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기 러시아 구교도 생애전 

｢보야리냐 모로조바 이야기｣의 담화와 서사
– 아바쿰의 ｢세 순교성녀에 대한 애도사｣와의 비교 연구 –*

송은지**

17세기 러시아 구교도의 대표적 인물인 대사제 아바쿰 페트로비치(протопоп 
Аввакум Петрович 1620-1682)의 자전적 생애전이 그 문학성과 파격적 문체, 
구교도 투쟁의 역사적 기록이란 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언어학, 문학, 역

사학 전공자의 관심을 끈 것과 달리 아바쿰과 더불어, 혹은 그보다 더 당대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귀족 보야르 미망인인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 모

로조바(Феодосия Прокопьевна Морозова 1632-1675)의 생애전 ｢보야리냐 모

로조바 이야기(Повесть о боярыне Морозовой)｣1)는 최근까지도 거의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2) 그녀는 총대주교 니콘(Никон)3)과 당시 황제 알렉세이 미

* 본 연구는 2008-2009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학문전공교수 해외연수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하 ｢생애전｣이라 칭할 것이다. 장르로서의 생애전 일반에 관해 언급할 경우에는 

｢ ｣를 생략하기로 한다. 
2) 현대 러시아인들에게는 아마 이 ｢생애전｣보다 그 서사에 감 받아 창작된 거대한 

크기의 바실리이 수리코프(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Суриков 1848-1916)의 그림 ｢보야리
냐 모로조바｣(1887)의 시각적 이미지가 더 친숙할 것이다. 수리코프 이외에 В. Г. 
Перов의 ｢보야리냐 모로조바의 고문｣(1881), А. Д. Литовченко의 ｢보야리냐 모로
조바｣(1885), К. В. Лебедев의 ｢보야리냐 모로조바가 감옥에 갇힌 아바쿰을 방문하
다｣ 등의 작품들이 ｢생애전｣에 감을 받아 작품을 남겼다(Мазунин 1979:15; 
Ziolkowski 2000). 

3) 대주교 니콘(1605-1681)은 1652-1658년 대주교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아바쿰과 대
척점에 있던 구교도 저항과 교회분열의 도화선이 된 개혁의 주체다. 그는 초기에



하일로비치(Аклесей Михайлович) 주도의 종교개혁과 이로 인한 구교도의 저

항이 부른 ‘종교분열(раскол)’이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

를 갖춘 미모의 미망인으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갈등과 충돌

의 상황에 개입하여 목숨을 바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파격

적 인생을 산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문학적, 예술적 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하겠다.4) ｢생애전｣은 당시 역사, 사회, 문화, 종교적 격동기의 기록이라는 의의 

외에 언어와 문학, 문화사적 가치를 보인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

가 미흡하 고 그나마 분석적 연구는 아바쿰(Аввакум)의 자서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희소하다.5) 본 연구는 그동안 아바쿰의 천재적 문재(文才)에 가

려 큰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 구교도 ｢생애전｣의 담화와 서사를 분석하고 같

은 주인공에 대한 또 다른 생애전이라 할 수 있는 아바쿰의 ｢세 순교성녀에 

대한 애도사(О трёх исповедницах слово плачевное)｣6)를 비교 텍스트로 하여 

대조 분석해 봄으로써 화자의 관점, 담화의도, 전략 등에 따라 서사와 담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 ｢생애전｣과 ｢애도사｣는 둘 다 생애전 장르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즉 사후 기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생애전에서 벗어난

다. 17세기 러시아문학에는 새로운 장르의 출현과 기존 장르의 재편이 혼재했

고 이 소용돌이 가운데 생애전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보인다. 두 텍스트는 

는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와 교회개혁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지만 결국 니콘
의 교회권력이 황제의 세속적 절대왕권과 공존하기 힘든 당시 상황에서 주교직을 
내놓게 된다. 니콘은 결국 1666-1667년 공의회 결정에 의해 멀리 유배가게 된다. 
니콘, 아바쿰, 황제 모두 처음에는 ‘신심의 열성자들(ревнители благочестия, 
zealots of piety)’이라는 교회개혁모임에서 같이 시작했지만 실제 개혁의 방향에 대
한 의견 차이로 처음에는 니콘, 황제 대 아바쿰으로 나뉘고 후에는 니콘과 황제 
역시 권력 지향의 알력으로 인해 결별하게 된다. 당시 종교분열의 역사적 분석은 
Michels(1999)를 보라. 

4) Ал. Алтаева, А. П. Чапыгина, А. А. Ахматова, В. Шаламова 등의 소비에트시기 
작가들이 ｢생애전｣의 감을 받아 작품을 남겼다(Мазунин 1979:15). 현대 러시아
문학 및 문화전반에서의 구교도의 향에 대해서는 Ziolkowski(2000:32)를 참조하고 
현대러시아문학에서의 문화적 향에 대해서는 Vroon(1994)을 참조하라. 

5) 아바쿰의 자전적 생애전에 대한 철저한 서지적 정보를 위해 번역, 주해, 연구서인 
이인 (1990)을 참조하라. 모로조바 ｢생애전｣에 대한 번역, 주해, 연구서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Мазунин(1979), Ziolkowski(2000) 등이 있다.

6) 이하 ｢애도사｣라 칭할 것이다. 



모두 생애전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는 서사와 극화(dramatization)
에, 후자는 논쟁(polemic)과 찬사(eulogy)에 집중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관점, 담화

의도 및 목표에 따라 그 서사방식과 내용이 매우 달라진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즉, ｢생애전｣의 익명의 저자는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매우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동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서

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를 게을

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노련함과 세련됨이 전통적 생애전의 서사와 대비

된다. ｢생애전｣ 저자는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전략을 사용하지만 서사 자

체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는 주인공과 반대파의 대화를 

제시하는 방식과 전체 텍스트에서의 일화의 선형구조 등 담화와 서사적 구성

에서 잘 나타난다. ｢생애전｣은 총체적으로 완결된, 일관성 있는 서사를 구성하

고 표면적으로 역사와 전기적 서술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적절

한 관점이입과 서사전략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고 할 수 있다.7) 저자와 

7) ｢생애전｣ 저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본문에서 “большой брат”라 지시되는 사
람이 저자 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명칭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Мазунин(1976)은 페오도라의 친오빠 표도르 소
코브닌을 저자라 지목하지 않고 본문의 ‘형제’는 단지 피를 나눈 형제일 뿐 아니라 
신앙 안의 형제일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자가 그녀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그녀의 체포를 지켜본 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 목
격자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 기술(가령 모로조바의 방 구조나 체포될 당시의 정황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아래 참조). Мазунин(1976), Демкова(1991) 등은 저
자를 페오도라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안드레이로 추정한다. 이 같은 결론은 표도
르가 추구예프로 1672-75년 가 있었기에 감옥으로 방문할 만큼 기동성이 있을 수 
없었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Понырко(1994)는 그것이 모로조바의 오
빠 표도르일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생애전｣ 본문에 나
와 있듯 표도르는 모로조바와 각별한 남매간이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유일하게 1인
칭으로 서술되는 부분에서도 저자가 직접 모로조바의 대모 멜라니야와 함께 1675
년 1월 11일 그녀를 보롭스크 지하 감옥으로 방문했고 듣고 본 내용에 대한 목격
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저자는 단지 주인공을 멀리서 지켜 본 구교도가 아니라 
직접 가까이 접한 최측근의 사람 가운데 하나 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멜라니야 
수녀 및 다른 가까운 지인들과 모로조바를 방문했고 멜라니야의 훈계와 페오도라
의 인내와 분별, 사랑에 감명 받았다고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애전｣
은 오랜 기간 측근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가 누구 던지 간에 이 텍스트는 기록문학적 가



화자의 거리두기, 화자와 등장인물들 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생애전｣은 역설

적으로 공감과 설득의 수사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애도

사｣는 일인칭 화자가 전경화되어 나타나며 직접적 경험이 바탕이 된 생애전으

로 파격적인 개인화(personalization) 전략을 구사하며 주인공에 대한 서사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서사를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복

합적인 관점과 장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회, 문화, 종교적 상황맥락 하에 

같은 구교도 성인(聖人)의 생애를 주제로 하여 고어체 교회슬라브어로 된 두 

텍스트가 서로 다른 의도와 관점, 전략을 염두에 두고 서술되었음을 담화와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보일 것이다. 특히 두 텍스트 모두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쓰는 행위의 개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8) 생애전이라

는 고대 문학 장르가 퇴화하기 시작한 17세기에9) 서로 대조되는 담화전략을 

구사하는 두 화자가 가장 몰개성하고 관습적이며 전통적 장르로 알려진 생애

전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이라 하겠다.10) 

치와 문학적 가치를 골고루 갖춘 작품으로 재능 있는 구교도신자에 의해 쓰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 17세기의 정신문화의 변동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Живов(2002)를 참조하라. 
9) Cunningham(1985:83)을 참조하라. 생애전 장르의 일반적 퇴화라는 배경 하에 17세

기 러시아 생애전 장르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에 유의하라. 
10) 모로조바 ｢생애전｣ 텍스트의 원저자본은 남아있지 않고 본 번역의 원문인 확장본

이 가장 원저자본에 가깝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더 
나중에 편집된 축약본(сокращенная редакция)과 간략본(краткая редакция)이 현
존한다. 원저자본(начальная редакция)은 모로조바 사후에 1675년 12월-1677년 전
반기에 창작되었고 1677년 중반기에 북부지역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확장 판본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 필사가 이루어져 현재 30개가 넘는 필
사본이 존재한다. 첫 출판은 1887년 Субботин에 의해 이루어졌고 1979년 Мазу- 
нин에 의해 비로소 비판적인 편집의 과정을 거쳐 현존하는 모로조바 ｢생애전｣의 
세 판본을 출판하 다(Мазунин 1979). 이 확장판본이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도 가깝다는 것이 세 판본 비교를 통해 지적되었고 문학적 가치도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Мазунин 1979). 더욱이 축약본, 간략본으로 갈수록 생애전 
양식에 더 부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모로조바를 한층 더 기존 성인의 모델과 유형
에 맞추려는 시도가 강화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인용문 번역은 Ма-
зунин(1979)이 주해하고 편집한 확장판본(пространная редакция)을 바탕으로 필
자가 되도록 직역에 가깝게 옮긴 것이다.



장르로서의 생애전(житие, Life, Vita)은 연대기, 설교 등 다른 고대러시아 

문학 장르와 함께 가장 오래된 전통적 문학 장르로서 Cunningham(1985)이 말

하듯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범주를 

형성한다.11) 이 장르는 정형적이지 못하기에(amorphous) 형태나 문체에 의하기

보다 서술되는 주제에 의해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Olsen 1980). 생애전은 

‘전기(biography)’라는 어원에도 불구하고 신화나 민속 문학, 우화 등의 허구

적 요소와 창의적이지 못한 상투적 틀과 내용으로 인해 역사학자, 문학자 모

두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생애전은 신학이나 교리와 관련된 장르가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화적(didactic), 논쟁적(polemic) 의도가 두드러진 장르로 

주제가 형식이나 문체에 우선시되고 또 주제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저작의 의

도나 목적, 즉 그 장르의 기능이라 하겠다. 생애전에 관한 가장 보편적 정의

는 아마 Olsen(1980)이 말한 “운문이나 산문형식으로 성인의 생애나 생애의 

사건들, 죽음, 기적을 기술하고 길거나 짧을 수 있지만 논쟁적 의도가 내재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잘 구성된 생애전은 서사구조가 잘 짜여 있고 전통

적 비유나 주제, 토포이(topoi)가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며12) 서사구조와 함께 

논쟁구조가 잘 혼합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생애전은 비잔틴의 그것을 모방하여 시작했지만 다른 문학 장르, 

가령 설교나 연대기와도 변별성이 적고 장르로서 생애전 일반이 그러하듯 그 

정체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문학 장르로서의 생애전에 일관된 공통

의 구성자질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Picchio 1985). 보통 생애전은 도입

부, 가족과 태생적 배경, 유년, 청년시절, 교육, 성소, 성덕과 자선, 성스러운 

죽음과 기적 등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모든 생애전이 항상 이 같은 기본 구성

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 사회적 변화는 생애전의 문체와 

구성, 내용 등에 향을 주는데 17세기는 이미 생애전 장르의 쇠퇴와 변용이 

시작된 시기다. 러시아의 경우 아바쿰의 자전적 생애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11) 생애전 일반에 관한 연구로 Olsen(1980)을 참조하라. 또한 러시아 순수현대문학에
있어서 고대러시아 생애전 장르와 텍스트의 향과 활용 등에 관한 연구로 Ziolkowski 
(1988)를 참조하라. 

12) 생애전에서 토포이는 장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성인의 행동이나 성격, 사건, 일
생 등으로 규격화되고 이상화된 추상적 유형을 말한다. 



조류는 이미 이 장르의 전통성보다 새로운 적용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거의 모든 고대 러시아문학이 그러하듯 생애전은 그리스도교 성적 

문화를 배경으로 주제나 수사에 있어 개성보다는 전통과 관습, 모방과 학습을 

위주로 하 기에 어떤 텍스트도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 과거로부터의 전해지

는 텍스트를 전수받아 그 유형에 제한된 정도의 편집을 수행한 결과로 텍스트

는 공유되고 상호 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고대 러시아문학의 시학이나 예

술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모델과 유형의 독점과 

그로 인한 창의성과 문학성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13) 러시아에는 생애전의 장

르로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14) 그 복합성, 이질성, 비정형성에 

주목한 견해가15) 공존하지만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17세기는 문학 

장르에서 큰 변동과 재구조화가 이뤄진 과도기 고 이 시기 생애전은 이미 

전통과 다른 역할, 의미,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모로조바 ｢생애전｣에는 찬사가 서사를 압도하는 전통적인 슬라브 정교

(Slavia Orthodoxa) 문학의 생애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 구교도 생애전에는 전기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데 ｢생애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로조바와 세 구교도 순교성인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주는 ｢생애전｣은 

｢애도사｣보다 그 찬사의 성격이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애도사｣를 생애전 

장르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생애전｣처럼 사실기록적 서사에 치중하지 

않지만 주인공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다루면서 논쟁적 의도와 찬사(похвала, 
panegyric)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고대러시아 문학의 장르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 고대 러시

아문학에서 장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장르의 체계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익명의 저자가 쓴 ｢생애전｣과 아바쿰의 ｢애도사｣가 그러하듯 이 시기에는 전

형과 관습에서 멀어져 탈 범주화가 진행되어 복합적 장르, 새로운 장르가 출

13) Picchhio(1973)가 "open book"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하듯 이 시기 문학은 성서와 
교부문학(patristic literature)을 모델로 하여 성서해석학 유형(exegetical pattern)을 
따라 신앙의 찬양으로서 문학을 받아들 다고 할 수 있다.

14) Лихачев(1963)는 생애전의 장르로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학자로 14세
기 이후에야 생애전이 러시아에 서술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나아가 문학규범을 갖
춘 장르로 진화되었다고 본다. 

15) 가령 Gusev(1958)를 보라. 



