)이라는 개념이 갖는， 선진문화와 후진문화 간의 종속적 관 

계 구도에 대한 함의 가능성은 문화의 상호 관계의 여러 동인들 중 문화 주 

체의 내적， 능동적 요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극복된다. 즉， 러시아가 비잔 

틴으로부터 스스로에게 없는 문학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문화적 종속에 의한 

강제 이식이 아니라， 그러한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러시아 문화의 자발 

적인 내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문화 내적 요구에 

의해 수용된 타문화의 씨앗들은 러시아라는 토양과 환경의 자양분을 통해 러 

시아적인 문화로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문화의 태동과 발전에 있어서 

전달 주체 혹은 영향을 주는 문화 주체의 역할이 아닌 수용 주체， 혹은 이식 

토양의 역할에 더욱 더 적극성을 부여한다. 세계라는 거대한 다문화의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실제 문화 교류를 상정해볼 때 다소 지나치게 문화 수용주체 

의 능동성이 강조된 이러한 이해는 이미 고대 러시아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러시아인들의 자기 문화 정체성 찾기라는 오랜 과제와 연관된， 국가와 민족의 

내적 역량과 욕구가 역사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로트만(10. M. lIoTMaH)은 이러한 문화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그의 중 

심이론인 ‘문화 텍스트론’ 혹은 ‘문화적 대화’와 ‘문화적 번역’을 통해 이해한 

다. 로트만의 문화 이론은 첫째，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영향 관계는 전달되어 

지는 문화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설정 

되는 대화적 상황으로서， 두 문화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따라서 둘째， 

발신자에 의해 내놓여진 문화 텍스트는 수신자의 언어로의 내적 번역 과정을 

거쳐 소통되는데， 셋째， 그 과정에서 발신 텍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이 

수신자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 의해 자기 이해에 합당한 부 

분만을 선택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2) 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 

목해야할 지점은 문화의 정보들이 모두 수신 문화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 아 

니라 선택되어진다는 것과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교류가 다른 ‘언어’를 가진 문화 간에 이루어진다 

는 인식은 문화적 영향에서 발신 측의 일방적인 권력이나 수신 측의 종속 관 

2) 10. M. JJoTMaH (1 992a) "np06JJeMa B1I3aHTIIl!CKoro BJJI쩌HII~ Ha pyCCKy~ KyJJbTypy B TllnO 

JJOrllQeCKOM OCBemeH깨 " 1f36paHHble CTaTbH. T. 1, TaJJJJIIHH, CC.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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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수신 측의 선택적 수용은 문화 교류에 있어 수신 

문화가 지니는 능동성을 시사한다. 초기에 발신된 문화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문화 수신자는 점차적으로 발신 문화 텍스트 속의 낯선 언어와 기 

호체계들을 자기화하여 구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체계와 유사한 새로운 

텍스트를 재창조하게 된다. 

문화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리하효프와 로트만의 이론은 모두 수용측 

문화의 내적 요구와 적극성을 문화 교류의 가장 중심적인 동인으로 인식함으 

로써， 주변 국가들에 비해 늦은 발전 과정을 거쳤던 러시아의 문화 발전사를 

주변의 선진 문화들의 영향과 그에 대한 모방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실제 독특한 역사적 행보를 걸어온 러시아 문화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 

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앞선 논의들에서 주목한， 특정 문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외적인 요 

소들 외에도 많은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한 변화와 발전일 것이다. 로트만은 특정 집단의 문화사를 관찰할 

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로서， 해당 문화의 통시적 회고적인 자기 전통 

지 향적 흐름을 자아지 향소통(aBToKoMMyHHKaUH~)으로 규정 한다.3) 동시 대 적 공 

간 속에서 이루어진 상기된 영향관계들과 달리 통시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 

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 

거의 문화적 산물을 새로운 시대 언어로 ‘번역’해냄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새 

로운 문화 산물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된다. 특히， 정교로의 세례 이후 서구 

유럽의 문화에 뒤늦게 동참한 탓에 유럽 문화에 준하는 자기 문화와 전통 확 

립을 열망했던 러시아로서는 선행한 자기 문화에 대한 회고는 자문화의 정체 

성 확립을 위한 당면 과제이기도 했다.4) 실제 고대 러시아 문화의 곳곳에서 

오래되고 선행된 것을 가장 완벽한 것이자 훌륭한 것 영광된 것으로 평가한 

예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 10. M. 끼onlaH (1 992b) "0 tlByx MOtleJUlX I<OMM}'HHl< aUHH B CHCTeMe l<y .nbTYPbI," H36pßHHble 

crßrbH, τ 1, Ta.n.nHHH, CC. 76-89. 

4) 이 때， 고대 러시아 문화가 갖는 선행한 자문화에 대한 회고 지향성은 중세 문화로 
서 고대 러시아 문화가 지녔던 강박적인 원칙성과는 구분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러시아 문학과 미술은 예술적 원전과 원형을 반복하고 보존하는 것， 원전과 

원형을 재현하는 것에서 아름다웅을 발견했다. 이러한 원형성에 대한 지향과 자기 

전통에 대한 회고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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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러시아 문화사에서 과거 전통 문화에 대한 의도적 회고와 요구가 문 

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첫 시기는 정신적으로 몽고 침탈을 

극복하기 시작하던 14세기 말부터 모스크바 공국의 성립기인 16세기에 이르 

기까지의 문화적 ‘부홍기’라 할 수 있다. 1380년 쿨리코보 전투(KYJI찌<OBCKaJl 

6HTBa)의 승리 이후， 비록 몽고의 외적 지배는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미 몽고 

불패의 신화를 깨뜨린 러시아인들은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탈 

로 피폐해진 러시아 문화와 정신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내적 요구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1480년 몽고의 지배가 종결된 이후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새로운 국체國體의 성립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당대 러시아인블 

의 내적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느냐는 교회 문학 코드로 점철된 당대 

의 기록문학에서보다도 브일리나와 같은 구전문학들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키예프 싸이클의 브일리나에서 드러나듯， 오랜 세 

월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정치/종교적 이상향으로 각인되었던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화적 전통은 그들에게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자랑스러 

운 과거로 등장하게 되었고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적 전통은 문화적 기 

억으로서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달되고 재생되었다. 

리하효프는 14세기 말 이후의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연관하여 문학에서 일 

어난， 과거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 전통을 복구하고 보존하고자하는 경향 

을 서구유럽의 르네상스에 유비시켰다. 서구의 문예부홍이 찬란했던 고대 그 

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한 회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이전시기 -중서11- 시기 

를 뛰어넘어 찬란한 문화로의 부활을 꾀했다면 이 시기 러시아는 몽고의 침 

탈로 인해 피폐해진 러시아의 전통을 키예프 시대 문화를 복구시킴으로써 부 

활시키고자 했다 즉， 모두 이전 시대 문화로의 복귀를 통해 문화의 부홍을 

꾀했다논 점에서 두 시기는 서로 흡사하다. 그러나， 리하효프가 지적하고 있 

듯， 비록 이 시기의 러시아 문화가 서구 유럽의 르네상스적인 개별 경향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전반을 인문주의적인 세계의 도래， 기독교적 중세 문화 

의 세속화라는 특질로 정의되는 서구유럽의 르네상스에 유비할 수는 없다.5)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러시아는 기독교적 문화의 세속화라는 르네상스적 과 

제가 아닌 찬란한 기독교 문화에로의 회귀라는 과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만약 인문주의에로의 경도라는 경향이 역사상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규 

5) n. c. JIllxa'les (1973), CC.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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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가장 주요한 자질이라면 이 시기 러시아의 문화는 이후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교회의 세속화와 개성의 출현이라는 경향이 시발된 먼 시 

원이었다는 점에서 전기르네상스(npe.llB03PO뻐eHl:le)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흔히 이 시기 러시아에 일어난 문화적 변혁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언급되는 ‘제2차 남슬라브영향(BTopoe IO)I(HOCJIaBjjHC KOe BJIlfjjHl:le)'은 

직접적으로는 외부로부터 불어온 영향이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당대 러시아 

문화에서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게 된 것에는 러시아인들의 내적인 요구 

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세기 말-15세기 러시 

아 문화계는 남슬라브 문화와 당대 러시아 문화 간의 공시적 소통과 당대 러 

시아와 키예프 러시아 문화 간의 통시적 자아지향소통이 교차하는 역동적 문 

화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전통을 복구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성해야만 하는 과제 