현하고 저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Ingham(1987)이 말하듯 ‘장르’보다 

‘양식(mode)’이 더 본질적인 구성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양

식은 저자가 독자나 청자에게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설득, 혹은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선택으로 수사적 혹은 교화적(didactic) 성격이 두

드러진 고대 러시아문학에서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장르라는 개념보다 이 양식

이라는 개념이 더 근본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장르는 파생적 범주로 양식과 주

제의 결합이 생애전과 같은 장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ngham 1987).
｢생애전｣은 повесть라는 제목으로 ｢애도사｣는 слово (плачевное)라는 제목

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양식을 지칭한다. повесть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기술, 이야기란 양식을 나타낸다면, слово는 수사적 웅변이나 연설(speech)과 

가까운 장르로 해석할 수 있다(Ingham 1987). 두 텍스트 모두 생애전의 성격

을 보이는 것은, 전자의 경우 성인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서사란 점에서 양식과 

주제가 결합하여 장르를 규정한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찬사적 성격이 강한 

양식과 성인이 서술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찌 보면 두 텍스트는 

생애전이란 장르가 가질 수 있는 서사(전기적 요소)와 찬사적 성격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양식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 모두 

생애전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로조바 ｢생애전｣은 서사적 요소, 즉 성인의 연대기를 그린 전기적 요소가 

강한 반면 찬사적 성격이 약한데 이는 주인공의 개성과 관점의 표출이 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애전｣의 또 다른 특성은 서사와 함께 극

(drama)의 양식도 혼합하여 주인공의 말이나 행위를 매우 현실감 있고 생생하

게 묘사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의 긴 발화는 매우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나타나 있고 저자는 발화 인용방식을 통해 은 하게 자신의 관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생애전과 달리 충실한 역사 기술적, 기록문학적 성격

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드라마와 같은 모방의 “보여주기(showing)” 방식16)을 통

해 서사와 대화를 일화를 중심으로 융합한다. 아래에서 보듯 이 ｢생애전｣은 대

결 양상을 기승전결 구도로 제시하면서 암묵적인 주인공의 승리를 선형적 구성

을 통해 나타내고 대화의 길이나 발언권 교체(turn-taking)를 통해 서사의 완급

과 갈등의 긴장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델과 유형을 따르기보다 독자

적인 저자의 서사와 담화전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16) ‘이야기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에 관해서 Booth(1987)를 참조하라. 



｢애도사｣ 역시 생애전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찬사 양식에 성인을 대상으로 그 

성업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생애전 장르로 보이나 그 서사부분에서 ｢생애전｣과 

달리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선별적으로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에 관한 전기

적, 고백적 서사와 논쟁적 설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텍스

트의 주인공 정체성이 종종 애매하다는 인상을 준다. ｢애도사｣는 텍스트의 구성

이 초기의 일화 중심에서 마지막에는 기도와 찬미로 이어지는데 반해,17) ｢생애

전｣은 사실적 서사와 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애전｣과 ｢애도사｣는 둘 다 

생애전 장르라 할 수 있지만 전자는 서사양식과 전기가, 후자에서는 찬사와 논

쟁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면서 각각 저자의 의도와 담화효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 두 텍스트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제시하는지 또 모로조

바 생애의 어떤 부분이 선별적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화자의 

관점과 의도, 목표가 상당히 다른 담화와 서사를 생산함을 알 수 있다. 

｢생애전｣은 기본적인 생애전의 서사적 틀을 대략 갖추고 있는데 이는 보통 

성인 탄생의 공간적 배경과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소개와 어떤 징후가 보

이는 특별한 출생과 세례, 명명이 나오고 수도적 훈련, 즉 성덕과 신심의 

훈련 및 특별한 성적 자질 등이 소개된 후, 행적과 죽음, 사후 기적 등으

로 나타난다. 모로조바 ｢생애전｣은 대략 위의 틀을 따르지만 그녀 생전의 사

소한 기도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 뿐, 출생과 관련된 기적이나 사후 기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 생애전에서 벗어난다. 더욱이 모로조바는 지하 

감방에서 서서히 굶어죽었다는 점에서 엄 하게 말하면 신앙의 박해자에 의한 

처형으로 죽어야 성립되는 ‘순교자(martyr, мученица)’라 불리기 힘들다.18) 그 

17) ｢애도사｣ 서두에서 앞부분이 ‘сказание’, 즉 이야기 혹은 서사로 시작되었다면 끝
부분에는 ‘слово’, 즉 찬미와 애가의 성격을 띤 장르를 지시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Месяца ноября во второй день, сказание отчасти о доблести и мужестве, изящ-
ном страдании и терпении свидтельство блоговерной княгини Феодосии Проко-
фьевны Морозовы и преподобномученицы, нареченной во инокинях схимницы 
Феодоры, о трех исповедницах слово плачевное. 

18) ｢생애전｣에 보면 황제와 니콘파가 가장 두려워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사후 



외 특징적인 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듯 하지만 시간의 배분에 있

어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것인데 그녀의 출생(1632년)과 결혼(1649년)에서 과부

가 된(1662년) 기간이 30년이고 그녀의 이후 그녀가 구교에 입문하여(1670년) 
수행정진과 투쟁을 하면서 여기저기 끌려 다니며 고문당하다 마침내 1675년 

보롭스크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가 5년으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매우 간

략하게 서술되고 특히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당했던 마지막 수난의 세월 4
년은 ｢생애전｣의 주된 서술대상이다. 즉, ｢생애전｣은 주로 그녀의 성적 성장

과 수녀 서원(誓願), 그리고 여러 선행과 단식, 기도, 수행정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마지막 4년 동안의 

보롭스크 감옥에서의 수난과 투쟁이라 하겠다. 이처럼 그녀 생애의 객관적 시

간 프레임과 ｢생애전｣의 시간 프레임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저자의 서사

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시된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일화구성은 니콘파들과의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이 부분

에서 흥미로운 것은 말의 결투라 할 만한 생생한 대화의 재연으로서 주로 직접

화법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적 순서 뿐 아니라 지리적 이동에 따른 고난과 이에 

대한 극복이 나타나는데, 집, 추도프 수도원, 알렉세옙스키 수도원, 페체라 수도

원, 노보제비치 수녀원, 모스크바 하모브니키, 보롭스크 요새감옥으로 차례로 

옮겨 다니면서 구교 신앙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온다. 박해자는 장소에 따라 가

변적이고 도전의 양상도 달라지는데 아래서 살펴보듯 기승전결 구도로 대결 

강도가 점차 세지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처음처럼 완화되는 양상이다. 내용적으

로는 처음과 끝부분보다 중간부분에서 반대파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나타나

성인으로 추앙받아 죽은 곳이 성지가 되고 유물이 성물이 되는 것으로 이는 예브
도키야의 사후에 무덤을 만들지 않았던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수령은 모스크바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황제는 
그녀의 시신을 멀리 숲 황야로 운반하여 매장하도록 명했었다. 귀족의회의원
인 일라리온은 <만약 이것이 그리 된다면 카피톤 추종자와 분열주의자들이 
발견하여 매우 예롭게 마치 성인순교자들의 유물인양 가져가 많은 이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인데 이 마지막 불행은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것
입니다>라 말했다. 이 말이 황제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명하길 
살아있는 이도 죽은 이도 보초를 세워 감시하고 (사체를) 요새 안에 땅을 파 
묻으라 명했다. 그녀의 사체를 멍석대기로 덮어 싸서 그렇게 행했다.(생애전)



고 끝으로 가면서 반대파의 회유와 포기, 그리고 감화가 함의된다는 점에서 

모로조바의 승리를 암시한다. 시간적 서사에서 유일한 예외는 사후기적 대신 

모로조바 생전의 세 가지 기적이 부연된다는 점이다. 첫째 기적은 1671년 모

로조바 체포 전 있었던 도시페이 사제의 수난 예견, 둘째, 모로조바가 수감되

어 있을 때 그녀의 기도로 인한 멜라니야 대모의 치유 기적, 셋째, 멜라니야, 
옐레나, 그리고 ｢생애전｣ 저자가 목격한 동료수인 유스티나의 곡(плач)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생애전 장르의 전형적 사후기적(병 치유, 사체의 향기나 

부패하지 않음 등)과 비교하여 인상적이지 않다. 또한 시간적 서사 골격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맨 마지막의 유스티나의 곡은 이 ｢생애전｣의 개성을 드

러내는데 저자는 자신의 찬사가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조차 객관적으로 보이는 

관찰 기술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애전｣에 모두의 장황한 도입부

나 말미의 사후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생애전이라기보다 사실적 일대기 

혹은 전기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생애전｣ 본문의 골격은 십여 차례에 걸친 설전을 통한 대결구조라 하겠다

(Dewey 1967, Alissandratos 1987).19) 이는 가히 말의 결투라 할 만한데 주로 

직접화법과 발화의 길이, 발언권 교체의 속도 등으로 대결의 긴장과 강도를 

조절한다. 직접화법으로 소개되는 대결구도의 대화는 저자의 관점이 보다 세련

된 방식으로 주관적 입장을 드러내기에 고대 러시아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화

자의 거리두기와 객관적 관점과 간접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더욱이 간접화법과 

자유간접화법도 한 차례 등장하기에 ｢생애전｣은 고대러시아 문헌으로는 예외적

으로 다양한 화법이 시도된다고 할 수 있다. ｢생애전｣의 관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도입부는 매우 간단하게 Имать же сия повесть поведание въкратце라고 

나오는데 이는 생애전의 도입부가 일반적으로 매우 길고 교조적인 것과 대비된

다(아래 참조). 더욱이 일반적으로 생애전은 통상 성인의 출생 전 어머니의 꿈

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과 달리 모로조바 ｢생애전｣에는 그 아들 이반의 출생

이 성 세르게이 라도네즈의 출현과 관련된다는 내용이 전부다. 더욱이 그녀가 

태어나 17세에 혼인하여 30세에 미망인이 되기까지의 30년 세월이 ｢생애전｣에

는 미미하게 나타난다.20) 

19) 모두 몇 차례인지는 일화 구분의 세 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필자는 주목할 
만한 분량의 설전과 투쟁, 갈등이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구분하 다. Dewey 
(1967)는 같은 열 차례의 대결구도를 주장하나 필자와 약간 다르다. 



첫 대결은 그녀가 아바쿰에 의해 성덕의 삶을 교육받고 구교 신앙에 입문

하게 된 후21) 추도프 수도원 대주교 요아킴과 수행원이 모로조바를 찾아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한 사건으로 매우 간단하게 사건의 요약만 나올 

뿐 대화의 재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 대결은 사건의 세부묘사에 들어

가기보다 거리를 두고 외부에서 관찰한 바를 간단히 기술하는데 여기에는 그

녀가 신앙을 증거했고(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 반대파를 수치스럽게 했으며(посрами), 
재산의 몰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신심(благочестие)과 진리(правда)를 저버리

지 않았다고 기술된다. 사실상 이후 모든 대결들은 이 첫 대결과 동형적

(isomorphic)으로 나타나는데 첫 대결 요약은 이처럼 간단한 요약적 서사지만 

이후 모든 대결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이미 여기서 나타난다. 

(1) 황제의 명으로 그녀를 신문하러 추도프 수도원 대주교 요아킴과 집사 
표트르가 파견되었다. 그녀는 강경하게 그들에게 신앙을 증거했고 그들을 매
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단 폭로 행위로 인해 ― 러시아 
전역에 성체 위 십자가가 파괴되었었다 ― 그녀 재산의 반을 그녀에게서 몰
수했다. 그녀는 많은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신심을 저
버리길 원치 않았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22)

이후 트리필리이 신부로부터 멜라니야 수녀를 소개받아 그녀를 대모로 맞아 

순례와 수행, 단식, 자선에 정진했는데 이에 대해 ｢생애전｣ 화자는 자신의 논

20) 모두 71,000여개의 단어 가운데 그녀의 구교 입문 전까지의 생애는 단 192개의 
단어로 끝난다. 이처럼 서술의 양적인 측면에서 겨우 0.3%의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의 ｢애도사｣와 매우 대조적이다(아래 참조). 

21) Научена же бысть добродетелному житию и правым догматом священномуче- 
ником Аввакумом протопопом. Егда же токмо уведе, о православии возревнова 
зело и развращеннаго всего отвратися(생애전). 여기서 보듯 구교도는 자신들을 
진정한 정교인이라 믿었기에 단지 다른 명칭 대신 정교를 의미하는 ‘православие’
라고 표현할 뿐이다. 이는 구교도 저자가 그들의 관점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그들에게 니콘이나 황제의 개정된 새 의례나 기도서는 ‘이단’으로 간주됨
을 함의한다. 

22) И бысть к ней присылка по повелению цареву: Иоаким, архимарит Чюдовской, 
и Петр ключарь. Она же крепко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 и зело их посрами. И ея ради 
обличения – крест на просвирах во всей России потребили, – а у ней полъотчин 
отняли. Она же, аще и многи скорби приимаше, обаче благочестия ни единем 
же образом отступити не хотяше, но и умрети о правде изволяше.



평을 덧붙인다. 여기엔 일인칭 관찰자로서의 화자의 모습이 평가자와 겸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관점과 서사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모로조바의 성덕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그녀를 가까이서 관찰한 증언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생

애전｣ 저자는 그녀가 엘리야에 견줄만한 선지자라 평한다. 

(2) 페오도시야23)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했고 육신을 단식
의 정진으로 단련했다. 그녀는 단식으로 양을 섭취하고 기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죽음의 생각에 전율하고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면서도 전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령이 그녀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페오도시야가 열성적이지 않았던 어떤 성덕도 알지 못한다. 
모든 것 위에 굳건한 토대로서 그녀는 정교신앙을 그 어느 것보다 위에 두
었는데 이는 신앙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복된 여인은 티시베의 예언
자이며 칼을 지니고 불같은 전차를 모는 저 광스러운 선지자 엘리야와 함
께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합당하고도 정당하다: “만물의 하느
님인 주님을 난 매우 닮으려 분투하는데 이는 그들이 공의회의 신앙을 버리
고 로마 카톨릭 교리에 매료되어 하느님 종들을 학살하고 하느님 교회를 전
적으로 해치려는 시도했기 때문이다"라고.24)

두 번째 대결에서부터 ｢생애전｣ 저자의 서사전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화를 통한 갈등 구체화 전략이 나타난다. 두 번째 대결에서 가까운 인척인 

르티시체프와 그녀의 딸 안나가 니콘의 입장을 대변하여 차례로 그녀를 설득

하려 하고 모로조바는 조리 있고 단호한 말로 맞선다. 두 사람은 차례로 그녀

의 적 지도자인 아바쿰과 벨레프의 수녀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과 모로조바

의 연대의식을 자극하고 또한 그녀 아들인 이반의 아름다움을 언급하여 모성

을 자극하면서 구교신앙을 버릴 것을 설득한다. 

23) 모로조바의 이름(имя)인 페오도시야는 수녀서원 후 페오도라(Феодора)로 이름이 
바뀐다. 동일인 모로조바를 지시함에 유의하라. 

24) И не вем аз, о которой добродетели не прилежаше, наипаче же всего, яко креп- 
кое основание, полагаше православную веру, ведущи известно, яко без веры не
возможно угодити Богу. И дерзновенно реку: достойно и праведно сей блажен-
ней со Фезвитянином пророком глаголати и со оруженосным огнеколесничником 
Илиею славным громогласно вопити: «Ревнуя поревновах по Господе Бозе Все-
держители! Яко кафолическую веру оставиша, а римлянолатиньския догматы воз- 
любиша, и рабы Божия избиша, и тщатся до конца церковь Божию раскопати».



(3) 니콘의 사랑받는 그릇인 미하일 알렉세예비치 르티시체프25)와 그의 
딸 안나는 페오도시야의 집에 여러 차례 앉아 그들은 페오도시야를 뒤흔들
어 그녀를 그들의 생각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니콘을 칭송하고 그의 가르
침을 찬양하곤 했다. 그들은 말했다: <총대주교 니콘 스승은 위대하고도 가
장 지혜롭고 그에 의해 전수된 신앙은 매우 논리적이요. 새로운 책들에 의
거해 미사를 드리는 것이 훌륭하고 아름답소.>

페오도시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술을 열었다: <숙부님, 진정 당신은 
유혹에 빠지셨습니다. 하느님의 그 같은 적을 칭송하고 로마 카톨릭과 모든 
다른 종류의 이단으로 뿌려진 그의 책들을 칭송하니까요. 우리 정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책들에 거부감을 느끼고 모든 새롭게 도입된 불경한 가르
침을 미워하며 예수교회의 적인 니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머리 희끗한 노인은 그녀를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말로 설득하려 했다: 
<오, 페오도시야, 내 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로부터 떨어
져 나가려 하느냐? 이 포도송이들이 눈에 안 보이느냐?> 그는 그곳에 앉아
있던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올리브 가지들처럼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사랑하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
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분열뿐이니! 난 네게 간
구한다. 이 싸움을 그만두고 십자가 성호를 세 손가락으로 하며 더 이상 절
대 그 위대한 군주와 그 모든 고위 성직자들에게 어떤 것에서든 맞서지 말
아라. 난 매우 사악한 적인 그 대사제가 널 파멸시키고 꼬드겼음을 안다. 
난 내 큰 증오로 인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싫은데 넌 자신이 그 
이름을 알고 있고 네가 그의 가르침을 위해 죽고자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난 말하는데 아바쿰은 우리 고위 성직자들이 저주하는 자란다.>

페오도시야는 그 노인이 마치 광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기에 명령을 
받으면서 미소 짓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숙
부님,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대답은 옳지 않아요. 단 것을 쓰다고 하시고 
쓴 것을 달다고 하시네요. 아바쿰 신부님은 그의 주님의 법을 위해 핍박 받
기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랍니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는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나서 페오도시야는 
다른 많은 말을 했고 늘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도
움으로 그녀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한번은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 내 사랑스
러운 언니, 내 비둘기! 벨레프의 수녀들이 언니를 망가뜨렸고 언니 혼을 
병아리처럼 삼켜버렸고 언니를 우리로부터 떼어놓았네요! 언니는 우리를 조

25) 미하일 알렉세예비치 르티시체프(Михаил Алексеевич Ртищев 1626-1677)는 모로
조바 아버지와 사촌관계로 모로조바에겐 사촌 당숙으로 황제의 종복(오콜니치)이
었다. 그의 딸 안나와 함께 알렉세이 황제의 조정에서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다. 



롱할 뿐 아니라 언니 외아들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언니는 애가 오직 하나
뿐인데 그 애를 쳐다보지도 않는군요. 그 애가 어떤 아인가요! 누가 그의 아
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반이 잘 때 그를 쳐다보면서 가장 깨
끗한 심지의 촛불을 켜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 위로 램프를 태우면서 그 애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느님이 언니에게 그 같은 귀중한 선물을 주셨음
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여러 번 폐하와 황후도 이반의 아름다움에 
경탄했는데 언니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위대한 폐하
에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언니 반대로 인해 황제의 불같은 분
노가 언니와 언니 집에 닥치고 (황제가) 언니 집을 몰수하라 명한다면 그 
때 언니는 스스로 큰 슬픔을 감당해야 하고 언니 아들을 자신의 무자비함으
로 인해 거지로 만들게 될 거에요. [...] >

페오도시야는 그녀의 성스러운 입술을 열고 말했다: <너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단다!26) 네 말대로 벨레프 수녀들에게 미혹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의 은총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야. 난 이반을 
사랑하고 그 애를 위해 하느님께 쉼 없이 기도하고 무엇이 그에게 육간 도
움이 되는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아들을 
동정하여 내가 내 혼을 해하려 하고 신심을 부인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는 페오도시야는 십자성호를 긋고 말했다: <하느님의 아들이여, 이 옳지 
않은 자비에서 날 구하소서! 난 내 아들을 구하려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싶지 않단다. 그가 나의 외아들이라 하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만약 네가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에 장애물로 만들 생각이라면 절대 성공 못 할 겁이란다. 난 담
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만약 내 아들 이반을 붉은 광장으로 데려가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해 날 공포에 질리게 한다손 치더
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내가 이반의 아름다움이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긴다손 치더라도 난 절대로 신심을 포기할 생각이 들지 않을 
거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머무
르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 때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뺏
어가지 못할 것이란 거야.> 

이후 모로조바는 여동생인 예브도키야 공작부인을 구교로 이끌고 멜라니야 

대모의 적지도를 받게 하면서 함께 하나의 혼처럼 수행정진에 노력하는

데 그녀는 몰래 수녀가 되고자 멜라니야에게 간청하나 멜라니야는 이를 받아

들이길 주저한다. 이에 대한 네 가지 현실적인 사유를 ｢생애전｣ 저자는 다음

과 같이 소개하는데 이는 멜라니야의 실제 생각을 ‘재현된 말과 생각

26) 안나는 모로조바의 사촌당숙인 르티시체프의 딸이니 안나가 모로조바보다는 어린 
나이 을 것이라 추정되어 ты 호칭을 이렇게 번역했다.



(represented speech and thought)’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27) 이는 

고대러시아 문학으로는 보기 드문 화법일 뿐 아니라 화자와 서술대상인 주인

공의 의식과 목소리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대모는 다시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이 집에
서 비 로 감춰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 이 일이 황제에게 알려진다면 누
가 수녀로 만들었는지 심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화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집 밖에서 숨어 지낸다는 것이 또 다른 재난
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만약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아들을 장가보낼 
시기가 올 것이고 여기서 많은 구설과 걱정, 결혼식 준비가 필요할 텐데 수
녀가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끝까지 
아주 작은 위선이라도 멀리하며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성당에 가지 않고 끝까
지 용맹이 서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8)

세 번째 대결은 모로조바가 황제의 결혼식에 불참하여 그녀의 신앙을 암

묵적으로 선언하고 황제에게 대항한 사건과 관련된다. 이는 모로조바가 황제의 

나탈리야와의 결혼(재혼)식에서 그를 정교를 수호하고 신심 깊다는 의미의 ‘бла-
говерный’라고 호칭해야 할 임무를 발이 아파 서 있을 수 없다는 핑계로 거부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황제 알렉세이와 모로조바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본격적으로 황제의 모로조바에 대한 감정 악화의 계기가 된 사건

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사건기술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에 대한 ｢생애전｣ 
저자의 해석(강조된 부분)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전지적 시점

을 보인다. 

(5) 황제가 나탈리야 황후를 취해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을 때 페오도라

27) ‘재현된 말과 생각’에 대해선 Banfield(1982)를 참조하라. 이는 ‘자유간접화법’으로
도 알려진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8) Мати же паки отлагаше многих ради вещей. Первое – мыслящи, яко вещи сей 
невозможно есть в дому утаитися, и аще уведено се будет у царя, многим лю-
дем многие будут скорби, распросов ради, уведения, "кто постриг?". А другое 
дело: и еже из дому скрытися – другая беда. Третие: аще и утаится, приспе вре-
мя сына браком сочетати, и убо ту потреба быти многой молве и попечению и 
о свадебных чинех уряжение, а инокам таковая творити не в лепоту. Четвертое: 
потреба, еже до конца ошаятися и малаго оного лицемерия и приличия ради  
уже не ходити к храму, но стати до конца мужески.



는 다른 귀족부인들과 함께 황제의 혼례식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그
녀는 앞줄에 서서 황제의 연호를 말해야 할 자격을 갖고 있었기에 황제 알
렉세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 다. 그리고 추후 그녀를 급히 불렀고 그녀
는 <제 발이 무척 아파 서있지도 걷지도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거절했다. 황제는 말했다: <그녀가 오만해진 것은 내가 아는 바다>. 경건한 
페오도라는 그곳에서 황제가 정교를 신봉한다는 뜻의 연호를 말하고 그의 
손에 입맞춤하고 주교단의 강복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았기에 오고 싶어 하
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과 교류하느니 차라리 고통 받기를 원했는데 이를 
황제는 단순히 지나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29) 

이후 본격적인 황제의 복수가 시작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여기엔 고대

러시아 문헌에서 보기 드문 간접화법이 나타난다(Dewey 1976:77).

(6) 가을 즈음에 벌써 그녀에게 보야르 트로예쿠로프를 보냈고 한 달 
기다리고는 표트르 우루소프 공작30)을 보내 그녀가 항복하고 모든 새로 
편찬된 그들의 규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만약 복종하지 않는다
면 큰 재앙이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31)

이에 대한 모로조바의 대사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

인 모로조바의 대응과 달리 분노에 찬 황제의 응답은 매우 감정적이다. 황제

29) Егда же приспе брак царев, егда поят царицу Наталии, тогда Феодора не вос- 
хоте на брак царев приити с прочими боляронями. И тяжко си вмени царь  
Алексей, понеже ей достояше в перьвых стояти и титлу царскую говорити. И 
последи прилежнее зва ю, и до конца отречеся, рекущи, яко «ноги ми зело   
прискорбни и не могу ни ходити, ни стояти». Царь же рече: «Вем, яко загорди- 
лася». Преподобная же сего ради не восхоте приити, понеже тамо в титле царя 
благоверным нарицати и руку его целовати, и от благословения архиереов их  
невозможно избыти. И изволи страдати, нежели с ними сообщатися, ведущи бо, 
яко се дело просто царь не покинет. 

30) 우루소프 공작은 모로조바의 여동생이자 동료 순교성녀인 예브도키야의 남편을 
말한다. 그는 ｢생애전｣에서는 매우 구교도 부인과 그 처형 등에 대해 우호적이고 
보호하는 입장에 선 것으로 그려지나 우루소바의 편지를 보면 실제 이들이 체포된 
후 사실상 이혼상태로 돌아선 것으로 추측된다(Демкова 1981).

31) И уже близ есени присла к ней боярыня Троекурова и, с месяц поноровя, князъ 
Петра Урусова, с выговором, еже бы покорилася, приняла все новоизданныя их 
законы, аще ли не послушает, то бытии бедам великим.



의 감정적 발화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역시 저자의 의도적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7) 그녀는 주의 이름으로 담대했고 그 보야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
하며 거절했다: <나는 황제에게 악을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연
유로 황제의 분노가 미천한 제게 미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만약 나를 
올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한다면 전하가 내게 슬퍼할 이유가 없으
며 다음과 같이 황제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오른손으로 날 보
호한 지금 이 날까지 난 생각으로라도 성부의 믿음을 버리고 니콘의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내가 태어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또 
내가 세례 받은 사도들의 전승에서 죽고자 바라오. 황제에게 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 일곱 번의 공의회에서 확인된 우리의 이 정교신앙을 어떤 경우
든 어떻게든 거절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황제는 비천한 종인 날 핍박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오.>

사신들은 돌아와 황제에게 그녀의 용감한 말을 전했다. 그는 분노로 
더욱 더 달아올라 그녀를 핍박할 궁리를 하면서 앞에 서있는 사신들에
게 말했다: <그녀는 나와 겨루는 것이 힘들 것이지만 누군가 우리 중 하
나는 결국 모두 정복할 것이다!>

이후 대결구도 가운데 가장 생생하면서도 극적인 네 번째 대결장면이 등장한

다. 이는 모로조바 일행을 체포하러 수색대가 파견되어 수색과 체포가 이뤄지는 

장면으로 모로조바 방에 대한 묘사, 당시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는 과정이나 정

황 등이 마치 충실한 목격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따라가는 것처럼 사실적이며 

섬세하다. 특히 예전 여성들만의 규방이라 할 만한 사적인 공간을 자세하게 묘

사하고 그들의 몸자세까지 나타낸 것은 생애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세부묘사라 하겠다. ｢생애전｣ 저자가 아마도 모로조바의 집사 아니면 

친형제 정도의 가까운 사이 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유가 

이 같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그리고 사건 전모에 대한 자세한 관찰 때문이다. 

(8) 드디어 여기 추도프 수도원의 대주교 요아킴이 매우 거만하고 뻔뻔스
럽게 침실을 향해 들어왔고 그녀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자신이 
황제에 의해 보내졌음을 알리고는 그녀가 일어날 것을 명하고는 일어나던지 
아니면 앉아서라도 그녀 앞에서 그가 말하도록 되어있는 황제의 말에 대해 
대답할 것을 강요했다. 그녀는 그렇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 때 대주교는 그녀를 신문했다. <어떻게 성호를 긋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성부의 옛 관습대로 손가락을 만들고 자신의 지극히 



성스러운 입을 열고 읊조리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느님의 아들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는 성호를 긋고 이렇게 기도한다네.>

대주교는 다시금 두 번째 신문을 시작했다: <네가 집에서 알렉산드라라 
불렀던 장로수녀 멜라니야가 어디 있느뇨? 그녀에게 볼 일이 있으니 즉시 
고하라.>

성녀 페오도라는 대답했다: <주님의 자비와 우리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누추한 집은 그리스도의 순례하는 종들을 받아들이도록 
활짝 문을 열고 있었다오. 한 때는 시도르, 카르프, 멜리니야, 그리고 알렉산
드라 같은 이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소.>

귀족회의 서기인 일라리온 이바노프는 골방으로 갔고 그 창고에는 등불이 
없었지만 침상에 누운 사람을 보고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공작부인이 
대답하길: <저는 표트르 우루소프의 아내입니다.> 그는 놀라 마치 불에 덴 
듯 뒤로 나자빠졌다. 대주교는 서기가 이러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그곳에 
누가 있소?> 그는 말했다: <공작부인 예브도키야 프로코피예브나, 표트르 
우루소프의 공작부인입니다.> 대주교는 말했다: <그녀에게 어떻게 성호를 
긋는지 물어보라.> 그는 그렇게 하길 꺼려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보
야리냐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보내진 것이잖소!> 요아킴은 다시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명령하노니, 그녀를 신문하시오.>

그 때 의회서기는 다가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리지 않
고 침상에 누워 왼팔로는 몸을 지탱하고 오른 손으로 손가락을 모아 엄지와 
작은 두 손가락을 합하고 검지와 중지를 길게 뻗쳐 의회서기를 가리키면서 
예수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는 믿는다오.>라
고 말했다.

의회서기는 물러나 대주교에게 일렀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신앙이 정교
를 신봉하는 여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고는 지극한 노여움에 오래 참
지 못하고 의회서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
하는 동안 자넨 여기 머물게나.> 이렇게 말하곤 곧 달려가 황제에게로 왔다. 