에 당면한 14세기 말 15세기 러시아인들에게 전통으로 설정되었던 두 문화 -

키예프 러시아의 문화와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가 당대 러시아 문학에서 실 

제로 어떻게 드러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경 

향이 유형화되는 과정과 그 특색을 살펴보며， 나아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적 영향과 이식 관계를 소통현상으로 규정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소통의 ‘실패’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소통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원의미의 변화 없이 받아들이기란 불 

가능하므로， 원의미의 절대적 전달이 소통의 성공은 아닐 것이다. 소통의 성 

패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여러 평가기준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문화적 소통에 

서 일어나는 수용과 발전/창조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동시에， 문화적 소통을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간의 번역 과정으로 이해한 로트 

만식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달된 문화를 수신자 문화의 새 언어로 

얼마나 창조적으로 번역되었는가를 그 잣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달된 문화가 수신자 측의 문화 속에 던져진 씨앗으로만 존재하여 새 

로운 토양의 자양분을 홉수한 완전한 개체로 생성되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새 

로운 문화 속에 기계적이고도 단편적인 파편으로 삽입된 채 머무른다면， 그것 

은 실패한 소통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 문학의 이러한 소통상황에서 발생한 

그 오류와 실패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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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의 설정 

2. 1. 키빼프 러시아의 문학 

1230년대로부터 시작된 몽고-타타르의 침입으로 인해 14세기 초반에 이르 

면 이미 러시아는 문화/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몽고-타타 

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서적보관서나 수도원의 필사고들이 불타 

고 사라짐으로써 막 절정에 이르려 했던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적 번성 

은 사그라들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키예프 시대에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글을 

읽고 쓸 줄 알던 식자층이 얄아졌으며 당연히 펼사나 문학 창작 활동은 극도 

로 위축되었다.6) 14세기 말 드리트리 돈스코이(nMHTPHß ~OHCKOß)에 의해 주도 

된 쿨리코보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민족적 자신감을 되찾은 러시아인들은 즉 

각 필사작업을 부활시키며 문학 활동의 재기를 꾀했고， 이 과정에서 키예프 

러시아의 번성한 과거는 그들에게 일종의 이정표로 제시되었다. 문학적 전통 

이 몽고의 침탈로 인해 사장된 이 시기의 러시아인들에게 비잔틴으로부터 문 

학 체계와 장르를 ‘이식’받아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학 체계를 이루어내었던 

키예프 러시야의 문학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7) 

한편， 11-13세기의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적 전통이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회고될 전통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인 정황들 외에도 

두 시기의 러시아 사회에 만연했던 시대정신과 문학에 대한 당대의 요구의 

유사성이 또 다른 이유로 기능하였다. 

6) Jl. A. 따써Tpues (1980) "JlHTepnypa nepsbIX JJeT MOHrOJJO TaTapCKOro Hra. 1237 rotl -

KOHet\ xrrr Bel<a," μcropHJ/ pyCCKOIt π'Hrepa. rypbl， T. 1, Jl., CC. 62-89. 

7) ll. C. 깨xat.f es (1 952) "B03HHI<HOSeHJ.le opHrHHaJJbHblX pyCCKHX SHtlOS J1HTepaTypHblx 

npOH3SetleH때 " B03HHKHOBeHHe pyCCKOIt JlHrepa. rYPbl, M.;Jl., cc. 156-178. 키 예프 러 
시아 시대에 이미 러시아의 고유한 문학이 발전하고 있었던 사례는 매우 다양하 

다. 이 논문에서 리하효프는 주로 러시아의 연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연대기(J1eTOnHCb)는 역사/세속 문학 장르였던 비잔틴의 연대기 (XpO

뻐I<a)를 문학적 모탤로 삼았으나 비잔틴의 연대기가 왕권 중심의 기록이었던 것과 

는 달리 편년체식 서술이다. 아울러 비잔틴의 연대기가 흥미로운 특정 사건의 줄거 

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변서 완결된 여러 이야기들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면， 러 

시아의 연대기에서는 개개 사건들이 완결성을 띄고 서술되지 않는 대신 언제나 유 

유한 역사적 흐름이 서술의 중심에 자려하고 있다. 



고대 러시아 부흉기 문학때서의 전통과 모방 35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러시아 땅(PycCKaR 38MJlR)' 

에 대한 애정과 애국주의였다. 키예프 러시아의 전반기의 문학이 갓 기독교 

국가의 대열에 동참한 러시아가 새로운 문화적 충격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 

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면 후반기의 문학은 정치적 응집성이 비교적 

약한 봉건제라는 정치체제가 서서히 와해되어가던 당대의 러시아인들에게 러 

시아땅의 수호를 위하여 단결의 명분을 호소하는 정치적 팡플렛으로 기능하 

였다. 키예프 러시아가 키예프 대공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국지전으로 인해 

약해진 틈을 타 주변 유목민-주로 폴로베츠인들(nOJlOB뻐)-의 변방 약탈이 

드세어지고 몽고의 1차 침입이 시작되던 13세기 초반과 중반 이후에는 이러 

한 외세의 침탈에 대한 탄식과 러시아 땅의 수호를 촉구하는 강력한 현실참 

여적인 텍스트들이 창작되었다. 11-13세기의 이러한 양식 (CTHJlb)8l을 리하효프 

는 ‘기념비적 역사주의 (MOHYM8HTaJlbHbIH HCTOpH3M)’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상 

의 모든 사물， 사건들과 개체들이 개별적이고 고유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거대 

한 역사적(총체적) 관점에서 인식됨으로써， 역사적/종교적 의미에 대한 상징 

으로 이해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역 

사적/종교적 견지에서 단순화하고 문학적 예술적인 기호로 변화시키는 세계 

이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양식은 현실에서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의 

존재이유를 궁극적으로 러시아 땅 아울러 그것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었던 기 

독교와 신의 섭리 속으로 귀속·환원시켰고 이 시기의 문학은 ‘러시아 땅’을 

중심주제로 한 강렬한 애국주의적이고도 역사주의적인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한편， 11-13세기의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기념비적 역사주의가 특히 ‘러시 

아 땅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찾기’를 그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 

다는 사실은 14세기 이후의 러시아 사회가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회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극복될 수 없으리라 여겨졌 

8) 리하효프가 사용하는 ‘시대 양식 (C H!Jlb 3nOXII)’의 개념은 특정 시기의 문화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현대문화플 규정할 때 사용하는 사조 

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때 사조가 특정 시기블 지배하는 경향의 철학과 사상 

에 좀 더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양식은 물론 철학적 사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 

념이기는 하나， 사조보다는 그러한 경향의 좀 더 구체적이고 설짖적이고도 구상적 

인 특성들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 c. 끼IIxatteB (l 973) ， C. 91 

9) TaM lI<e, C. 90-101 기념비적 역사주의에 대해서는 n. c. J1μxatteB(1970) qeßOBeK B 

지Hreparype llpeBHeμ PYCH, M., CC. 25-62에 서 좀 더 자세 히 다루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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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몽고 지배의 속박 하에서 고통 받던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인내하고 극 

복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자 납득 가능한 논리로 수용되었던 것이 기독교 

적 신의 섭리였으므로， 이들의 애국주의적 정서는 언제나 기독교적인 역사 해 

석으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키예프 러시아 문학이 14-15세기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의 문학적 전통으로 

직접 회고되고 소통된 정황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실제 14-15세기의 고대 러 

시아 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인용된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텍스트， 그러한 키 

예프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창작된 14-15세기의 텍스트가 모두 민족주의적이 

고도 애국주의적 주제를 지닌 작품들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10) 11-13세 

기 러시아 문학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형상이나 표현， 기법 나아가 글 

귀나 문단 전체가 14-15세기 러시아 문학작품들에서 그대로 차용되는 사례가 

심섬치 않게 발견되며 이러한 인용과 차용의 경향이 14-15세기 러시아의 문 

학에서는 일종의 ‘양식’으로 발전되었다. 