[...]
그러고 나서 대주교가 보야리냐에게 말했다: <당신은 복종하면서 사는 법

을 모르고 반항에 있어 확고해졌으니 이로 인해 당신을 집에서 추방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당신에게 도달했소. 높은 데서 오래 살았으니 이제 내려오시
오. 일어나 여기서 나가시오!> 성녀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잡아 끌고 가라 명했다. 요아킴의 명령대로 의자를 가져
가 그녀를 앉히곤 아래층으로 운반했다. 성녀의 아들 이반 글레보비치는 중
간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하곤 뒤에서 그녀에게 절했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고 그는 뒤돌아 갔다. 

위 대화는 매우 짧고 그 속도는 빠르며 수색대의 발걸음이 느껴질 정도로 

박진감 있게 진행된다. 이 수색대 파견의 대결장면은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진



다. 특히 예브도키야가 예기치 않게 적발되는 장면에서는 파견된 이들의 놀람

을 표현하는 “불에 덴 듯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Он же яко устрашивъся и  
яко огнем опаляем, въспять въскочи.)”는 매우 생생한 비유다. 이 부분에서 

당시 니콘개혁과 구교도입장의 첨예한 대립에 서 있던 손가락 성호모양의 자세

한 묘사에도 주목해야 한다.32) 이 일화에서 특히 모로조바와 아들 이반의 이별

장면은 ｢생애전｣ 저자가 이 자리에서 목격한 듯 묘사되는데33) 위 일화의 특징

은 극적인 추포와 대결구도 뿐 아니라 모로조바의 집 내부, 방, 현관, 몸동작 

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마치 목격자진술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 초점

을 맞추어 사실적이고 극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대결은 추도프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신앙의 결투로 대

심문이라 할 만한 장면이 소개된다. 대주교 표트르 크루티츠키와 그에 대항하

는 모로조바의 신랄한 비판과 적나라한 비유가 나오는데 8시간 가까운 심

문은 본 ｢생애전｣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강렬한 논쟁이라 하겠다. 특히 모

로조바의 비유, “개처럼 이단을 토해내고 당신들은 그것을 핥고 있다”는 은

유는 부녀자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언어로34) 결정적으로 니콘파를 자극한 

대화라 하겠다.

(9) 페오도라를 (추도프 수도원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공의회실 가운데 방 
하나에 들어섰을 때 관습대로 하느님 성상에 절했는데 권력자들에겐 조금만 
고개 숙이고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수도원 대주교인 파벨 크
루티츠키, 추도프 수도원 대주교인 요아킴, 그리고 의회서기 및 다른 이들이 
있었다. 성녀 페오도라는 서서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앉아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그녀를 서도록 매우 강권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

32) Тогда думный, приступль, вопроси ю и исповеда. И не отвержеся, но возлежа-
щи на одре и левыя руки лактем подкрепляющися, и десницею сложа персты 
– великий палец со двема малыми, указательный же с великосредним протягши 
– и показуя думному, глаголяше усты, Господа Исуса Сыном Божиим велича-
ющи: <Сице, - рече, - аз верую!> 

33) Сын же преподобныя, Иван Глебович, проводи ю до средняго крыльца и по- 
клонився ей созади, она и не видящи его, и паки и возвратися вспять.

34) Она же паки отвеща: <Понеже он, враг Божий Никон, своими ересми, аки бле-
вотиною наблевал, а вы ныне то сквернение его полизаете; и посему яве, яко  
подобни есте ему>. 17세기 구교도 생애전과 다른 참고문헌 등을 통해 살펴본 당시 
여성의 파격적 언어와 주체성, 젠더 갈등 등에 대해서는 졸고(2011)를 참조하라. 



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대주교 파벨은 그녀의 명예와 혈통을 기억하면서 그녀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남녀 장로들이오, 그들
이 당신을 미혹시켜 그들의 함께 즐겨 교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당신 명예가 법정에 오기까지의 이 같은 불명예로 끌어내린 것이라오.> 그러
고 나서 그녀를 여러 가지 말로 누그러뜨리고 황제에게 복종할 것을 설득했
다. 그리고 그녀 아들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또 
그의 집이 그녀의 저항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모든 말에 대해 그들에게 현명하게 응답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당신들이 말하듯 남녀 장로들로 인해 미혹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종들로 인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과 신심을 익히게 되었다오. 내 아
들에 대해서는 말 많이 하지 마시오. 내가 빛이신 내 주 그리스도에게 약속
했으니 내 목숨 마지막 날까지 약속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난 그리스
도를 위해 살지 내 아들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오.>

그들은 그녀의 담대함이 꺾이지 않음을 보고는 그리고 그녀를 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적어도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요지를 말
했다: <자네가 우리말에 강하게 저항하기에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
소. 황제 폐하와 성녀 왕비황후와 세자, 공주가 성체성사를 하는 그 미사
서에 의거하여 자네도 성체를 하는가?> 그녀는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대답
했다: <성체를 하지 않소!> 그녀가 말했다: <나는 황제가 니콘의 타락한 
미사서 개정본으로 성체를 하는 것을 알기에 성체를 하길 원치 않는 것
이오!> 대주교가 다시 말했다: <어찌 자네는 우리 모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 하느님의 적 니콘은 자신의 이단을 
토해냈고 당신네들은 그것을 핥고 있소. 그렇기에 그와 비슷하게 되가는 것
이오.> 그 때 파벨 크루티츠키는 큰 소리로 외쳐댔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하
는고? 여기 우리 모두를 이단이라 부르다니!> 요아킴은 그녀에게 읊조려 말
했다: <대주교 파벨, 무슨 연유로 저 여자를 수녀라 그것도 정결한 수녀라 
부르는 것이오? 아니요! 절대 아니요! 프로코피이의 딸이 아니라 악마의 딸
년이라 부르는 것이 맞소.> 복된 페오도라는 요아킴에 반박하며 말했다: <나
는 악마를 저주하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비록 자격은 없
지만 난 그의 딸이오.> 그녀는 그들과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논쟁을 벌 다. 

여섯 번째 대결구도는 알렉세옙스키 수도원으로의 장소 이동과 함께 이

루어진다.

(10) 의회서기는 부하들에게 명해 그녀를 썰매에 태운 후 마부에게 데
려가도록 명했다. 황제의 통행로 근처 추도프 수도원을 지나 운반될 때 위
대한 페오도라는 자신의 오른손을 뻗쳐 손가락 모양을 뚜렷하게 만들어 드



높이 올리면서 자주 십자가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주 쇠사슬 소리를 냈
다.35) 성녀는 통행로에서 황제가 그녀의 승리를 볼 것이고 이로 인해 그녀
가 그들의 능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을 매우 즐기면서 쇠사슬을 즐기는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작부인 예브도키야 역시 마찬가지로 쇠사슬로 감긴 후 알렉세옙스키 
수도원으로 데려가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철통같은 감호 하에 붙잡혀 교회
에 데려가지도록 명했다. 성스러운 이는 마찬가지로 그녀의 담대함에 모든 
수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용맹을 보 는데 박해자의 의지에 굳건히 
맞섰기 때문이다. 심하게 강요를 당해도 단지 자신의 발로 그들의 성가의례
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들것에 실려 데려가도록 강요했을 
때에는 스스로 들것에 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때까지 건강했음에도 마치 
아픈 것처럼 팔이나 발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수녀들은 와서 
그녀를 움직이려 했는데 간혹 난처하게 하기도 했는데 그녀의 성스러우면
서 천사처럼 어여쁜 얼굴을 파렴치하게 때리기도 하면서 말했다: <우리에
게 이런 슬픔이! 네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당도했을 때 온전했
고 서로 저희들끼리 유쾌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죽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 우리에게 큰 수고를 끼치는구나.> 무고한 양은 그들에게 답
하길: <오, 가여운 장로들이여! 왜 하릴없이 수고하는가요? 진정 내가 당신
들에게 이 같은 수고를 강요하는가요? 당신들 스스로 미처 쓸데없이 법석
을 떠는 것이지요. 난 당신들이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내가 언젠가 당
신들 성당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애통할 뿐이오! 그곳에서 당신네들
은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고 구세주를 욕보이면서 그의 계율을 짓밟으면서 
노래 부르는군요.> 이리하여 성녀를 시체처럼 들것에 태우고 미사 성가대로 
끌고 갔다.

성스러운 이가 누군가 어느 때인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수도원에 서서 
그녀의 수난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곤 신음하듯 말했다: <오호라, 지쳤소, 잠
깐 서시오.> 그러자 장로수녀들은 탈것을 땅에 두었다. 위대한 이는 말하길 
<장로수녀들이여, 어인 일로 날 끌고 가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이오? 내가 당
신들과 함께 경배할 것 같소? 그럴 리 없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계율을 어기는 당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소! 내가 한 마디 당신
들에게 하겠소. 당신네들 찬미가가 있는 그 곳에 볼 일을 보러 잉여 창자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난 당신들 희생제물을 여기고 
있소.>

페오도라는 페체라 수도원 별채로 옮겨졌고 그녀에게 엄중한 보초가 세워
졌다. 포병대장 두 명이 교대로 10명의 병사들과 보초를 섰다. 

이후 아들 이반의 죽음과 재산 몰수가 뒤따랐고 황제의 유화책과 회유가 

35) ｢생애전｣의 이 부분이 수리코프의 그림에 감을 준 부분이라 생각된다. 



있었지만 결국 모로조바의 두 형제를 강등시켜 귀양 보내게 된다. 이반의 죽

음에 대한 ｢생애전｣ 저자의 해석은 매우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간접적 암

시는 모로조바의 단언으로 분명해지는데 아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황제와 니콘

파의 고의적 행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모로조바의 장송곡에 듣는 이들이 연

민에 싸일 정도 다는 묘사는 ｢생애전｣ 화자가 이 자리의 목격자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1) 그는(황제 - 논문 저자) 이반 글레보비치를 부하들에게 보호하도록 
명했는데 아이는 너무 큰 슬픔으로 인해 병들고 말았다. 황제는 그에게 자
신의 주치의들을 보내 치료했는데 며칠 후 그를 무덤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
래했다.36) 이반이 죽자 니콘파 사제는 페오도라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러 
보냈는데 그는 유다에 관한 글인 시편 108편을 인용하면서 악의를 갖고 성
녀를 약 올렸다. 불경한 사제는 성녀에게 그녀가 그들의 신앙을 거부했기에 
신의 징벌이 그녀에게 내려 그녀의 집이 살아남은 이 없이 비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지극히 지혜롭고 분별 있는 그녀는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 개
의치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알고는 지극한 슬픔에 싸여 하느님 
성상 앞 땅에 엎디어 슬픈 목소리로 흐느꼈다: <오호 내 아이, 너를 이단자
들이 죽 구나!> 오랜 시간 동안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장송
곡을 불렀는데 다른 듣는 이들마저도 연민으로 흐느꼈다.

모로조바 아들의 죽음에 대한 황제의 반응과 그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나

타나고 그녀의 두 형제에 대한 황제의 복수가 소개되는데 ｢생애전｣ 화자는 

황제의 조치가 모로조바에 대한 재정적 도움과 관련 있다고 해석한다. 

(12) 황제는 이반의 죽음에 대해 기뻐했는데 아들 없이는 어머니를 박해
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그녀의 두 오빠
인 표도르와 알렉세이를 각각 멀리 보냈는데 전자는 추구예프로 후자는 리
브노예로 군사령관으로 보내는 듯했지만 실상 귀양살이 보냈던 것이다. 표
도르는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부자가 되어 자신의 돈 천 루블을 써도 될 
정도 기 때문이다. 이는 성녀에 대한 크나큰 증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같은 극심한 곤경에 처한 그 여인들에게 어느 도움의 손길도 어디서든 그리
고 어떤 방법이든 다가올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36) А Ивана Глебовича приказа беречи людем; отрок же от многия печали впаде  
в недуг. И присла к нему лекарей своих, и так его улечиша, яко в малех днех 
и гробу предаша. 이 표현은 애매한데 황제의 의도성이 함의되어 있어 ｢생애전｣ 
화자(저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후 재산과 지 몰수가 뒤따랐지만 페오도라는 황제의 일시적 자비로 시

종을 두게 되고 감호를 받는 중에도 자비로운 간수장의 도움으로 욥 르곱스키 

사제에 의해 성체를 하고 예브도키야는 몰래 페체라 수도원으로 가 페오도라

와 만나게 된다. 그러는 사이 새로 온 총대주교인 피트림은 모로조바의 일을 

보고받고 “그들 여인네 일(женское их дело)”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황제

에게 모로조바의 선처를 부탁하고 대주교 및 다른 고위사제들과 함께 모로조

바를 새로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며 박해자로 

돌아선다. 이 대결구도는 본 ｢생애전｣의 일곱 번째 결투이자 갈등의 절정이며 

가장 긴 서사로 진행되는 박진감 있는 대결이다.

(13) 새벽 1시에 족쇄를 찬 페오도라를 잡아들여 썰매 위에 앉히고 백인
대장에게 출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추도프 수도원으로 
데려왔고 공의회실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총대주교 피트림, 대주
교 파벨, 그리고 다른 교회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시 관계자들도 꽤 많은 수
가 있었다. 위대한 페오도라는 교회에 서서 목에는 쇠사슬을 두르고 이들 
앞에 서 있었다. 총대주교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자네가 그
렇게 이 사슬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과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네.> 성녀는 기쁜 얼굴과 환희에 찬 마음으로 말하길: <난 진심으
로 사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단지 사랑할 뿐 아니라 이것을 갈구하는 마
음으로 지켜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지요. 그 같은 죄인인 내가 주님의 은총
으로 그리고 독생자 하느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바오르의 족쇄를 보는 것 
뿐 아니라 지니게 되었는데 어찌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 때 
총대주교가 말했다: <언제까지 미쳐있을 거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충분하
오. 언제까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 황제의 마음
을 자신의 저항으로 괴롭게 할 것이오? 이 모든 옳지 않은 교리를 버리고 
내 충고를 들으시오, 자네를 불쌍히 여겨 충고하는 바이니 고해하고 성체를 

한 후 공의회와 러시아 성당으로 복귀하시오.> 
복된 여인이 말했다: <고해할 사제도 성체를 할 수 있는 사제도 없소.> 
총대주교는 다시 말했다: <모스크바에 사제는 많소.> 
성녀는 말했다: <사제는 많지만 진정한 사제는 없어요.> 
총대주교가 다시 말했다: <자네에 관해 걱정이 크니 내가 몸소 늙었지만 

자네에게 고해성사를 주겠네. 내 비록 성사를 더 이상 안 주나 자네에게 몸
소 성체성사를 주겠네.> 

지극히 현명한 모로조바는 다시 말했다: <‘몸소’라니 내게 무슨 말을 하



는 겁니까?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들로부터 이단을 받아
들인 것은 아닌지요? 당신이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는 아닌지요? 당신
이 크루티츠키 대주교 을 때 충실한 우리 러시아 땅의 성부들과 더불어 
기독교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또 옛 사제모를 쓰고 다녔을 때 그 때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지상의 황제 의지를 실행
하길 원하고 천상의 황제이자 자신의 창조자를 경멸하면서 로마교황의 뿔
처럼 생긴 모자를 머리에 쓰기에 우리는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니 나를 그 
‘몸소’라는 말로 위로하지 말길 바라며 난 더더욱 당신의 성사를 요구하지
도 않소.>

그 때 총대주교는 주교에게 말하길 <성유를 그녀 이마에 발라 혹여 이성
을 되찾도록 내게 사제복을 입혀주시오. 보다시피 그녀가 이성을 잃었소.>

사람들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성유를 가져왔으며 그는 성유 안으로 마른 
붓을 들고 성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발로 서려고 하지 않았지만 백인대장
이 그녀를 지탱하고 그녀는 그들의 팔에 감겨서 총대주교와 함께 대화를 나
눴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볼 때 스스로 발로 서서 전사처
럼 태세를 갖췄다. 크루티츠키 대주교는 팔을 뻗쳐 한 손으로 총대주교
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그가 그녀 이마에 성유 바르는 것을 손쉽게 하
려고 그녀 머리의 모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다. 위대한 모로조바는 그 손
을 뿌리치고 <여기서 나가시오!>라고 말하고는 그의 붓 잡은 손을 뿌리
치고 <왜 우리 얼굴에 미숙하게 손대려고 하오? 우리 신분을 당신이 알
잖소?>라 말했다. 