2.2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 말엮기 문체와 고양된 ..9.효~ o~^1 l.!-. O. 
러시아의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은 14세기 말 15세기 러시아 문화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적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역시 당대 러시아에 전달된 일종의 전언이었으나， 리하효프의 이식문화 

론에 의하자면， 이러한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역시 당대 러시아적 요구가 동 

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당시 러시아인들이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키예프 시대의 문화적 영광을 재현하고자했다는 사실과 직결된 

다. 즉 러시아인들에게 중세적 문자 문화로의 길을 연 키예프 러시아는 비잔 

틴과 주변 다른 슬라브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만큼， 몽 

고 침입기 동안 단절된 키예프 러시아의 영광을 재생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 

로서 바로 키예프 러시아가 결었던 길 )비잔틴과 다른 슬라브 문화와의 직접 

적 교류 을 반복하는 방법이 선택된 셈이다. 아울러， 그러한 길을 반복함으 

로써 몽고 침탈기를 통해 오염된 러시아의 문화를 최초의 순수한 상태로 복 

10) n. c. 재xatles (l 962) Ky.J/bTypa PyCH 8peMeHH AHJlpeJ1 Py따'e8a H En.때aHHJ1 flpeMYJlporo, 
M. ;JJ. , c.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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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시키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적 정화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점차 

철학적 사상으로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2차 남슬라브 영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주교였던 예브피미 트이르노프스키 (E빼HM뼈 

TblPHOBC I< HR)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할 것인데， 개혁의 본질에 대한 그 

의 직접적인 저작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대신 그의 제자의 제자였던 콘스탄 

틴 코스텐체스키 (KOHCTaHTHH KOCTeHQeC I<HR)가 남긴 글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의 핵섬은 문자 언어의 표현과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 

는 것 사이의 밀접성에 있다. 이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구어가 아닌 문자로 

서， 문자는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 그 자체의 본질에 다름 아니다. 따 

라서 어떤 단어를 잘못 쓴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생각의 오류 

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실수였다. 특히 이는 신의 섭리를 기록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절대 절명의 규칙이자 과제였다. 따라서 그는 정자법과 번역(주로 

기독교 서적들의)상의 가능한 모든 부정확성을 없애는데 치중했고， 나아가 모 

든 철자들이 지닌 세세한 특정들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 했다11) 문자와 그것 

의 의미가 되는 현상 간에 존재하는 엄격성을 의미하는 예브피미의 개혁은 -

실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그리스어식 표기들을 

부활한다거나， 남슬라브 지역들에서 사용되는 음운부호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 

었다든지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었으나 - 결국 언어 

-문화 전반에서 키예프 러시아 초기의 특정이었던 문화적 엄격성으로 되돌아 

가자는 흐름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러한 언어-문학적 엄격성은 예브피미의 개혁 철학의 핵심이었던 말과 본 

질간의 완벽한 동일성의 추구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작가들의 언어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 즉 언어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당대 작 

가의 강박관념과 자기 달쓰기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낳았으며 성자의 성스러 

운 삶의 본질을 드러내어야했던 일련의 성자전 작가들에 의해 말엮기 문체 

(nneTeHHe CnOBeC)로 탄생 하게 된다. 즉， 칭 송하고자 하는 성 자의 성 성 에 바로 

이르기 위해， 작가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들을 동원해 이를 표현하게 된 것인 

데， 이러한 경향들은 다소 장식적이고도 비생산적인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적 변주가 중심이 되는 문학적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말이라는 표현 속에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개 

11) fl. C. J1HXaQeB(973). CC.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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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상화된 절대 삶의 현상 속에서 종교적인 진실을 찾고 

자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당대의 문학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추상주 

의라는 특성을 부여한다. 

이 때 지적할 것은 이러한 추상주의적 특성은 이미 초기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의 특정이기도 했으나， 14-15세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래 성자의 성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단히 고양된 

문체였던 말엮기 문체， 초기 키예프 러시아 종교-전례적 숭고한 언어형식， 추 

상주의적 경향들은 당대에 민족의 내적 울분과 고양된 감정을 분출하는데 매 

우 적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용장과 

성자에 대한 찬가， 생애전이나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 

던， 몽고의 침탈에 의해 피폐해진 러시아 땅에 대한 애도가나 승전가 둥 군담 

류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결과적으로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에 내/외부로부터 전달된 두 문화 -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전통’과 ‘제 2차 남슬라브 영향’-는 당대의 필요성에 

의해 전통을 대신해 의도적으로 설정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 

면， 서로 다른 경향을 지닌 이 두 문화는 결국 시대의 요구라는 한 지점에서 

교차/통합함으로써， 당대 러시아 문화를 형성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모방과 창작 사이: 소통의 오류12) 

11-13세기 러시아의 작품들 중 가장 뚜렷하게 회고되어지고 인용된 작품 

들에는 신의 섭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민족으로 전파된 신약 이후의 시대 

를 은총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뒤늦게 개종한 러시아 땅의 성스러움과 은혜로 

웅을 논리적으로 설파해낸， 11세기 키예프 대주교 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 (CJlOBO 0 3aKOHe H 6J1arOllaTH)J 나 러시아 군주의 승전이나 패전， 

러시아 땅의 멸망에 대한 사실적 서술을 통해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군담류로 12세기의 「이고리 원정기 (CJlOBO 0 nOJlKy HrOpeBe)J 

13세기의 「러시아 땅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 (CJlOBO 0 norH6eJlH pyccKofi 3eMJIH)J , 

12) 소통의 오류의 사례를 다룬 이 논문이 특정 시기의 문화적 소통에 대해 전반적인 
성공과 설패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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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말의 「알렉산드르 립스키 생애전(~HTHe AneKCaHapa HeBCKOrO)J 과 13세 

기 말-14세기 초의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 (nOBeCTb 0 pa30peH째 

Pji3aHH EaTbleM) J )3) 등이 있다. 

특페 이들 키예프 시대의 애국주의적인 작품들은 1380년의 쿨리코보 전투 

에서의 승리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주로 작품에 현란하고 다양한 형식적 기 

법으로서 화려함과 웅장함이라는 효과를 위해 차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14세기 말의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 (En때aH써 npeMyapblH)의 창작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의 황제， 드 

미트리 이바노비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CnOBO 0 )!(H깨H H npeCTaBneHHH 

BenHKoro KHji3ji llMHTpHji HBaHOBH4a, uapji pYCCKOrO) J (이하드미트리 돈스코 

이 생애전」으로 명명)에서 차용된다 14) 특히 이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 

13) 이 문현의 창작 연대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심지어 리하효프는 자신의 논문 저 

작 연대에 따라 연대 추정을 약간씩 달리한다. 예를 들어 ， n. c. nHxaqeB(1949) 

"<<nOBeCTb 0 pa30peH싸1 pa3 J1HH 5aTbleM>>," BOHHCKHe nOBeCTH l1peBHei1 PYCH, M.;n. , CC. 

139-140 에서 리하효프는 늦어도 14세기 중반 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가하면， 다른 논문 n.c. 지HXaqeB (1 961) "깨Tepa TypHaJl Cy,'lb5a <<nOBeCTH 0 pa30peHHH 

PJl3aHH 5aTbIeM>> B nepBolí qeTBepTH 15B.," μ'CCJJeI10BeHHJI no I1peBHepyccKoi1 J1HTepaType, 

끼.， 1986, c. 264에서는 13세기말에서 14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좀 더 정확 

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리하효프 자신이 주편집자로서 편찬해냈던 일련의 고대 러 

시아 문학 전집물들에서 이 작품은 13세기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다 
(naMJITHHKH J1HTepaTypu 끽þe，BHei1 Pycκ XIII B. DHð.까fOTeKa J1HTepaTypu 끽þeBHeit 

PYCH, T. 5, cn5. , 1997.) 