총대주교는 성유에 붓을 좀 적시고는 자신의 손을 뻗쳐 그녀 이마에 성
호를 표시하려고 했다. 성스러운 모로조바는 용감한 전사처럼 적군에 대항
해 무장하고는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항해 뻗쳐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붓을 
잡고 소리쳐 말했다: <죄인인 나를 이단의 성유로 파멸시키지 마시오.> 그
리곤 쇠사슬로 소리를 내면서 말하길: <무엇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이 쇠사슬
을 한 해 내내 차고 있겠소? 당신들에게 공모하지 않기 위해 복종하지 않으
려고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오. 당신은 내 모든 보잘것없는 노고를 한 
순간에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물러나 멀리 가시오! 당신들 성물은 내게 전
혀 필요 없소!>

총대주교는 이 말을 듣고 극심한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매우 분노하고 
번뇌하면서 소리쳤다: <오, 뱀의 자식, 사탄의 딸년, 죄인!> 그는 그녀에게서 
다시 돌아와 곰처럼 포효하면서 외쳐댔다: <그녀를 아래로 끌어내려 가차 
없이 끌고 와라! 쇠사슬에 몸이 감긴 개처럼 끌고 여기서부터 끌어내! 그녀
는 적의 딸년, 죄인, 그녀는 더 살 가치가 없다. 아침에 죄인을 사형대로 끌
고 가라!>

복된 여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길: <난 죄인이지만 적의 딸은 
아니오. 총대주교님 내게 짖어대지 마오, 내 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난 
딸이지 적의 딸이 아니오. 총대주교, 내게 짖어대지 마시오.>



총대주교의 명에 따라 머리를 깨지게 하려는 듯 그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방 여기저기로 그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쇠목걸이로 그녀의 
목을 두 동강으로 깨지게 하고 그녀의 머리를 어깨에서 떼어내려는 의
도로 그렇게 끌고 다녔다. 이렇게 그녀는 계단에서 내려와 자신의 머리로 
각 층계를 세듯 끌고 다녔다. 밤 아홉째 시에 페체라 수도원으로 그녀를 그 
나무썰매에 실어 끌어 운반했다.

위 대결 중간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짧은 대화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빠른 발언권 교체는 서사 속도를 가속화하고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킨다. 
본 ｢생애전｣ 전반에 걸쳐 그녀 발화의 양(길이)이 반대파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은 객관적, 기록적 사실 묘사의 인상을 주는 이 텍스트에서 화자의 편파성과 

편들기가 심층적으로 내재함을 함의한다. 문초와 고문이 진행된 후 나오는 여

덟 번째 신앙적 투쟁 역시 말의 결투를 동반한다.

(14) 그런 후 위대한 페오도라도 불로 데려와졌다. 보로틴스키는 그녀에게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광에서 치욕으
로 왔군! 자네가 누군가? 어떤 혈통인가? 유로지비 키프리얀과 표도르 같은 
이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가르침을 지키면서 황제를 화나게 했지?> 용감한 
여인은 대답했다: <우리 육신의 화는 위대하지 않소, 인간의 광은 땅에
서 부질없이 지나가는 것이오.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부터는 위대한 것이 아
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부질없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오. 
자신의 말을 멈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해 보시
오. 그가 누군지, 누구의 아들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가면 내
가 당신에게 말하리다: 그는 우리 주,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이시고 우
리 구원을 위해 하늘을 떠나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 궁핍함 속에 살다 나중
에 마치 모든 이가 당신들 때문에 고문당하듯 유대인들에 의해 못 박혔소. 
이런 사실에 놀라지 않소? 우리의 곤궁함은 아무 것도 아니라오.>

그 때 권력자들은 그녀의 담대함을 보고는 그녀를 붙잡아 그녀 가슴 밑 
내의 소매로 묶고 팔을 묶어 형틀에 매달았다. 그러나 승리자인 그녀는 여
기서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교활한 이단을 비난했다. 이 때문에 그녀를 형
틀에 오래 묶어두었는데 약 반 시간가량 매달았고 허리띠로 그녀 팔의 힘줄
이 드러날 정도 다. 그녀를 내려서는 세 번째로 그 두 성녀 있는 곳에 놓
아두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모욕을 주었고 그들이 맨 등
으로 팔은 뒤로 꺾인 채 눈 위에 누워있도록 방치하여 두었다. 그렇게 그들
은 세 시간을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간계도 꾸몄다: 가슴에 언 통나무조각을 놓고 불로 
모든 이들을 데려와 불에 태우려 했지만 그들은 타지 않았다. 나중에 모든 



간계를 다 부린 후 순교자들이 일어선 후에는 둘의 맨몸을 가리고 세 번째 
마리야는 페오도라와 예브도키야의 발아래 두고는 무자비하게 다섯 차례 
채찍질을 해댔는데 처음에는 등을, 두 번째는 배를 번갈아 했다. 의회서기
인 일라리온은 두 순교자에게 말했다: <만약 자네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자네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겠소!> 페오도라는 무자비함과 성녀 마리야의 깊
은 상처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일라리온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 기독교인가요?> 그리고는 이후 그들은 밤 열 번째 
시에 각자의 옥사로 끌어 옮겨졌다.

아홉 번째 결투는 모로조바에 대한 회유로 구교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큰 예를 줄 것을 약속하나 모로조바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 

(15) 고문 후 셋째 날 황제는 페오도라에게 친위군 대장을 보내 이렇
게 말했다: <의로운 수녀,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 당신은 제2의 예
카테리나 순교자요! 내 몸소 당신에게 간구하니 내 충고를 잘 들으시오! 내 
당신 명예를 첫 번째로 올려주고자 하오.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헛되이 당신
을 잡아들이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예의를 내게 베푸시오. 세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지 말고 단지 손을 보여 그 세 손가락을 들어 손을 보이시오. 올
곧은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여! 당신은 제2의 예카테리나 순교자요! 내 
말에 귀 기울이면 내 당신을 위해 내 아시아 말들이 끄는 겨울황제마차를 
보낼 것이고 많은 보야르들이 올 것이며 당신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모
셔 나를 것이오. 의로운 수녀여, 내 말 잘 들어요, 나 황제가 몸소 내 머리
(목숨)를 두고 맹세하니 이렇게 하시오!>

페오도라는 이를 보고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는 사신에게 전했다 <인
간이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내게 깊이 절하는 것이오? 그만하고 내
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으시오. 전하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가치 
이상이오. 죄인인 나는 위대한 순교자인 예카테리나의 위업에 댈 것이 아니
요. 세 손가락 성호 긋기를 내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오. 이 뿐 아
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여 나를 지켜주시어 행여 내가 생각으로라도 적그리
스도의 징표에 관한 생각을 절대로 안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도움
으로 보호되어 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도
록 해주겠소.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황제는 나를 명예
롭게 내 집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할 것이고 보야르들의 머리로 운반되면서 
내가 성부의 예전 관습대로 성호를 긋는다는 사실을 소리쳐 말할 것이오! 
황제가 자신의 아시아 말이 끄는 마차로 날 경배한다는 것은 내게 큰 일이 
아니라오! 이 모든 것이 헛되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오. 난 좋은 마차와 
말들을 타고 다니곤 했지요. 만약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볼
로타에서 당신들에 의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자격을 주신다



면 난 이것을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여길 것이오. 난 이런 광을 누린 적 
없고 이는 지극히 광스러운 일이기에 그런 은총을 그리스도에게서 받기
를 바라오.> 성녀는 이렇게 말했고 이에 친위군 대장은 잠잠해졌다.

이 같은 신앙적 강요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구교신앙을 버릴 것을 청하는 매

우 소극적 요구와 보상 약속으로 이어져 니콘파의 압박이 회유로 바뀌었지만 

모로조바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 이후 드디어 ｢생애전｣ 저자를 포함하여 대모 

멜라니야 수녀 및 동료 구교도들의 심방 일화가 소개되는데 아직 신원이 정확

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большой брат)’가 ｢생애전｣ 저

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애전｣ 끝부분에 가서야 화자가 실제 등장인물

의 하나로 나타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모로조바 수난의 증인으로 

밝혀진다. 

(16) 그들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자주 자신의 스승인 대모 멜라니
야에게 간원하여 그들을 방문해 달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의지가 없었다. 그
리고나서 그들이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페오도라는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음과 같이 대모에게 편지를 썼다: <자비
를 베풀어 남은 시간 동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었다. 

페오도라는 대모 멜라니야에게 자신의 오빠를 데려오도록 부탁했다. 
하느님은 일을 재촉해 주었다. 우리가 출발했는데 황제가 사람들에게 그
들을 엄중히 신문하고 만약 그들이 복종치 않는다면 칙령을 실행할 것
이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일요일 새벽3시 우리들은 옥사에 당도했다.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기
쁨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 

그 다음 날 저녁 약속했듯이 우리들을 데리러 백인대장은 다시 오지 
않았다. 우리는 혼을 교감하면서 슬퍼했다.

주님이 자비를 베푸사 우리는 다시 자정의 시간에 옥사에 당도했다. 대모
는 곧 떠나려 서둘렀다. 그들이 모두 서 있고 대모는 그들에게 훈계하며 가
르쳤다. 그리고 난 훈계의 이유를 알 길 없지만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
기하는 것이다. [...] 

마지막 열 번째 투쟁은 그녀를 설복시키려는 수도승과의 대화로 이루어지

고 그녀의 응답은 매우 온유하면서 단호하고 수도승 역시 그녀의 신앙을 인

정하면서 성스러움에 감복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대화에는 모로조바의 4년 

동안의 고행과 수난을 요약하는 은유인 “바오르의 사슬”이 나타나고 호전적



인 어투라기보다 조용한 설득의 어조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장로 수도승의 

응답은 도전이나 압박이 아니라 체념과 인정, 나아가 감화와 정서적 동화라 

하겠다. ｢생애전｣ 화자 역시 마지막 수사의문(감탄)문을 통해 성녀들의 고통에 

감정이입하는 정서적 몰입을 보임으로써 그 태도가 객관적 거리두기에서 점차

적으로 관점, 정서이입의 직접적 표출로 변한다. 

(17) 수도승은 그녀에게 그가 명령 받은 대로 그녀를 조금이라도 복종
시키려고 그녀에게 훈계하도록 된 내용을 말했다. 성덕의 금강석인 성녀는 
그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들어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용맹히 말했
다: <오호라, 지극히도 분별없음이여, 오호라, 거대한 무지의 암흑! 언제까
지 악의로 눈이 멀 것이오? 언제까지 성덕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
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오? 내가 아직 내 집에 있었을 때 
완전한 평화 속에 살 때에 당신들 거짓과 불명예에 함께할 마음이 없었소. 
정교를 굳건히 지키면서 지에 대해 아까와 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난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오. 또 내 정진의 초기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사슬로 나를 포박하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 때에도 난 물리쳤소. 
그런데 지금 극도로 단 예수의 충분히 단 정진을 맛본 후 선하고 아름다운 
내 주로부터 날 멀리 떼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오? 이 쇳덩이를 달고 매우 
기뻐하면서 바오르의 사슬을 기억하면서 이 사슬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
은 지도 벌써 4년이고 더욱이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의 여동생이
자 함께 있던 수인이요 수난의 동참자를 주님께 떠나보내고 곧 나도 하느
님이 날 도우신다면 매우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떠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더 말할 나위 없지요. 그러니 또 하나 그리스도로부터 날 떼어내려는 모든 
희망을 접어두고 이것으로 절대로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난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오.>

이 말을 듣고 그 장로는 마음이 누그러져 한동안 울고는 위대한 성녀에
게 말했다: <가장 명예로운 부인, 진정 자네들의 행적은 거룩하구려. 내가 
자네에게 간구하니 주를 위해 전향하구려. 만약 끝까지 담대하게 일을 완성
한다면 누가 당신들이 찬양을 증거할 수 있겠소? 자네들은 그리스도 하느님
으로부터 전에 없는 큰 광을 받을 것이라오.> 이렇게 말하고는 수도승은 
떠나갔다. 성스러운 순교자인 예브도키야가 면한 후 성스러운 마리야를 
위대한 페오도라에게 데려왔고 함께 인고하면서 정진했다. 누가 그들이 얼
마나 기아와 갈증, 탁한 공기와 이들을 견디는 형언할 수 없는 인내를 전할 
수 있겠는가!