14) 이 작품이 씌어진 연대와 작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B. n. AIlPHaHOBa

nepeTI.1의 경우 1420년대 이후에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를 모방한 작가에 의해 씌어 

진 것으로 추정하고 (B. n. AnpHaHOBa -nepeTu (1947) "<<CJlOBa 0 *HTHH H npeCTaBJle

HHH BeJlHKOrO KHJl 3J1 nMHTpH꺼 HBaHOB‘Iqa, uapJl pycbcKaro>>," TpYl1u OToeJ1a opeBHepy

CCKOi1 J1HTepaTyp이 T. 5, M.;n. , CC. 73-96) , M. A. CaJl~깨Ha는 작가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으나 이 작품의 창작 연대를 1440년대로 추정한다.(M. A. CaJIMHHa(1970) "<<CJlOBa 

o *HTHH H npeCTaBJleH뻐 BeJlHKOrO KHJl 3J1 마깨Tp깨 HBaHOB때a， uapJl pycbcKaro>>," TpYl1u 

OTl1eJ1a I1peBHepYCCKoi1 깨TepaTypμ T. 25, M.;n. , CC. 81-104) 그러 나， 많은 학자들이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에 의해 14세기 말엽에 씌어졌을 것이라는 A. B. COJlOBbeB의 

가설을 받아들이 고 있다.(A. B. COJloBbeB (1961) "En빼aH때 npeMynpbllíKaK aBTOp <<CJlOBa 

o *HTHH H npeCTaBJleHHH BeJlHKOrO KHJl 3J1 마깨TpHJI HBaHOB써a， uapJl pycbcKaro>>," TpYl1hl 

OTl1eJ1a opeBHepyccKoη 까fTepaTypu， T. 17, M.;n. , CC.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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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보다는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형상 중의 하나가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15) 

XBaAHT *e rAaCOM XBaAeHH~ PHMCKa~ CTpaHa neTpa H naBAa, KOHMH rrpHBeaeHa 

K Bepe B 씨Hcyca XpHCTa, CblHa BO*H~; BOCXBaA~IOT ACH~ ， Eiþec H naTMOC 1i0aHHa 

BorOCAOBa, IiHaH~ -φ。MY， (...) Bce CTpaHbI, rpa따J H HapOahl 4TyT H CAaB~T Ka*며e 

CBoero y4HTeA~ ， KOHM Hay4eH에 rrpaBOCAaBHoA Bepe. BOCXBanHM *e H 빠J ， (...) CO 

BepmHBmero BeAHKHe H 4yaHble ae~HH~ y'쩌TeA~ H HaCTaBHHKa HamerO, BeAHKOrO 

KH~3~ 3eMAH HameA BAaaHMHpa, BHyKa apeBHerO Iirop~ ， CblHa *e CAaBHOrO CB~TO 

CAaBa 

찬양의 목소리로써 로마 나라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끈 

베드로와 바벨을 칭송했다 아시아 예베소 그리고 파트모스가 보고슬롭 요안 

을 칭송하고， 인도는 도마를， (...) 모든 나라， 도시 그리고 민족 각각이 정교의 

믿음으로 이끈 자신들의 스승을 찬양하고 기념한다. 우리들 또한 칭송했다， 

(…) , 위대하고 기적적인 업적을 완수한 우리의 스승과 정신적 지도자들을， 우 

리 블라디미르 땅의 대공을， 태곳적 이고리의 손자， 영광스런 스바토슬라프의 

아들을 '" 

(r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 J )16) 

BOCXBaA꺼eT 3eMA~ PHMcKa~ neTpa H naBAa, A3H~ - 1i0aHHa BorocAoBa, IiHaHA

CKa~ *e 3eMA~- φoMy-anocTOAa ， (...) l1ap~ KOHcTaHTIIHa -rpe4eCKaJl 3 eMAJI , BAa 

aI1MHpa - KHeBCKaJl C OKpeCTHblMH rOpOaaMH , TeÕJI *e , BeA싸<H꺼 KHJl3 b llMHTHpHA , 

BCJI PyccKa꺼 3eMAJI. 

로마 땅은 베드로와 바벨을 칭송하고， 아시아는 요안 보고슬롭을， 인도땅은 

사도 도마를， ( .. .) 그리스 땅은 콘스탄틴 황제를， 치.예프 땅과 주변 도시들은 
블라디미르를 찬양한다. 그대 드미트리 대공을 모든 러시아 땅이 칭송하도다. 

(r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 J )17)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번창한 지역들의 

이름이 열거된 다음， 이어서 비잔틴과 러시아가 언급되는 것은 전 세계의 전 

통적인 기독교도들과 나란히 신의 세계에 귀속된 러시아 땅의 영광됨을 드높 

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각 세계를 신앙으로 이끈 사도들과 설 

법자들이 칭송되는데， 그 대열에 비잔틴의 콘스탄틴과 키예프 러시아의 블라 

15) A. B. COAoBbeB (196ll , CC. 100-102. 

16) DH6ßHOTeKa ßHTepaTypu φeBHelt Pycκ T. 1, cnõ., 1997, c. 43. 

17) DH따HOTeKa ßHTepaTypu llpeBHelt PyCH. T. 6, cnõ. , 2000, c.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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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르 대공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당대 정교의 본산지인 비잔틴 땅에 비 

견되는， 러시아 땅의 성성聖省을 담보하는 러시아 군주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대구와 유비를 이루는 이러한 서술방식은 r율법과 은총에 대 

한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와 통일성을 이룬다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 

에서는 이러한 형상화 - 구성으로 보아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차용된 것이 명백한 - 가 비록 간략화되어 있으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구절은 생애전의 마지막에서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대한 송가 부분으로서 명 

백히 드미트리 톤스코이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적으로 삽입된 부 

분이다. 그러나， 비잔틴의 콘스탄틴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기독교를 설파한 

인물들과의 유비는 주제론적 측면에서 다소 부자연스럽다. 

그 외에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는 키예프 러시아의 다른 문학 작품 

으로부터의 인용들도 발견할 수 있다 . 

. KaK lI<e Tμ yMep , lI<H3Hb MOJl 6eCueHHaJl, MeHJI OLIHHOKO l! BLIOBOα OCTaBHB! 

n04eMY JI paHbme JI He yMepna? nOMepK CBeT B 04aX MOHX! KYLIa ymen TW, COKPO

BHme lI<H3HH Moe l!, n04eMy He npOMOnBHmb KO MHe, CepLIue MOe, K lI<eHe CBOe꺼? 

UBeTOK npeKpaCH뼈， 4TO TaK paHO yBJlLIaemb? (…) BMeCTe C T06010 lI<Hna, BMeCTe 

C T060~ H yMpy HμHe ， (".l 3a4eM pOLIHnaCb H, pOLIHBmHCb, npe ll<LIe Te6J1 n04eMy 

He yMepna, He BHLIena 6μ TorLIa CMepTH TBoe꺼， a cBoel! norH6enH! 

내 목숨처럼 더없이 소중한 당신이 어찌 나를 과부로 홀로 두고 가 버릴 수 

있소? 왜 난 진즉에 죽지 않았을까?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내 인생의 보배 

와 같은 당신은 어디로 가버렸소， 왜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당신은， 아 

내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오? 눈부신 꽃봉오리는 왜 그리도 일찍 

시들어버리나? (...) 당신과 함께 살았고 이제 당신과 함께 죽으려오. (...) 왜 
난 세상에 태어났으며， 태어났다면 왜 당신보다 일찍 죽지 않았을까， 당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보았을 댄데! 

(r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 J )18) 

o rope Te6e, 6eLIHwl! 4enoBeK! Kak MO ll<emb onHcaTb KOH4HHy rocnOLIHHa CBOerO! 

KaK He BwnaLIyT 3eHHl뻐 TBOH BMeCTe CO cne3aMH! KaK He BWpBeTCJI cepLIue TBoe 

C KOpHeM! H60 oTua OCTaBHTb 4enOBeK MO ll<eT, HO LI06poro rocnOLIHHa Henb3 J1 

OC TaBHTb; ecnH 뻐 MO ll<HO 6wno, TO B rp06 6w comen C HHM! 

오， 너에게 이 슬픔이， 불쌍한 인간이여! 자신의 주인의 최후를 어떻게 묘사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너의 두 눈이 눈물과 함께 떨어지지 않을지! 어찌 너의 

18) DH6J1HOTeKa J1HTepaTypbl φeBHeil PyCH, T. 6, cn6., 2000, C. 217. 



42 러시아연구 쩨 16권 채 1 호 

심장이 뿌리부터 터져 버리지 않을지! 왜냐 할진대 인간은 아버지를 버릴 수 

는 있으나 선량한 주인은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관 

으로 그와 함께 떨어져 버렬 것이다， 

(r알렉산드르 냉스키 생애전 J )19) 

"0 MIVIble MOH 6paTbJl H BOHHCTBO! KaK nOfH6JJH, )((H3HH MOH nopOfHe? MeHJI 

enHHCTBeHHOfO OCTaBHJJH B TaKoA nOfH6eJJH! nOqeMY JI npe)((ne Bac He YMep? H 

Kyna B꾀 CKpbIJJHCb OT oqeA MOHX? H Kyna OTOmJJH, COKpoBH~a )((H3HH MoeA? nOqeMY 

He npOMOJJBHTe MHe, 6paTY BameMY, UBeTbI npeKpacHble ... ! 3aqeM JI He YMep npe)((ne 

Bac, Torna He BHlleJJ 6b1 cMepTH BameA, a CBoe꺼 nOfH6eJJH? ... "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내 군대여 1 내 소중한 목숨과도 같은 이들이 어떻 

게 죽을 수가? 나만 혼자 이 파멸 속에 버려두었구나! 왜 나는 그대들보다 

먼저 죽지 않았는지? 그대들은 내 눈에서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내 삶의 

보배들이여 어디로 가버렸소? 눈부신 꽃들이여 왜 그대들의 형제인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요! 왜 나는 그대들보다 먼저 죽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그 

대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파멸을 보았을 텐데? 