대결구도의 마지막은 위에서처럼 모로조바의 적 승리로 끝난다고 하겠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수도승의 전달내용이 들어간 발화는 생략되어 있고 모로



조바의 긴 대사만 소개되어 화자의 암묵적 편들기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또한 

반대파의 정서적 변화도 감지되는데 초반부의 사실적 묘사에서 점차적으로 반

대파의 감화와 동화, 화자의 감정이입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37) 이처럼 대결

37) 이 같은 반대파의 정서적 동화는 대결구도는 아니지만 인상적이고 생생한 묘사로 
소개되는 ｢생애전｣의 마지막 일화인 모로조바와 병사의 대화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후 지극히 성스러운 페오도라는 기력이 무척 쇠하여 병사 가운데 하나
를 불러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종이여! 자네에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신가 아니면 돌아가셨는가?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들과 자
네를 위해 같이 기도하세, 만약 이미 죽었다면 그들을 추모하세. 그리스도
의 종이여! 자비를 베풀게나. 기아로 무척 기력이 쇠하고 음식을 먹고 싶으
니 날 불쌍히 여겨 내게 흰 빵 좀 주게나.> 

그는 말했다: <안됩니다, 마님, 두렵습니다.> 
그러자 순교자는 말했다: <작은 빵이라도 주게나.> 
그러자 그는 말했다: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순교자가 말했다: <약간의 마른 빵이라도 좀 주게.> 
그러자 그는 말했다: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페오도라가 말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사과나 약간의 오이

라도 좀 주게.>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스러운 이가 말했다: <좋소, 젊은이,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 하

느님은 복되시도다. 만약 자네가 말한 대로 불가능하다면 자네에게 간구하
니 마지막 자애를 베풀게나. 내 쇠한 몸을 거적으로 덮어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자 수난동참자 옆에 가까이 데려가 주게나.>

이후 페오도라는 죽음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여 병사를 다시 불러 그에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종이여! 자네는 어머니가 있었는가? 나는 자네가 여자
에게서 태어났음을 아네, 그러기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로 보호받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네: 보다시피 내가 여자라 크나큰 생리적 요구로 인해 구속당
해 내 속옷을 빨아야 할 필요가 있다네. 월경으로 인한 속옷 세탁의 필요성
을 말한 것이다. 자네가 보듯이 내가 포박당해 있고 내 시중을 드는 여종이 
없으니 직접 가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네. 그러니 강에 가서 내 이 속옷을 
좀 빨아주게나. 주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받아들이길 원하시는데 이 몸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머니 대지 깊숙이 눕는 것은 합당하지 않네그려.> 

이렇게 말하곤 그에게 자신의 속옷을 내주었고 그는 앞자락에 감추고는 
가서 강에서 그것을 빨았다. 그는 작은 그 천을 물로 빨면서 자신의 얼굴은 
눈물로 세수했는데 이는 그녀의 예전의 위엄과 현재의 곤궁함, 그리고 얼마
나 그리스도를 위해 인고하고 불경으로 가지 않고 이를 위해 죽어가고 있는
지를 생각하 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그들과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전보



의 양상이 점차 극한으로 치닫다가 마지막에 동화, 완화되면서 적 투쟁에서

의 모로조바의 승리를 암시한다.
이상 ｢생애전｣ 텍스트의 도입부와 말미의 기적 일화를 제외한 본문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열 차례에 걸친 설전의 대결구도를 살폈다. 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첫 대결이 요약적 서사로 소개되어 이후 모든 대결에서

의 반복적 키워드가 소개된다면 이후 전개되는 대결에서는 점차 직접화법으로 

소개되는 대화의 양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갈등이 전개되어 일곱, 여덟 번째 

대결에서 물리적 충돌 및 고문과 함께 절정을 이루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대결

의 강도가 완화되는 기승전결 구도로 나타난다. ｢생애전｣ 화자는 때로 긴 대

화, 때로 짧은 대화로 말의 결투를 소개하는데 긴 대화는 주로 모로조바의 발

화로 소개되어 서사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교화적, 논쟁적 효과를 주며 화자의 

초점화 전략으로 활용되는 반면, 짧은 대화의 빠른 교체는 서사를 가속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처럼 화자의 모로조바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생애전｣ 
전체의 구도와 대화 소개 전략에서 엿보인다. 첫 대결과 마지막 대결이 간략하

게 소개되는 반면, 그 사이의 여덟 차례의 대결은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전개

되는데 갈등의 정점에서는 행위적 투쟁도 동반한다. 화자는 초반부의 냉정함과 

거리 유지에서 서사가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주인공 모로조바의 고통과 수난

에 동감하는 정서를 표출하고 동시에 신앙의 적 반대파 역시 모로조바의 관점

에 동화, 감화되는 정서적 태도 변화를 보인다.
｢생애전｣ 화자는 기존 생애전 장르에 등장하던 전형화되고 양식화된 화자 

대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 신앙의 투철함과 반대자들의 극단적 핍

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르적 관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태도와 전기적 사실 묘사에 치중하는 서사전략을 선보인다. 악마가 시샘

하거나, 악마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느님의 심판이 당도하거나 등의 ｢생애전｣ 
저자의 주관적 관점도 이따금 나타나지만38) ｢생애전｣ 전체는 대화의 직접화법

을 통한 사실의 충실한 기록이라는 표면적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 설득의 효과

다 더 크게 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
러나 그녀는 절대로 그러길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느니 차라
리 천 번이라도 죽기를 원했던 것이다.(생애전)

38) 악마가 시샘하여 폭풍을 일으켜 이 일이 알려졌는데 10명의 병사들 모두가 소동
을 일으켰다(생애전); 총대주교 피트림에게 곧 하느님의 심판이 당도해 그는 무시
무시한 죽음으로 세상을 떴다.(생애전)



를 거둔다. 니콘파와 구교도의 갈등을 묘사하는 장면에서조차 정서적 몰입보다

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생애전｣은 이처럼 흑백의 대결보다

도 두 관점의 충돌을 적당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저자의 가치판단

을 서사 자체의 전개방식과 직접발화 소개 전략을 통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전통적 생애전의 교화적 태도나 전형화되고 양식화된 화자 

대신 ｢생애전｣ 화자는 서사방식과 담화를 통해 가치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서사의 주체로서 개성과 전략을 갖춘 근대적 화자로 해석된다.

아바쿰 ｢애도사｣는 3인칭 관점의 ｢생애전｣과 달리 1인칭 관점의 생애전으

로39) 가까운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인 모로조바, 우루소바, 다닐로바의 세 순

교자들에 대한 아바쿰의 애도와 추모, 찬양이 들어간 글이지만 한 마디로 아

바쿰의 개인적 서사관점과 목표, 전략이 중심이 된 지극히 주관적인 아바쿰 

식 모로조바 생애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모로조바에 대한 글인 동시에 

아바쿰 자신의 자전적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Демкова 1998:205). ｢생애전｣ 저자는 주인공들의 사건이나 행동과 말을 객관

적이고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표출하지만, 
｢애도사｣는 아바쿰 자신의 자전적 생애전에서 그러하듯 등장인물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하고 자신의 담화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적 선택을 한다는 점

에서, 앞서 ｢생애전｣ 저자의 객관적 접근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따라서 두 텍

스트의 비교분석은 화자, 담화목표, 서사전략, 맥락 등의 텍스트 생산에 관여

하는 주요 매개변수가 어떻게 같은 사실을 재료로 다르게 포장, 제시할 수 있

39) 아바쿰의 ｢애도사｣는 일종의 압축된 생애전으로 세 순교성인 여성들에 대한 애가
이자 추모사라 할 수 있다. 본래 исповедник(ца)은 고해신자 혹은 박해받은 성인
으로 사전에는 순교자(мученик, мученица)란 의미는 없지만 필자는 글 전체 내용
으로 보아 순교자라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 다. 이 글은 세 성녀
가 1675년 9~12월 사이 보롭스크 지하 감옥에서 굶어죽은 후 이 소식을 들은 아
바쿰이 1675년 말 ~ 1676년 초(1~2월 전)에 썼을 것이라 추정되는 글이다. 따라
서 ｢생애전｣ 확장본과 집필시기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판본은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하나의 판본만이 전해지는데 본 연구 인용문은 Гудзии(1960)를 원문으
로 필자가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다. 



는지 보일 것이다.
전체 구성에서 ｢애도사｣는 ｢생애전｣과 달리 모로조바의 수녀서원 이전과 이

후의 시간적 프레임이 다르다. 즉, ｢생애전｣에서 미망인이 되기까지의 30년 세

월보다 수녀가 되어 수련정진과 수난 받은 5년, 특히 마지막 4년이 ｢생애전｣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애도사｣에서는 반대로 수녀되기 전의 세월에 

대부분 서사의 비중이 옮겨간다.40) 이는 아마도 아바쿰과 모로조바의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생애전을 구성했기 때문으로 모로조바의 대모 멜라니야의 

비중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아래 참조).
도입부에 있어 ｢생애전｣과 ｢애도사｣는 모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내

용과 사용되는 핵심 어휘, 가령 용맹, 용기, 인내, 수난 등이 거의 반복된다. 
교리적 내용의 서설이 없는 두 텍스트의 도입부는 전통적인 생애전의 도입부

와 대조된다.41) 

(18) Месяца ноемврия во 2 день. Сказание отчасти о доблести и муже-
стве, и изящном свидетельстве, и терпеливодушном страдании новоявлен-
ныя преподобновеликомученицы болярыни Феодосии Прокопиевны, наре-
ченныя во инокинях Феодоры, по тезоименству земныя славы Морозовы, 
и единородныя сестры ея и сострадалницы ея, благоверныя княгини Евдо-
кии, и третия соузницы их Марии. Имать же сия повесть поведание въкрат-
це.(생애전)

11월(정월) 초이틀 날의 일이다. 이는 새로이 밝혀진 성스러운 대 순교자
인 보야르 부인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 수녀가 된 다음에는 페오도라
라 불리고 모로조바라는 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그리고 한 핏줄의 자
매이자 수난 동반자인 예브도키야 공작부인, 그리고 세 번째 동료 수인인 
마리야의 담대함과 용맹, 최고의 증거, 그리고 인고의 수난에 관한 이야기
이다. 이 글은 대략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40) 도입부와 말미의 찬사와 기도를 제외한 본문에서 모두 단어수로 그 비중을 따지
만 전체 단어 수(1800 단어) 가운데 수녀서원 이전이 74%(1326 단어), 이후가 26% 
(474 단어)로 나타난다. 위 각주 (20)과 비교하라. 

41) 아바쿰의 자전적 생애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시여”로부터 시작하여 “저주 사제 
아바쿰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와 함께 살고 또한 죽을 것입니다”까지 
모두 전체 텍스트의 7%(원본의 면수로 계산하여) 가까운 비중이 이 도입부에 속
한다. 중심내용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와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주된 내용으로 고어체 교회슬라브어로 되어 있다. 



(19) Месяца ноября во второй день, сказание отчасти о доблести и му-
жестве, изящном страдании и терпении свидтельство блоговерной княгини 
Феодосии Прокофьевны Морозовы и преподобномученицы, нареченной во 
инокинях схимницы Феодоры, о трех исповедницах слово плачевное.(애도사)

11월 초이틀 날 거룩한 공작부인 페오도시야 프로코피예브나 모로조
바이자 고행수녀명으로는 페오도라라 불리는 성스러운 순교자 담대함과 
용맹, 그리고 최고의 수난, 인내에 관한 이야기, 증거이자 세 순교자에 
관한 애도사 

두 텍스트 모두 ‘сказание’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생애전｣이 ‘по- 
весть’인데 반해, ｢애도사｣는 ‘слово’라고 명명되어 있다는 점이다(위 참조). 서

술양식을 지칭하는 두 개념은 ｢생애전｣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이야기 서사를, 
｢애도사｣는 화자의 연설이나 논설에 치중한 서술방식임을 함의한다. 특히 ｢생

애전｣이 3인칭 관점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역사적 서사에 치중하는데 반해,   
｢애도사｣는 1인칭 관점에서 모로조바 뿐 아니라 아바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

여 서술하기에 때로 진정 이 생애전 주인공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

운 느낌을 준다. 두 텍스트 모두 생애전이라 부를 수 있지만 ｢생애전｣이 극적 

효과를 가미한 서사로 화자의 관점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애도사｣는 

과거보다 현재, 3인칭 주인공보다 1인칭 화자 자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과 담화목표를 갖고 있다.
｢생애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혹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내용이 아바쿰 ｢애

도사｣에 등장하거나 같은 사건이라도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현상이 나타

난다. 그 한 예로 ｢생애전｣에서 그와 모로조바와의 관계에 있어 멜라니야를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는 적 대모로 비중 있게 다루고 아바쿰은 몇 번 지나

가며 언급되는 인물로 먼 곳에 있는 듯한 상징적인 신앙의 대부로 묘사되고 

있다면, 이 ｢애도사｣에서 아바쿰은 자기 자신과 모로조바의 관계를 친 하고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다. 

(20) 페오도시야와 예브도키야는 내게는 적 딸이었고 어릴 적부터 절
제된 삶을 살았고 매일 성가전례와 수도원 규율을 지켰다. 페오도시야는 복
음과 사도들의 원전으로부터 깊은 분별을 길어 올리면서 적독서에 열심
이었다. 그녀는 활기차고 사랑이 넘친 여인이었다.(애도사)

특히 마지막 문장의 모로조바 성격에 대한 묘사, “그녀는 활기차고 사랑이 



넘친 여인이었다.(Бысть же жена веселообразная и любовная.)”는 ｢생애전｣에

는 나타나지 않는 모로조바의 성격묘사 부분으로, 매우 친 한 관계와 근거리 

관찰에 의해서만 소개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생애전｣에 등장하는 모로조바와 시숙인 보리스 모로조프의 적 대화 

부분은 보리스 모로조프 대신 아바쿰 자신이 나타난다. 

(21) 글렙의 형제인 보리스 이바노비치 모로조프는 그의 제수인 이 페오
도시야를 적 사랑으로 지극히 흠모하 다. 그녀가 그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는 몸소 그녀를 다정하게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내 
적인 벗이고 내 혼의 즐거움이여,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들을 장시간 앉
아 적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보리스가 페오도시야를 배웅할 때, <오늘 
난 제수씨의 혼에 유익한 말을 벌집의 꿀보다 더 달콤하게 즐겼다오.>42)

라고 말하곤 했다.(생애전)

(22) 여러 날 그녀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적 구원에 대해 논했다. 그녀
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죄 많은 대사제인 나는 마치 꿀을 먹듯 포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43)(애도사)

｢생애전｣ 저자가 보리스 이바노비치 모로조프와 페오도시야 모로조바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그녀의 성적 감화력이 남다름을 언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보리스의 사회적 향력과 지위를 의식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44)  
｢애도사｣에서는 보리스 모로조프 대신 아바쿰이 모로조바의 성에 감화되는 

42) «Днесь насладихся паче меда и сота словес твоих душеполезных.»
43) От уст бо ее аз, грешный протопоп, яко меда насыщащеся. 
44) 페오도시야는 17세에 이미 첫 부인과 사별한 글렙 모로조프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는데 글렙 모로조프와 그 형인 보리스 모로조프는 당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귀족의 하나 다. 특히 보리스는 어린 황태자 알렉세이의 스승으로 훗날 알
렉세이 황제와도 가까운 관계 으며 매우 향력 있는 고위직을 차지했고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보리스는 특히 마리야 황후의 자매와 결혼했다는 점에서 권
력의 정점에 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모로조바에 대한 적 유대감과 애정은 ｢생
애전｣일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처럼 큰 권력을 가진 보리스에 대한 언급이 모로
조바 남편인 글렙에 대한 서술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보리스의 사회적 
지명도가 주목할 만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생애전｣에는 남편 글렙에 대해서는 거
의 정보가 없지만 그가 본래 아바쿰의 후원자인 구교도 음이 알려져 있다 
(Michels 1999:284). 



인물로 나타난다. ｢애도사｣의 아바쿰 중심적 시각에서 보리스 모로조프 뿐 

아니라 ｢생애전｣에 등장했던 다른 어떤 긍정적 구교도 남성 역시 전혀 나타

나지 않고45) ｢애도사｣에서 모로조바와 적 관계를 맺은 구교도 남성은 아바

쿰 한 사람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순교성인들에 대한 추모만큼이나 ｢애도사｣의 주된 담화 목표는 아바쿰 자신

을 신격화하고 신앙의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글은 회

고적 성격의 솔직한 자기고백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아바쿰의 자전적 생애전

과 마찬가지로 장르 면에서 ‘관습파괴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모로조바의 아들 이반의 죽음에 대한 해석 역시 ｢생애전｣에서는 다소 모호

하게 황제의 책임이 있는 듯한 함의를 갖고 기술된 반면,46) ｢애도사｣에서는 

이 비극적 사건조차 ‘하느님의 섭리’의 결과로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조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생애전｣ 저자가 모로조바에게 관점 이입

되어 있다면, 아바쿰은 모로조바의 아들에 대한 연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같이 다른 평가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47)

(23)(=11) 그는(황제 - 논문저자) 이반 글레보비치를 부하들에게 보호하
도록 명했는데 아이는 너무 큰 슬픔으로 인해 병들고 말았다. 황제는 그
에게 자신의 주치의들을 보내 치료했는데 며칠 후 그를 무덤으로 넘기
는 결과를 초래했다.(생애전)48)

(24) 하느님의 섭리로 곧 페오도시야의 외아들 이반 글레보비치가 절명
했고 모든 지와 가산은 강탈당했다.(애도사)

45) 가령 모로조바에게 멜라니야를 소개한 트리필리이 신부, 모로조바 서원식을 거행
한 도시페이 신부, 감옥에 몰래 와 성체를 하게 해준 욥 르곱스키 신부 등 ｢생
애전｣에 나오는 남성 사제들 역시 ｢애도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46) 위 각주 (36) 참조. 
47) 모로조바의 아들에 대한 연민과 걱정, 모성애는 ｢생애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

지만 ｢애도사｣에 암시되어 나타나 있다. 모로조바의 모성애와 이에 대한 아바쿰의 
반응과 태도는 모로조바, 아바쿰의 편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Демкова 1991, 
졸고 2011).

48) А Ивана Глебовича приказа беречи людем; отрок же от многия печали впаде в 
недуг. И присла к нему лекарей своих, и так его улечиша, яко в малех днех и 
гробу предаша. 



｢생애전｣에서 모로조바의 신앙을 초지일관한 것으로 묘사한 반면 ｢애도사｣
에서는 모로조바가 한 번 신앙을 부인하 고 이 때 닥쳤던 발병과 회개가 소

개된다. 이는 ｢애도사｣에 그려지는 모로조바가 이상화된 성인이 아닌 인간적 

굴곡과 신앙체험을 통한 성화(聖化)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25) 그러고 나서 그녀의 친척이며 적그리스도의 강도인 표도르 르티시체
프가 그녀의 집으로 와서 타이르면서 말하길: <사랑스러운 누이여, 저 황제
를 위로해 세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고 남몰래는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황제가 자네 농노와 지를 되돌려주실 거요.> 그녀는 마음이 혼미
해져 세 손가락으로 성호 그을 것을 약속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페오도시야는 세 손가락 성호를 받아들
인 후 병이 나 사흗날 정도를 정신을 잃고 쇠약해졌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
고 니콘파의 이단성을 저주하면서 진정한 성스러운 성호로 십자가표지를 했
고 그러고 나서 건강해져 다시 처음보다 더 확고하게 주장을 폈다.(애도사)

위에서 보듯, ｢생애전｣에서는 르티시체프의 방문 일화가 소개되지만 상호

간의 긴 논쟁만 있을 뿐 모로조바의 배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면,49) ｢애

도사｣에는 모로조바가 잠시나마 유혹에 넘어갔지만 병들어 쇠약해진 후 회개

하고 다시 구교 신앙으로 돌아온 체험이 소개된다. 이 일화는 그것이 사실이라

고 전제할 때, ｢생애전｣ 저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성녀의 흠결이자 불편한 진실

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아바쿰이 이 일화를 소

개한 것은 한편 성인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과정에서의 인간적 노력과 분투를 

묘사하고자 했음을 시사하고, 또 한편 ‘회개하는 죄인’ 혹은 ‘돌아온 탕자’로서

의 인간적 면모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아바쿰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하

겠다. 아바쿰 자신의 자전적 생애전에서도 스스로의 결함을 그대로 노출하면

서 자아를 드러낸 것과 비슷하게 모로조바의 인간적 실수나 유혹에 넘어감을 

노출시킴으로써 범인과 소통할 수 있는 성인으로 승화시키려는 기제로 해석

할 수 있다. 아바쿰은 자신의 치부 뿐 아니라 타인의 치부조차 교화와 논쟁

적, 소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50) 더욱이 ｢애도사｣ 주

49) 위 인용문 (3) 참조.
50) 아바쿰 자신의 생애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록과 같은 내용이 종종 

나타나는데 가령 고해하러 온 여성신자에 대해 정욕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을 고백
한 적도 있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구교를 위한 투쟁을 접고 타협하려던 마음
도 고백한다. 아바쿰은 자신의 생애전에서 종종 사람의 죄와 악행을 그 사람이 아



인공이 모로조바와 다른 동료 여성순교자들이지만 또 다른 층위에서 표면적 주

인공 위에 군림하는 아바쿰 자신을 주된 서술대상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감

안하다면 모로조바의 초인성은 결코 강조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애도사｣에 나타난, 그러나 ｢생애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은 다

음과 같다. 

(26) 거룩한 모습의 그녀는 내게 위안의 말을 했고 안에는 소매가 없어 
외부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몰래 털 셔츠51)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겸
허하게 말하길: <신부님, 내가 뭘 입었는지 누가 보는 것이 싫습니다. 보리
스 이바노비치 모로조프의 아내인 내 동서인 안나 일리니치가 눈치 챘답니
다. 신부님, 그래서 나는 그 셔츠를 버리고 이것을 몰래 만들었어요. 죽는 
날까지 입고 있을 수 있도록 강복해 주세요! 주인나리인 내 남편이 죽은 후 
청상과부가 되었으니 내 몸을 단식, 갈증과 다른 고통으로 괴롭히겠습니다. 
신부님, 전 처녀 적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으니 과부의 몸으로 

혼, 불멸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더 합당하지요. 이 세상과 그 광은 지
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한시
적이니까요. 단 한 가지 내게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들 이반 글레보비
치는 고작 14살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 아이를 결혼시키면 난 
그때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조용한 은신처로 숨어들어갈 거예요.> 오 
내 빛이여, 자네가 간구한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구려!(애도사)

위 인용문에는 ｢생애전｣에는 언급되지 않던 모로조바의 백모로 엮어 만든 

셔츠가 언급되고 아들 이반에 대해 걱정하는 평범한 모성애를 지닌 모로조바

가 그려진다. 이는 ｢생애전｣에서 아들의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구교 신앙을 지

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던 모로조바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생애전｣ 저자

가 모로조바의 모성애를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남성적 투사의 모습을 부각시

킨 것과 연관된다.52)

｢생애전｣에 안 나타나는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은 1664년 모스크바 대화재 

당시 아바쿰이 목격한 장면으로 모로조바의 기도 덕분에 집이 화재를 모면한  

일화다. 

니라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저지르는 소행이라 말한다. Робинсон(1967)은 아
바쿰의 자전적 생애전을 설교(проповедь)와 고백(исповедь)의 두 가지로 규정한다. 

51) волосяница로 금욕과 수행을 위한 검약한 의복의 징표로 보인다. 
52) 위 인용문 (3)참조



(27) 성 베드로 축일에 모스크바에는 대화재가 났고 불이 그녀 집 정원으
로 근접했다. 나는 내게 친절했던 고인인 안나 페트로브나 로슬라브스카
야 집에서 지체하고 있었다. 페오도시야의 집으로 도착해 우리 둘은 물러나 
은 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강처럼 흘렀고 
그녀 오장육부 속으로부터의 한숨은 바다의 물거품이 출렁 고 그녀 입에서
부터는 가녀린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말했다: <오호라, 하느님이시어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는 그
녀는 걸인처럼 돌다리에 부딪치면서 울었다. 매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다: 
화염이 그녀의 구슬픈 기도에 창피 당하고 그녀 집에서부터 물러났다. 화염
이 둘러싸 그녀 집 주변을 모두 태웠지만 그녀와 다른 이들의 기도 덕분에 
그녀 집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 광경에 대한 증인이었고 보는 
것이 얘기 듣는 것보다 더 낫다. 그녀 보는 데서 내 기도는 연기처럼, 그녀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화염처럼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애도사)

또한 요아킴 대주교의 신문과정에서 ｢생애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로조바

의 말이 소개된다. 여기서 모로조바는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아버지까

지 거론하면서 구교도 신앙의 정통성을 증거하고 있다. ｢생애전｣에서는 거짓 

핑계로 황제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고 

나오지만 ｢애도사｣에서는 황제 결혼식 사건 부분은 아예 누락되고 황제와의 깊

은 갈등이 이미 황제 결혼식 이전에 시작된 것임을 알린다. 아래 인용문을 위 

인용문 (3)과 비교하라.

(28) 니콘의 폭풍이 포악해지고 나를 다시 모스크바에서부터 메젠, 대양 
끝으로 귀양 보냈을 때 그녀 페오도시야는 신심에 열심으로 정진했고 용맹
스럽게 이단자들과 대적하면서 몰래 내 친구들을 앞서 말한 걸인인 페오도
트 스테파노프의 방으로 오도록 불렀고 니콘의 이단에 대항한 항명서를 쓴 
다음 정당한 공의회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척인 르티시체
프 가(家)에서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녀의 농노들을 강도 같은 계략으
로 자극했으며 그녀에 대해 황제에게 비방했다. 황제는 그녀를 아껴 자신의 
측근인 지금의 총대주교, 요야킴 대주교를 보내 정교로부터 그녀를 타락시
키려 했다. 그녀는 용맹스럽게 말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올바른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어머니를 
경배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성부들의 전승대로 손가락 성호를 그으며 예전 
책을 보존하고 새로 도입한 당신네 것은 모두 버리고 저주합니다. 말하기를 
우리 예전 믿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지만 그것은 하늘의 태양이 빛나고 
있듯 옳고도 진정한 것이지요. 황제 알렉세이께 말씀 드리세요: 왜 당신 아



버지인 황제 미하일은 우리처럼 신앙했을까요? 만약 내가 증오할 만하다면 
아버지의 몸을 무덤에서 파내 그것을 개에게 먹이로 주면서 저주하면서 넘
겨주세요.53) 그렇다 하더라도 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신들은 다시 돌
아가 황제에게 그녀에게서 들은 바를 전했다. 그는 그녀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 것을 명하고 이 천 명의 농노와 함께 가장 좋은 지를 빼앗았다. 농노
들은 관서에서 그녀에 반대해 비방하여 말하길 그녀가 음탕하고 아이들을 
낳았으며 저주받을 아바쿰과 어울려 다닌다고 했다. 그가 그녀를 황제에게 
저항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애도사)

｢애도사｣에서는 자세하게 황제와의 갈등의 전말과 아바쿰과의 추문에 대해 

서술하는데 반해 ｢생애전｣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생애전｣에서 첫 충돌을 무겁게 시작하지 않으려는 ｢생애

전｣ 전체 서사의 구성 전략이거나(위 참조), 모로조바의 이 발화가 지나치게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

른 가능성은 실제 이 발화가 아바쿰의 생각이고 단지 모로조바의 입을 빌어 

표현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도사｣에서는 저자 아바쿰 자신의 내적

발화가 현실에서의 모로조바의 말처럼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애도사｣의 모로조바의 도전적 말이 실제 황제와의 개인적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면 ｢생애전｣에서의 황제의 복수 행위는 더 수긍이 간다. 
즉, 위 일화는 간접적으로 황제에 도전한 행위지만 이는 후일 황제 결혼식에 

불참한 모로조바를 향한 그의 분노가 선행 맥락이 있는 것임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애도사｣에는 또한 아바쿰과 모로조바의 은 한 사생활 

추문 내용을 밝히고 그것이 비방임을 밝히는데 이는 아바쿰이 당시 세간의 소

문을 의식해 이를 해명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역사보다 

현실, 모로조바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 ｢애도사｣는 ｢생애전｣의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기술하

기도 한다. ｢생애전｣ 서사의 절정을 이루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신문과 말

의 결투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되며 모로조바의 입을 빌어 요

약되고 있다. 두 사건은 시간적 프레임으로 보면 연결된 사건들이지만 ｢생애

전｣에서 모로조바와 니콘파와의 갈등과 서사적 긴장의 절정으로 자세하고 비

53) ｢생애전｣과 ｢애도사｣에는 개에게 먹잇감으로 준다는 표현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모두 모로조바 신앙의 굳건함에 대한 가정적 맥락에서 나타난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다. 위 인용문 (28)과 (3)을 비교해 보라. 



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9) 그들이 모스크바에 있었을 때 그 때 그들을 의회실로 데려갔다. 페
오도시야가 내게 말하길: <신부님, 내가 성당에서 이 셔츠(백발로 만든 소
매 없는 셔츠를 말함 ― 논문필자)만을 입고 많은 논쟁 끝에 나는 이 마지
막 말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지요: “당신들 권력자들은 모두 이단이요! 처
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여러분끼리 함께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예브도
키야와 마리아도 여인들 같지 않고 사내같이 무신론 유대인의 이단을 드러
냈다. 그리고 그 셋 모두 신문에 처해졌고 팔이 부러졌다. 마리야는 무자비
하게 등에 곤장을 맞았다. 그들에게 가서는 (니콘에게) 충실한 라리온, 이반
의 아들은 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오? 어떻게 손
가락 성호를 만드는지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은 셋이 꼭 같이 고했다: <성
부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소.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우리 손이 없다 하더라도 원히 기뻐할지니
라. 발이 또한 하느님 왕국에서 기뻐할 것이고 만약 목이 그렇다면 원한 
가시관으로 엮어 장식될 거요, 만약 온 몸이 불이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
는 성삼위일체의 달콤한 빵으로 구워질 것이오.> 그렇게 그들을 내 고향 
보롭스크로 데려와 고문 장소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성녀들이 박해 당했
던 것이다.(애도사)

위 인용문 말미에 나오는 모로조바 및 다른 두 순교성녀의 말은 ｢생애전｣에 

나오지 않는다. ｢생애전｣에서는 극적효과를 살려가며 매우 자세하게 결투에 

가까운 대화가 소개되는 반면(위 참조), ｢애도사｣에서는 모로조바의 말이 간략

하게 기술된다. 또한 ｢생애전｣에서는 세 순교성인의 고문이 따로 이뤄지고 같

이 입을 모아 대적하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 삼위일

체’는 아바쿰이 세 순교성녀에 부여한 찬미의 별칭으로 아바쿰의 서간문에서도 

종종 발견된다.54) 반면 ｢생애전｣에 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지칭했다는 서술이 

없기에 실제 일어난 발화가 아니라 아바쿰의 모로조바를 비롯한 세 순교성인

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아바쿰의 내적 발화일 가능성이 크다. 

54) 아바쿰의 ｢애도사｣의 밑그림 혹은 초고로 볼 수 있는 생애전 성격의 서간문은  
Демкова(1991:124-131)를 참조하라. 1674-75년 정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 추정되
는데 이 편지에서 아바쿰은 모로조바를 유디프, 데보라, 에스피르 등 구약의 유대
인을 구한 여러 웅적 여성들에 비유하고 비잔틴황제 테오도시우스와 비교하는 
등 화려한 찬미가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 편지글이 초고라 한다면 ｢애도사｣는 오
히려 더 절제된 찬미와 비유를 보이고 있다. 