( r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 J )20) 

클류챔스키 (B. O. KnroqeBCKHn)는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서 다소 종 

교적이고 엄숙한 생애전 텍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어색한， 드미트 

리 대공의 죽음에 대한 대공비의 애도(rrJJaq)가 「알렉산드르 랩스키 생애전」 

텍스트로부터의 차용이라 지적한다.20 분명 클류챔스키가 지적한대로 애도는 

그 현란한 비유와 생생한 정서적 표현 등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 대한 장중 

하고도 엄숙한 송가에 다름 아닌 일반적인 생애전 텍스트에서 대단히 이질적 

인 요소임이 명백하다. 실제로 11-13세기의 유명한 애도들은 「이고리 원정기」 

의 야로슬라브나의 애가를 비롯하여 대부분 군담류의 작품들에서 전사한 장 

수들에 대한 비탄을 표현하는， 근원상 민담으로부터 발생한 형식이다. 애도의 

정서， 그리고 차라리 망자와 함께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모티브 등에서 드 

미트리 대공비의 애도는 알렉산드르 웹스키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애도와 일 

견 흡사한 듯도 보인다. 그러나 「알렉산드트 립스키 생애전」에 대한 화자의 

애도가 생애전의 일반적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고 간 

19) DHσRHOTeKd ßHTepdTypu φeBHeR Pycκ T. 5, cnõ., 1997, c. 369. 

때) DH6ßHOTeKd ßHTepdTypu φeBHeR PYCH, T. 5, cnõ., 1997, c. 153 
21) B. O. KJIIOqeBCK뼈(1871) npeBHepyccKHe )((HTHJI CBJlTblX KaK HCTOpHqeCK때 HCTOqHHK, M., 

1988, c.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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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며 절제되어 있는 데 비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애도는 매우 

서정적으로 비감하고 장황하다알렉산드르 셉스키 생애전」에 나타나는 화자 

의 탄식이 성자 알렉산드르 댐스키에 대한 생애전 작가， 전달자의 자기 위치 

와 역할에 충실한 탄식이라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애도는 생애전 

이라는 작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탈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공비의 애도 

와 정확히 일치하는 형상틀을 드러내는 애도의 예를 13세기의 유명한 군담의 

하나인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22) 각각 

여자와 남자의 애도로 그 서정적 주체는 다르나 전체 애가의 일부분에 지나 

지 않지만 상기 인용된 부분에서 충분히 드러나듯， 두 텍스트에서는 망자에 

대한 비유들이 보배 > 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든가 망자의 죽음에 대한 탄 

식의 방식 一 망자의 침묵에 대한 탄식과 살아남은 자로서의 슬픔에 대한 표 

현 -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정통 군담인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에서 화려한 구전문학적 비유법으로 생생하게 표 

현된 애도가 바투에 의해 희생된 전사들에 대한 비감어린 화자의 탄식으로서 

전체의 작품 구조에서 매우 적절한 것임에 반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 

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안 드미트리가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과 

작별 인사를 고하고 평화롭게 예지적인 성자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이어지 

는 대공비의 극적이고 비감어린 애도 그것의 과도한 감정 분출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드미트리 대공의 죽음에 대한 비탄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드높이고자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애도의 삽입은 결 

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울러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 나 

타나는 애도가 서정성이나 표현성에 있어서 문학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생애전 텍스트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어색한 채 남겨진 이유는 그것이 기능 

과 에티켓이 중시되었던 고대 러시아의 문학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차 

별적 임의적 차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14-15세기의 작가들이 11-13세기의 수려한 작품들로부터 뛰어난 형 

상이나 표현， 심지어는 문단 전체를 자신의 작품 텍스트에 끼워 넣은 예는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이 창작하는 텍스트가 지니는 기능 

적 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통 텍스트가 지니는 수려함의 

근원 - 작품 전체와 차용 문단이 지니는 통일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미와 

22) n. c. J1Hxa맨B (I 96ll ， c.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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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 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전통 텍스트들을 통해 자기 텍스 

트를 ‘장식’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때 당대의 작가들 

은 이러한 인용을 통해 원 전통 텍스트가 지닌 미적 가치를 자기 텍스트로 

이전시킴으로써 자기 텍스트의 미적 완결성과 화려함을 얻는 대신， 오히려 어 

색하게 결합된 산만한 텍스트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14 세기 말 15세기의 러시아 문학에서 전통텍스트에 대한 탈장르적인 인용 

의 예는 수없이 많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주로 연대기의 1382년에 

기록되어 있는 「토흐타의쉬의 침략 이야기 (rrOBeCTb 0 HaWeCTB째 TOXTaN뻐a)J 에 

는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에 사용된 표현들을 사용되고 있는데， 

고양된 감정적 토로와 시적 서정성이 넘쳐나는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의 텍스트가 다소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거시적인 연대기의 역사 서 

숨 속에 융합되지 못하고 두드러진다.경) 

11 110 TO꺼 1I0pμ， lIpe)/(lle, 6bI.na MOCKBa 1lJU! BCeX rpallOM Be.IJI’KHM, rpallOM 4YIlHblM, 
rpallOM MHOrOJlIOIlHblM, (…) ITJla4eT uepKOBb 0 4allaX uepKOBHμX， a BCerO 60Jlee 06 

y6HTbIX, KaK MaTb, 0 lleTJlX 1IJ1a4yll(aJl. 0 4alla UepKoBHble, 0 cTpacToTepUbl H36H

eHHble , lIpHHJl BillHe HacHJlbcTBeHHy lO cMepTb, lIepeHeCeillHe IlBOllHylO rH6eJlb - OT 

orH꺼 H Me4a, OT HaCHJlHJI 1I0raHblx! UepKBH CTO꺼기H ， yTpaTHBillHe BeJlHKOJlellHe H 

KpaCOTY! rlle lIpe)/(HJIJI KpaCOTa uepKOBHaJl? (…) He 3BOHa B KOJlOKOJla 

그 이전까지， 모스크바는 모두에게 위대한 도시， 기적의 도시， 사람들이 들끓 

는 도시였다. (. .. ) 교회는 살해된 아이들을 위해 우는 어미처럼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들을 위해 애도한다. 오， 교회의 아이들이여， 강요된 죽음을 받아들인 

수난자들이여， 불과 검으로， 이교도의 폭압으로 이중의 파멸을 견딘 이들이여! 

(. .. ) 교회들은 그 위풍과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서 있도다! 예전의 아름답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 종 치는 소리도 없고. 

( r토흐타의쉬의 침략 이야기 J )24) 

o cell rpall P꺼 3aHb H 3eMJlJI PJl 3aHCKaJl! I1c4e3 J1a KpacoTa ee , H OTOillJla CJlaBa 

ee , H HeT B He꺼 HH4ero 1l06poro IlJlJl B30pa - TOJlbKO IlblM H lIelleJl. 11 uepKBH 

Bce CrOpeJlH, a BeJlHKaJl uepKoBb BHyTpH BblrOpeJla H 1I04epHeJla. 11 He OIlHH TO

J1bKO 3TOT ropoll lIJ1eHeH 6b1J1, HO H HHble MHorHe. He 6blJlO B ropolle HH lIeHH꺼 

UepKOBHoro, HH 3BOHa KOJlOKOJlbHOrO . BMeCTO pallocTH Bce 1I0CTOJl HHO lIJ1aKaJlH 

23) n. c. JIHxa4eB (1979) fl03THKa DpeBHepyccKott JlHTepaTypM. 1136paHHμe pa60TbI B Tpex 

TOMax, T. 1, JI., 1987, c. 467. 