｢애도사｣에는 ｢생애전｣의 막연한 언급과 달리 모로조바의 막대한 부의 규

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생애전｣에는 모로조바의 부는 그녀 대

사를 통해 잠시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 화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서술되지 않

는다.55) ｢애도사｣에서 아바쿰이 구체적으로 그녀 재물을 명시한 것은 그녀의 

희생과 순교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그러했을 것이다. 

(30) 그녀의 집에는 이십만 혹은 이십오만 루블의 지가 있었고 농노 8
천 명과 남종과 여종이 백 명 넘게 있었는데 이는 황후가 가진 수에 근사
했다. [...](애도사)

비슷한 경우로서 ｢생애전｣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발화로 소개된 내용

이 ｢애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그런 후 위대한 페오도라도 불로 데려와졌다. 보로틴스키는 그녀에게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광에서 치욕
으로 왔군! 자네가 누군가? 어떤 혈통인가? 유로지비 키프리얀과 표도르 같
은 이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가르침을 지키면서 황제를 화나게 했지.(생애전)

(32) 또 다른 곤궁한 이들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페오도트 스테파
노비치 및 다른 이들이라네. 그들을 손수 시중들고 곪은 상처를 씻어주고 그
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곤 했지. 그리스도 안의 유로지비들을 위해 자네 집이 
열려있었고 자네 침상에 눕고 그들과 한 솥에서 밥을 먹었다네.(애도사)

아바쿰의 담화목표와 주인공이 다층적임은 종종 ｢애도사｣가 모로조바나 그 

동료 순교성인들에 대한 찬사이자 생애전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자전적 고백록도 된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생애전｣에는 

아바쿰에 대한 언급이 세 차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 ｢애도사｣에서는 모로조바

를 자신에 대한 추종자로서 묘사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소 혼란스럽게 초점을 흐리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33) 그런 다음 다시 나, 대사제 아바쿰을 메젠에서 다시 데려왔다. 나는 

도착해서는 몰래 그녀와 이틀 밤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리를 위해 싸

55) < [...] 황제가 자신의 아시아 말이 끄는 마차로 날 경배한다는 것은 내게 큰 일
이 아니라오! 이 모든 것이 헛되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오. 난 좋은 마차와 말들
을 타고 다니곤 했지요. [...] >(생애전)



울 것이고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서로서로를 배반하지 않을 것에 대해 
지치지 않고 이야기 나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성당에 와서 대주교 파벨 앞
에 섰고 스스로 내 의지대로 고문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 다. 페오도시야
는 나에 대해 간원하여 내 열린 입으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나
는 그녀의 기도로 인해 타오르듯 열렬히 설교하 고 하느님의 적과 우리들
을 반대하는 비방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래저래 하여 그들은 나를 보
롭스크로 파프누티예프 수도원으로 유배 보냈다. 그녀는 내 뒤로 내게 필수
품을 보냈다. 나를 10주 동안 억류한 후 다시 모스크바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녀는 나와 만날 수 없었지만 명령했다: <저는 그들이 당신을 파계시키고 
저주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들의 이단을 드
러내세요, 저 자신도 그 공의회에 가겠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는 그녀
의 기도로 인해 필요한 만큼 외쳐댔다. 그러고 나서 나를 큰 요새 너머의 
우그레샤로 귀양 보냈다. 그녀는 내게 필수품과 책을 보내곤 했다. 다시 나
는 모스크바로 옮겨졌다. 그녀는 마치 테클라가 바오르을 찾아다니듯 이 저
주받을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감옥으로 달려와서는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정진에 힘쓰면서 다른 이들도 같이 데려오곤 했다. 그리
고 난 그들 모두를 감옥에서 고해성사를 주었다. 그녀와 예브도키야, 이바
누쉬카, 안나, 네오닐라, 표도르, 그리고 그들에게 난 성체를 하게 배려했
다. 그녀는 오 주 동안 거의 항상 내 숙소에서 지냈는데 신의 말씀으로 강
건해졌다. 가끔은 예브도키야와 나, 그리고 그녀가 감옥에서 식사했는데 나
를 마치 걸인인 것처럼 위로해 주었다.(애도사)

위 담화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조된 부분의 비유, 즉 자신이 바오르, 모

로조바를 테클라로 빗댄 부분이다.56) 이는 분명 ｢애도사｣ 저자가 주인공이고 

모로조바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적 딸로서 그녀의 순교와 증거행위가 자신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달리 ｢생

애전｣에는 종종 모로조바의 직접화법에 자신의 고문 사슬을 ‘바오르의 사슬’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결국 ｢생애전｣ 저자는 모로조바를 바오르로, ｢애도

사｣ 저자 아바쿰은 그녀를 바오르를 추종하는 테클라에 비유하는 상반된 은유

56) 신약 위경(apocrypha)에 의하면 테클라는 1세기 소아시아의 이코니움 지역의 순교
자로 바오르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교인이 되어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녀는 
바오르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를 추종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자 약혼도 
파기하고 금욕적 삶을 살았으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기도 했다. 특
히 그녀는 스스로에게 세례를 베풀고 바오르처럼 선교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수행
했다. 테클라가 바오르의 향을 받고 그를 추종한 여성이지만 가족이나 약혼자를 
버리고 여성에게 요구된 관습에 역행하여 설교하고 다니면서 사도적 삶을 살았음
은 주목할 만하다(Elliott 1993).



적 프레임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주제와 서술대상, 사실을 재료로 쓰인 두 

텍스트가 화자의 관점과 담화목표에 따라 상반된 내용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57)

(34) 권력자들의 신문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아침 의회서기가 당도했고 
의자에 감겨두었던 사슬을 가져왔는데 족쇄를 발에서 풀은 다음 그들의 목
에 사슬을 감기 시작했다. 성스러운 페오도라는 자신의 얼굴에 성호를 그은 
다음 목사슬에 입 맞춘 후 말했다: <주여 내 목에 바오르의 사슬을 허락하
셨으니 당신께 광 있으소서.>(생애전)

(35) 페오도라는 자신이 무거운 쇠사슬에 포박되고 불편한 의자로 고통 
받음을 보고 기뻐했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슬퍼하여 자신의 스승인 대모 
멜라니야에게 자신의 손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호라, 대모님, 난 수녀
의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어찌 땅에 엎디어 하는 경배를 할 수 있을까
요? 오, 이 죄인이여. 마지막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난 슬퍼 무기력 속에 
지낸답니다. 당신, 내 기쁨이여, 땅에 엎디어 하는 경배 대신 내게 그리스도
를 위해 바오르의 사슬을 지닐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원한다
면 내 수도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버터와 우유, 치즈, 계란을 삼갈 수 있도
록 축복해주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의 날이 낚아채지 않도록 
해주오. 내가 단식성유만 먹도록 명령해 주세요.>(생애전)

(36) 수도승은 그녀에게 그가 명령 받은 대로 그녀를 조금이라도 복종시
키려고 그녀에게 훈계하도록 된 내용을 말했다. 성덕의 금강석인 성녀는 그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들어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용맹이 말했다 
< [...] 이 쇳덩이를 달고 매우 기뻐하면서 바오르의 사슬을 기억하면서 이 
사슬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은 지도 벌써 4년이고 더욱이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의 여동생이자 함께 있던 수인이요 수난의 동참자를 주
님께 떠나보내고 곧 나도 하느님이 날 도우신다면 매우 기뻐하면서 그곳으
로 떠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더 말할 나위 없지요. [...] >(생애전)

이상 위에서 비교분석한 두 텍스트는 피상적으로 같은 서술대상, 주제, 맥

락, 집필시점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정보의 노출과 은폐, 비유, 서사방식, 
서사전략 등을 갖는다. 이는 무엇보다 두 화자의 서로 다른 담화목표와 관점

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애전｣과 달리 ｢애도사｣ 저자 아바쿰은 모로조바 뿐 

57) 아바쿰과 모로조바의 은유적 프레임 차이를 비롯하여 ｢생애전｣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적 발화 특성에 관해 졸고(2011)를 참조하라. 



아니라 그녀의 적스승인 자신을 초점화 하려는 전략으로 이 생애전에 자신

에 대한 자서전을 투 하고 있다. 다만 ｢애도사｣ 말미에 관례적 기도와 찬양, 
추모와 애도는 이 텍스트를 모로조바의 순교와 성덕을 기리는 생애전으로 회

귀시키지만 이 텍스트는 종종 명시적 주인공인 모로조바에 집중하기보다 아바

쿰 자신의 1인칭 관점으로 전개되는 논쟁과 투쟁 한가운데 모로조바를 끌어들

이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주인공 및 서사자로서의 1인칭 화자와 복수의 서사 

층위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서사자로서의 아바쿰과 주인

공으로서의 아바쿰이 분리와 합치를 반복하고, 과거와 현재, 그곳과 이곳에 대

한 관심이 끊임없이 교차함으로써 생애전 장르의 비정형성과 복합성의 극한적 

양상을 보인다.

이상 위에서 구교도 성녀 페오도시야 모로조바에 관해 17세기 비슷한 시기

에 쓰인 서로 다른 두 구교도 저자의 생애전, 즉 익명의 ｢생애전｣과 아바쿰

의 ｢애도사｣를 비교분석하면서 두 화자의 서로 다른 담화전략과 목표, 관점

과 서술양식 등이 어떻게 서사와 담화 전반의 차이를 구성하는지를 살폈다. 
이 시기 생애전 장르는 이미 이전 시기부터 장르적 정체성이 모호하여 형식보

다 내용에 의존하고 이질적 요소의 개입이 허용되었기에 가장 전통적 고대문

학장르이면서도 사회문화적 격변기에 화자의 개성과 주관적 관점이 개입할 여

지가 있었다.
｢생애전｣ 화자는 서사대상과 거리두기를 통해 직접적 개입이나 서정적 일

탈, 논쟁적 일탈 등을 피하지만 서사 자체의 구성과 전개를 통해 자신의 관점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적, 문학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화자(저자) 유

형의 출현이라 하겠다. 십여 차례에 걸친 모로조바-반대파(니콘파)와의 충돌은 

그 전개에 있어 완결되고 통일된 서사구조를 보이는데 기승전결 구도를 통해 

후반부로 갈수록 갈등이 격화되다가 말미에서 주인공의 적 승리를 함의한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대화의 길이와 발언권 교체의 속도로 서사와 

완급과 갈등의 강도를 나타내며 모로조바의 발화를 초점화하여 화자의 정서

적 동감의 태도를 표지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화자의 정서적 동



화와 관점이입이 표출되고 반대파의 모로조바에 대한 공감과 감화가 드러난

다. 무엇보다 직접화법 대화와 서사가 조화롭게 혼합하여 객관적 전기나 역

사기술과 같은 사실성을 획득한 것은 독자에게는 역설적으로 강한 설득의 수

사적 효과를 가져 온다.
｢생애전｣의 3인칭 화자의 침착한 거리두기 및 시간적 구성에 따른 서사와 

정서의 계산된 조율과 달리, ｢애도사｣는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아바쿰의 1인

칭 고백적인 자서전 속에 모로조바를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생애전을 변형시

킨다. 이 생애전에는 ｢생애전｣에 고의적으로 누락된 일화가 소개되고 같은 

일화라도 다르게 편집되거나 강조점이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단지 모로조바나 그 동료 순교성인들이 아니라 화자인 아바쿰이 자신의 수난

과 투쟁 여정으로 생애전의 초점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다층적 구조를 보인

다. 모로조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형적 시간 순에 따른 서사의 전개와 

직접화법 제시의 초점화 전략으로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지표하는 ｢생애전｣
과 달리, ｢애도사｣는 병렬적으로 다층의 화자, 서사구조가 전개되어 화자는 

복수의 역할, 즉 때로 발화사건의 주인공으로, 때로 서술사건의 주인공으로 

두 역할이 역동적으로 상호침투한다. 
｢생애전｣이 서사성과 역사성에, ｢애도사｣는 강한 논쟁성과 교화성에 중점을 

두어 두 텍스트는 서로 매우 다르면서 상호보완적인 면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텍스트 모두 전통적, 관습적 화자가 아니라 자신의 담화목표, 담

화전략을 갖고 주체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개성 있는 화자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17세기 전근대(pre-modern) 모스크바에서 가장 보

수적인 문학 장르인 생애전 안에서 서로 같은 맥락과 질료를 갖고 서로 대조

적 방식과 전략으로 상당히 다른 두 텍스트를 구성한 두 명의 구교도 화자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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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and Narrative of the Seventeenth-Century Russian 
Old Believer Life «Tale of Bojarynja Morozovoj» 

– In Comparison with «Lament for Three Women Martyrs» by Avvakum –

The study explores discourse and narrative structures and strategies of the 
Old Believer Life «Tale of Bojarynja Morozovoj (hereafter "Life")» by an 
anonymous writer and «Lament for Three Martyr Women (hereafter  "Lament")» 
by Archpriest Avvakum. Both texts are almost contemporaneous, written about 
the same protagonist, Old Believer Saint Feodosija Morozova, and share the 
same socio-cultural, religious contexts. Two comparable texts, however, are 
strikingly different in narrator perspectives, discourse strategies, agendas and 
purposes. Thus the same factual events are packaged very different. The 
author of Life portrays Morozova's life according to his own subjective time 
frame: the last 4 years of her passion for the Old Belief are highlighted, 
while the rest years of her previous life are presented as sketchy and 
insignificant. The narrative skeleton consists of 10 episodes of Morozova's 
verbal confrontations against the Nikonian priests, which develop, culminate, and 
calm down as time advances: the first and final struggles are less intense, 
whereas the seventh and eighth are the most intense and climactic, and 
accompany physical struggles. The overall emotive stance of the narrator gets 
increasingly sympathetic with the protagonists toward the end of the narrative. 
The exchange of direct quotations is another locus of authorial narrative strategy 
showing his subjective stance. Morozova's utterances are longer, as compared 
with the antagonists'. The fast shifts of turns between two opposing parties 
speed up the narrative and increase the tension of conflicts, whereas focusing 
on Morozova's long quotations slows down the narrative speed. The narrator 
of Life appears to be distanced and detached from narrated ev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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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and yet his emotive and evaluative stance can be inferred from the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on deep level. Authorial empathy with 
Morozova is conveyed not through conventional, stylized authorial interventions, 
but through a seemingly objective biography with authorial predilection for the 
protagonists deeply embedded in the narrative structure.

Avvakum's Lament, in contrast, is not so much a biographical narrative 
developing on temporal plane, as an expository discourse and the main protagonist 
is not only Morozova, the apparent hero, but also Avvakum himself. Thus, his 
selection, presentation, and foregrounding of Morozova's life stories reflect his 
own narrative agendas: Avvakum is more interested in 'here, now, the first 
person' than in 'then, there, the third person'. Avvakum's version of Morozova's 
life focuses on the years of her life before becoming a nun, and on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her. Further, unlike Life, polemic and eulogistic 
(panegyrical) agendas override narrative or documentary agendas. By manipulating 
the discourse and rhetoric, he downplays Morozova's independence and emphasizes  
her auxiliary role. Both texts are far from being canonical lives, and assert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 narrative mode, strategies and goal in discourse 
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