24) DH6JlHOTeKa JlHTepaTyp찌 끽þeBHett Pycκ T. 6, CIT6. , 2000, 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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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 도시 랴잔， 랴잔 땅이 여 !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그 영 광도 사라졌 
도다 더 이상 눈길을 끌만한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연기와 재 뿐. 교회 

들은 모두 불타버려， 위대한 교회의 안은 불타 검게 그을렸다. 이 도시만이 아 

니라 다른 많은 도시들이 점령되었다. 도시에는 교회의 노래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기뻐하는 대신 모두가 울고 있도다. 

( r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 J)잃) 

45 

다소 시적 정서로 가득 찬 토흐타의쉬에 의해 모스크바가 폐허가 되는 모 

습을 서술하는 작가의 애도는 사라진 도시와 교회의 위용에 대한 묘사， 폐허 

가 된 교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있 

어서 r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여， 그 인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인 애도는 이어 「토흐타의쉬의 침략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연대기의 사실적 서술과 매우 상충된다. 작가는 모스크바 패망에 대 

한 서술에 이어 실제적인 손실들을 마치 상인처럼 적나라하게 나열한다.(“타 

타르인들이 물러간 이후 며칠이 지나서 신실한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는 부 

하들과 함께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J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의 시신을 장 

사지내도록 명했고， 40명의 시신에 대해서는 반 루블씩을， 80명에 대해서는 1 

루블씩 주었다. 그리고 계산해보니 양자를 장례 지내는데 모두 300루블이 들 

었다.(nOCJIe TOrO KaK TaTapbI yWJIH , qepe3 HeCKOJIbKO .llHeH, ÕJIarOBepHbI잉 KHjj3b 

nMHTpHH H BJIa.llHMHp , Ka:K，llbI때 CO CBOHMH ÕOjjpaMH CTapeH뻐뻐， BbeXaJIH B CBOIO 

OTqHHY(. ..l 11 nOBeJIeJ띠 OHH TeJIa MepTBhlX XOPOHHTb, H .llaB aJIH 3a COpOK MepTBeu 

OB no nOJITHHe , a 3a BOCeMb.lleCeT no PYÕJIIO. 11 COCqHTaJIH, qTO BCerO .llaHO ÕblJlO 

Ha nOrpeÕeHHe MepTBbIX TpHCTa pyÕJIeH ... J ’')26) 즉 연 대 기 의 사실 적 서 술과 군 

담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정서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다시 환기해야할 것은 상이한 텍스트 간의 인용이 ‘러시아 땅’을 위 

한 애국주의라는 동일한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장르간의 역할이 명확했던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서로 다른 장르들 간 

의 미학적 차별성을 고려치 않은 텍스트 엮기는 매우 어색하고， 미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힘든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리 

하효프는 이러한 적절치 못한 모방과 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뛰어난 

특정 문학 모텔에 대한 어색한 모방과 차용을 ‘양식화되지 못한 모방(HeCTH-

25) Em6.l1HOreKB .l1HrepBrypbl llpeBHeß PycH. T. 5, cn6., 1997, c. 151. 

26) BH6.l1HOreKB .l1HrepBrypbl llpeBHeη PyCH. T. 6, cn6. , 2αlO， 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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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H3aUHOHHble nOllpall<aHHjJ)’，27)다시 말해 완전하고 완결된 양식으로 발전하지 못 

하고 중단된 서툰 모방으로 부른다. 이러한 텍스트간의 인용이 어색하게 된 

데에는 비단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 간의 인용 외에도 개개의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현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역시 개입되어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된 서로 다른 장르들 간의 차용보다 14세기 말 15세기 

문학에서는 애국주의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 장르인 군담 장르들 간의 

인용이 더 두드러졌다. 서로 다른 장르들 간의 차용이 선택적이고 특정 모티 

브나 이미지， 기법만의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유사한 주제/형식적 

구조를 가진 군담 장르 간의 인용은 작품의 전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었다. 14세기 말에 창작된 「자돈쉬나(3allOHIJlHHa) J 는 이런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자돈쉬나」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작품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는 「바투에 의해 랴잔이 패망한 이야기」와 「이고리 원정기」이지만，.잃) 그 형 

식적 인용의 유사성이 전면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더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이고리 원정기」와의 상관관계이다. 게다가 「이고리 원정기」의 

진본텍스트가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두 텍스 

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역설적으로， 창작시기를 초월한 미적 경지를 드 

러내는 「이고리 원정기」의 진본성을 부정하는， 즉 「이고리 원정기」가 「자돈쉬 

나」를 모방하여 18세기 경에 씌어졌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29) 

27) ll. C. 1IHXa'leB (1979), cc. 463-464. 

28) 이들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l.C. 1IHXa'leB 

(1 978) "((3aIlOH뻐Ha>> H ((nOBeCTb 0 pa30peHH 5aT비eM>>，" HCCJ1eI10BeHHJI no I1peBHepy

CCKOJt J1HTepélType, 11. , 1986, c. 281-285; O. B. TBoporoB(966) "((CJJOBO 0 nOJ!l<y 

HropeBe>> H (<3aIlOHID.HHa>>," CJ10BO 0 nOJ1Ky HropoBe H n l1MJlTHHKH KyJ1HKOBCKoro l.(HKJ1B, 

M.:1I.; ll. C. 1IHxa'leB(1979), cc. 469-489. 등이 있다. 

29) 오랜 논쟁인 만큼 참여한 학자들을 다 언급하기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몇몇 연 

구들을 소개하자면이고리 원정기」의 위작설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A. 
Mazon(A. Mazon(1940) Le Slovo Igor', Paris)과 A. A. 3H뻐H(A. A. 3뻐HH(1967) 

"CnopHble BonpocbI TeKCTOJJOrHH ((3aIlOHID.HHbI>>," PyccKBJI J1HTepB TypB, No. 1, cc. 

84-104) 등이 있으며이고리 원정기」의 진본성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ll. C. 1IHXa'leB 

(ll.C. 1IHXa'leB(962) ’'H3Y'leHHe ((CJJOBa 0 nOJJl<y HropeBe>> H Bonpoc 0 ero nOIlJJHHHO 

CTM," <<C.π'OBO 0 nOJ1Ky HropeBe>> - nBMJl THHK XII BeKB C6. CTBTe까 M.;1I.)와 10. M. 

1IoTMaH(IO. M. 1IoTMaH (1962) /I ((CJJOBO 0 nOJJl<y HropeBe>> H JJHTepaTypHa~ Tpa따llH~ 

XVII- Ha'laJJa XIX B.," <<CJ10S0 0 nOJ1Ky Hropese>> - naMJITHHK XII BeKB C，δ cTBTelt, 
M.;1I.), R. ]akobson(R. ]akobson(952) "The Puzzle of the Igor’s Tal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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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작품 간의 유사성에 대해 면밀히 논거된 리하효프의 논문 이후 

사실상 「자돈쉬나」를 증거로 내세운 「이고리 원정기」의 18세기 창작설은 기 

세를 잃었는데， 리하효프의 그러한 논의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양식 

화되지 못한 어색한 모방’이다. 두 작품의 상호 유사성은 작품의 구성， 사건의 

추이， 구체적인 구절， 비유나 형상 등의 모든 변들에 걸쳐져 있어， 얼핏 보기 

에도 두 작품은 심지어， 텍스트 비교의 측면에서 동일한 근원텍스트로부터 각 

각 창작된 텍스트로 여겨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틀간의 인용 관계 

를 드러내는 구체적 예로서 또다시 애도로 되돌아가보자. 

)!(eHμ pyccKHe BOCnnaKanHCb, npHrOBapHBa~: y*e HaM CBOHX MHnMX naD HH B 

MbIcnH nOMMCnHTb, HH DyMOKl cDyMaTb HH Ol(aMH He yBHDaTb, a 30nOTa H cepe6pa 

H B pyKax He nODep*aTb! 

러시아의 여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읍소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 

런 남편을 마음 속에 그릴 수도 없고， 기억 속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금은 보화를 손에 쉴 수도 없구나 

HpocnaBHa C yTpa nnal(eT Ha CTeHe rOpoDa nyTHB~ ， npHl(HTa~!: 0 llHenp Cno

BYTHl(! T삐 npo6Hn KaMeHHble rOpbl CKB03b 3eMnKl nOAOBeI1KyKl. Tμ nene꺼n Ha ce6e 

naDbH CB~TOCnaBOBbl DO CTaHa Ko6~KOBa. B03nenell, rOCnODHH, MOerO naDY KO MHe, 

l(To6bl He cnana ~ Cn03aDaHKy K HeMy Cne3 Ha MOpe ‘ 

야로슬라브나는 이른 아침부터 도시 푸티블의 성벽에서 슬퍼하며 울었다:오， 

드네프르 슬로부티치여! 너는 똘산들을 헤쳐 폴로베츠 땅으로 흐르는구나. 너 

는 코바크의 진영까지 스바토슬라프의 배를 위무해주었구나 내가 그에게 바 

다로 눈물을 실어 보내지 않도록 그를 내게로 흘려보내다오‘ 

(r 이고리 원정기 J )30) 

3anenH nTHl1bl *anOCTHMe neCHH - 3anpHl(HTanH Bce KH~rHHH H 60~PMHH H Bce 

BoeBODcKHe *eHbl nO y6HTbIM. )!(eHa MHKyn뻐 BaCHnbeBHl(a Mapb~ paHo nOyTpy nna

Kana Ha 3a6panax CTeH MOCKOBCKHX, TaK npH따lT a~: 0 llOH, llOH, 6McTpa~ peKa, 

npopblna TbI KaMeHHbIe ropbI H Tel(emb B 3eMnKl nOnOBeI1KYKlKl. npHHecH Ha CBOHX 

BonHax Moero rocnODHHa MHKyny BacHnbeBHl(a KO MHe! H *eHa THMo~e~ BonyBHl(a 

<l> eDocb~ To*e nnaKana, TaK npH'쩌Ta꺼 BOT y*e BecenHe Moe nOHHKno B cnaBHOM 

ronODeM MocKBe, H y*e He YBH*y ~ CBoero rocYDap~ THMo~e~ BonyeBHl(a *HBMM! 

새들이 구슬픈 노래플 부르기 시작했고， 이에 모든 망자들의 대귀족 부인 

150th Anniversary of its First Edition," Speculum, vol. 27, n. 1, pp. 43-66) 등 
이 있다 

30) EH6~HOTeKa ~HTepaTypM OpeBHeh Pycκ T.4, cn6., 1997, c. 259, 261,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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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장수들의 아내들이 읍소하였다 미쿨라 바실리예비치의 아내인 마리야 

드미트려예바는 새벽부터 모스크바 강가의 성벽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울었다. “돈강이여， 돈강이여， 빠른 강이여， 너는 돌산을 파헤치고， 폴로베츠 땅 

으로 흐르는구나， 내 주인 미줄라 바실리예비치를 내게 실어 보내다오” 티모 

페이 볼루예비치의 아내인 페도시야는 이렇게 탄식하며 울었다. “여기 이미 나 

의 기쁨이 영광의 도시 모스크바에서 사라졌으나， 나는 더 이상 내 주인 티모 

페이 볼루예비치를 살아서 보지 못하리니 

( r자돈쉬나J3!) 

「이고리 원정기」에서 애도는 크게 무명의 집단화된 러시아 여인들의 애도와 

야로슬라브나의 애도로 나뀐다. 이 때， 매우 서정적인 야로슬라브나의 애도는 

러시아 여인들의 집단적인 애도 분위기를 배경으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 

키며， 이들의 애도는 비가풍 합창과 구슬픈 독주가 어울린 듯 장중한 애가의 

형세를 이룬다. 야로슬라브나의 애도에서 형상화된 자연물들에 대한 호소는 

이고리 원정기의 전반적인 구전문학적， 자연력 중심의 작품 구조와 조화를 이 

루고 있다. 반면자돈쉬나」에 등장하는 애도는 자연에 대한 호소 등의 요소 

들에서 「이고리 원정기」의 야로슬라브나의 애도와 흡사하다. 야로슬라브나의 

애도가 무명의 숱한 러시아여인들의 비탄을 배경으로 하여 일종의 독주로 변 

주되며 그 미학적 절정에 다다른 것과 탈리 「자돈쉬나」의 애도는 야로슬라브 

나의 애도 속의 서정적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서정성을 다수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장수 부인들의 입을 통해 흩어버림으로써 서정적 애 

가의 본연적인 미적 긴장감을 와해시키고 만다. 즉 이는 리하효프가 지적하 

듯， 몽고 침입기에 러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해가던 모스크바의 관료주 

의와 관등숭상주의와 그 특정이었던 사무적인 정확성이 개임된 것일 것이 

다.32) 누구의 부인이 어떻게 애도했는지를 밝히는 사무적 서숨은 모스크바 관 

료계 아내틀의 애도에 대한 공식적 보고일 따륨이다. 결과적으로， 야로슬라브 

나의 애가의 모티브들이 갖는 미적 완결성은 사무적 획일성에 부딪혀 「자돈 

쉬나」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앞선 분석에도 드러나듯， 동일 

한 모티브의 사용에 있어서 「자돈쉬나」가 「이고리 원정기」에 드러내는 미적 

취약성들은 「자돈쉬나」가 「이고리 원정기」텍스트에 대해 2차 

31) EH6.11HOreKa .llHreparypbl I1peBHeit PyCH. T. 6, cn6., 2000, c. 113. 

32) n. c. JJllxaQeB (l979), CC. 470-471. 

터1λE 이으 r 
ï-~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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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 다시 말해자돈쉬나」는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 작품과 소통하 

고자 했던 14세기말-15세기 러시아에서 창작된 전형적인 기계적 모방， 혹은 

양식화되지 못한 모방의 결과물인 셈이다. 

4. 결론 

살펴본 것처럽， 시대적 요구에 의해 내/외적으로 전달된 두 문학적 전통이 

반드시 당대에 있어 성공적인 문화 창조로 직결된 것만은 아니다. 

실패한 소통의 예로서 지적된 앞선 일례들은 사실 14-15 세기 러시아에 팽 

배했을 빛나는 과거 전통으로서의 키예프 러시아에 대한 지향과 그 부활을 

위한 당대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드러내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실은 「드미트리 돈스쿄이 생애전」이 

나 「토흐타의쉬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 J ，자돈쉬나」의 창작 방식이 다름 아닌 

말엮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일련의 연구들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작가를 그 시기나 문체적 특성으로 미루어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로 추정하 

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잃) 

말엮기란 언어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짜듯 하는 창작방식이다. 단어와 단어 

를 엮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체로서의 말엮기 양식을 확장시켜보자면， 문 

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이어 짜는 창작 방식과 연관시킬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자변， 인간의 상상력을 이용한 자기 창작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고대 러 

시아 문학의 종교 문학은 기설 그 발생의 첫 시기부터 자기 말을 배제한 채 

여러 정전 텍스트들로부터 이용된 텍스트들을 엮어 짜는 창작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14세기 말-15세기에 문학 창작의 기법이자 양식으로 

널리 발전한 말엮기 문체의 러시아적 원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부홍기 러시아의 ‘전통의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였듯，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을 받아 당대 문학의 특징적 문체로서 자리 잡은 말엮기 문체는 원래 올 

바른 형상을 창출하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부홍기 러시아 문학에서의 말엮기 문체는 첫째， 당대 러시아 문학의 주제 

가 민족의 억눌린 의식과 분노 아울러 자긍심을 표출하는 것이었던 만큼 요 

33) COJlOBbeB , A. B.(961), CC. 90-95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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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 적합한 것이었고， 둘째， 당대 문인들에게 강력 

한 애국주의적인 파토스로 매우 매력적이었던 키예프 문학 전통으로부터 텍 

스트를 차용하는 데 있어 작가들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창작 방식이었던 셈이다. 

또한， 전통적인 교회 문학에서 교회작가들이 자신의 인간적 창작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하지만， 창조적인 텍스트 엮기 작법을 구 

사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과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차용， 심지어 화 

학적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지 않은 기계적인 차용마저도 어쩌면， 당대 작가들 

에게 일종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강박관념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 

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14세기 말 15세기 러시아에 팽배했던 문학적 전통에 대한 모방과 기 

억， 재생 의지는 16세기에 이르러 중앙집권정체의 모습을 갖춰가던 모스크바 

공국이 정치/문화/종교상의 체제 정비와 더불어 국체의 존엄성을 위한 관료주 

의적 공식성을 문화의 지표로 삼으면서 변질된다. 즉 고양된 민족 섬리의 분 

출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중앙정부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서 전락되어버린 웅장한 이 시기 러시아의 문학적 형식들은 이미 문화적 과 

거의 재생과 부홍이라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결과， 다시 말해 형식적 

문학 양식인 장식주의로 귀결되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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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OH-llJcOHI‘ 

B HaCTO때eß CTaTbe COBepmaeTC~ KOHKpeTHhlß aHanH3 pa3HOOõpa3HhlX aCneKTOB 

B J띠TepaTypHoM nOnpHllle BO Bpe~ ’ npellB03pO)!(lleHH~' ， paCCMOTpHB H3y"laeMoe 

HaMH JlHTepaTypHoe ~BJleHHe KaK pe3yJlbTaT "aBToKoMMyHHKaUHH" KyJlbTypbl, B 

"IaCTHOCTH JlHTepaTyphl paHHerO 3Tana HOBOß PyCH nOll BJlH~HHeM MOCKBhl C JlH

TepaTypoß npOmJloß KHeBCKO때 PyCH. nOCJle MOHyMeHTaJlbHOß nOÕellbl MOCKOBCKHX 

KH~3eß Hall TaTapa뻐 Ha KyJlHKOBCKOß ÕHTBe B 1380 r. , CTpeMJleHHe K YTBep)!(lle

HH삐 HapOllHoro OC03HaHH~ HaXOllHJlOCb Ha pe3KOM nOllbeMe. 4TOÕhl B03BpaTHTb 

ÕhlJl때 CJlaBy, KH빼HHKH XIV -XV BB. MOCKOBCKoro KH~)!(eCTBa OÕpaTHJlHCb K Õo

raTeßmeMy JlHTepaTypHOMY HaCJlellH~ KHeBCKoß PyCH. H 3TO Te"leHHe Mhl nOHHMaeM 

KaK Bb!pa)!(eHHe )!(eJlaHH~ HJlH nOnblTKH KO뻐yHHKaUHH C llPyroß KyJlbTypoß, B llaHHOM 

CJly "lae, TO"lHee, aBToKoMMyHHKaUHH. 

npH 3TOM HeOÕXOllHMO ‘fMeTb B BHllY, TaK Ha3hlBaeMoe, ’ BTopoe ~)!(HOC JlaB~HCKoe 

BJlH~HHe. ’ B XIV -XV BB. MOCKOBCKa~ PyCb C ÕOJlbmO꺼 OXOTOß npHHHMaJlH BH3aH

THßCKy~ KyJlbTypy "Iepe3 60JlrapH~. B TO Bpe뼈 Ha PYCH 3TO C"IHTaJlHCb BeCbMa 

HOpMaJlbHO, TaK KaK npe)!(lle Bcero HallO BOCCTaHOBHTb KyJlbTypHy~ CB~3b PyCH 

C BH3aHTHe때， pa30pBaH~ 뻐HrOJlO-TaTapCKHM HrOM H TeM caMb~， pyccKHe K~)!(HHKH 

llyMaJlH, "ITO Tenepb OHH BHOBb llocTynHhl K pycJIy npOUBeTaHH~ KyJlbTyphl KHeB

CKOß PyCH. B XOlle TaKoro Maccoro BBelleHH~ H3 KOHCTaHTHHOnJl~ nepeBOllHJlHCb 

MHOrO"lHCJleHHhle rpe"leCKHe opHrHHaJlbHhle npOH3BelleHH~ H B %HTH꺼HO꺼 JlHTepaType 

3aMeTHO pacnpOCTpaHHJlC~ TaKoß npHeM, KaK ’nJleTeHHe CJlOBeC ’. YKa3aHHhlß HaM 

H npHeM, ’nJleTeHHe CJlOBeC' , nepepaCTaBa~ 3a paMKH Toro HJlH OllHoro JlHTe

paTypHoro pHTOpH"IeCKOrO npHeMa, OTpa)!(aJI B OnpelleJleHHoß CTeneHH OTBJle"leHHOCTb 

H nOBhlIDeHHoro HapOllHoro "IyBcTBa. B CBoeM npOHCXO%lleHHH ’nJleTeHHe CJlOBeC ’ 
npellCTaB~eT coõoß JlHTepaTypHblli MeTOll ~ 'alleKBaTHoro’ Bb끼갱)!(eHH~ nOBbnneHHoß 



54 러시아연구 제 16권 제 1호 

3MOUHanbHOCTH. Bonee TOrO, 3TOT rrpHeM rpaMOTHO COOTBeTCTBOBan rrepBOHa4anb

HOß uenH penHrH03Ho-nHTyprH4ecKO꺼 iþOpMbl Jl 3꾀Ka KHeBCKOα PyCH. 

Brrp04eM, MbI HaÕnWnaeM uenhlß pJln ’HeCTHnH3aUHOHHoro rrOnpa*aHHJI ’ nHTepa

TypHOMy TBOpqeCTBy KHeBCKO때 PyCH MOCKOBCKHMH aBTOpaMH. 3TO Jl BnJleTCJI nH

TepaTypHhle COOTHOmeHJ쩌 <~nOBa 0 *HTHH BenHKOrO KHJl 3J1 nMHTpJ쩌 I1BaHOBH4a>> 

C <<nOBeCT바o 0 *HTHH AneKcaHnpa HeBCKOrO>>, <<nOBeCTH 0 HameCTB싸i TOXTaMama>> 

C <<DoBecTbW 0 pa30peHHH PJl3aHH BaTbleM>> H T.n. C Hame연 T04KH 3peHI쩌 rrOnHJl TI뼈 

’mYM’ rrpH KOMMyHHKaUHH Me*ny 3THMH TeKCTaMH rrpenCTaBnJl eT COÕOß pe3ynbTaT 

omHõKH KOMMYHHKaUHH, T.e. ’HeCTHnH3aUHOHHoro rrOnpa*aHHJI ’. 
npyroß rrpHMe4aTenbH빼외 rrpHMep Mμ eme HaXOnHM B Kpyre nHTepaTypHoro TBO

peHHJI 빼CKOBCKoro KHJI*eCTBa. nφ COOTmeHHe <<3anoHl뻐Hhl>> CO 3HaMeHHThlM <~nOBOM 

o rronKy I1ropeBe>>, HeMHOrO 3aÕeraJl Brrepen, MO*HO 3aKRro4HTb KaK THrrH4HOrO 

’MexaHH4eCKoro rrOnpa*aHHJI ’, rOCrrOnCTOBaBmerO B XV BeKe, BO BpeMJI KOTOpOrO 

õhlno BenHKO *enaHHe 'coÕeCenOBaTb ’ C 3rrOXOß KHeBCKOß PyCH. B OTnH4He OT 

<<CnOBa 0 rronKy I1ropeBe>> B <<3anoHmHHe>> HeOpraHH4eCKH COenHH.s!WTCJI pa3HOpOn

Hble , pa3nH4aWmHe npyr OT npyra, CTHnH, T .e. iþonbKnpOHhlß CTHnb, CTHnb rro 

<<CnoBy 0 rronKy I1ropeBe>>, nenOBOß CTHnb H T.n. H 3TO KaneßnOCKOrrH4eCKOe 

cocymecTBoBaHHe pa3HhlX CTHneR OTHWnb He nOCTHraeT xynO*eCTBeHHOrO COBep

meHCTBa, BOrrnOmeHHOrO B <<CnOBe 0 rronKy I1ropeBe>>. 

TaKHM OÕpa30M, XOTJI Heyna4Ho, HO rrpOnOn*HTenbHhl잉 p .s!n rrOrrbITKH KOMMYHH 

KaUHH aBTOpOB XIV - XV BB. HMeeT 3Ha4eHHe HeKOerO HHneKCa *enaHHJI COBpe 

MeHHHKOB, 4TO CTpeMHTb H B03BpaTHTb, BOCCTaHOBHTb rrpomnyw CBJlTyW rraMJlTb, 
MaKCHManbHO H HarnJInHeßmHM Oõpa30M OTp~eHHyro B KynbTypHOM HaCnenHHH KHeB

CKOß PYCH, nO MOHrOnO-TaTapCKOrO Hra. OnHaKO, C Te4eHHeM BpeMeHH K XVI 

BeKy 3Ta CrrpaBennHBaJl naHb rrpomenmeR CnaBe rrpeBpamanaCb B ’opHaMeHTanH3M’, 

HnH rrpOCTO iþopManbHO CTHnH3HpOBaHHbIR rrp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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