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피파니 생애전에 나타난 체현과 환유적 자아 인식
- 아바쿰 생애전과의 비교를 통해 -

송 은 지*

**

17세기 러시아 구교도인 대사제 아바쿰(протопоп Аввакум)의 자전적 생애

전(житие)이 고대 러시아문학사에서 최고의 예술성을 지닌 작품의 하나라

는 찬사를 받아왔음과 달리1) 나란히 인접하여 집필된 솔로프키 수도원2)의 

수도승 에피파니(Соловецкий инок Епифаний)3)의 자전적 생애전은 상대적으

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종교분열(Schism, Раскол)의 핵심인물이었던 이 

두 구교도는 푸스토제르스크(Пустоозерск) 지하감옥의 유형생활에서 대화와 

상호 독려, 부분적 공동집필 등 서로의 생애전 창작 과정에 깊숙이 연루된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 러시아어학을 화자, 맥락, 의미와 유리되지 않은 인문학의 한 분야로 가르치셨고 

올곧은 학자와 스승의 역할을 일깨워 주신 이인  선생님께 명예퇴임을 기념하여 
이 논문을 바칩니다.

1) 이 생애전에 대한 여러 작가 및 연구자들의 높은 평가와 관련하여 Zenkovsky(1956), 
Робинсон(1963) 등을 참조하라.

2) 이 수도원의 구교운동 및 반정부세력과의 연관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Zenkovsky 
(1962)와 이인 (1991) 1장을 참조하라.

3) 에피파니(?1615~1682)의 일생에 대해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한 Zenkovsky(1962), 
Зарецкий(2002)에 의하면 그는 1615~1620년 사이 출생한 농민 출신으로 1638년경 
대도시(모스크바일 가능성이 있음)로 가 7년 거주한 후 1645년 백해의 섬에 위치
한 솔로프키 수도원에서 수도승 생활을 시작했다. 1657년 니콘의 정교 의례 개혁
에 반대하여 수나(Суна)강으로 가 광야의 사막에서 거주했고 1665~1666년 사이 
그의 생애전의 초고의 역할을 한 습작노트를 남겼으며(아래 참조), 1667년 모스크
바에서 구교도 저항운동의 죄목으로 혀가 잘린 후, 1670년 푸스토제르스크 지하감
옥 투옥 후 다시 혀와 손가락이 잘렸다. 1675~1676년 더 완전한 버전의 생애전을 
집필했고 1682년 화형당했다.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바쿰의 언어와 문체, 그 개성의 현란함에 가려 에피

파니라는 인물과 그의 생애전 담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따라서 

두 텍스트의 담화적 차원의 총체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적으

로 에피파니 생애전에 대한 독립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

지 못했기 때문이다.4)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개인성(individuality), 자아성(selfhood), 정체성(identity), 

주관성(subjectivity), 독자성(autonomy)5)의 발현이란 측면에서 에피파니 생애

전을 조명하고자 한다.6) 이 같은 측면에서 에피파니 생애전은 아바쿰 생애전 

못지않은 문화사적, 문학사적 의의를 가짐을 보이고자 하며, 나아가 두 텍스

트가 상호유기적으로 하나의 메타텍스트를 형성함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아바쿰, 에피파니 생애전에 육화 혹은 체현(embodiment)을 통한 자아

인식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이들 생애전의 근대성을 주장할 것이고 아울러 

체현에 나타나는 아바쿰의 은유(metaphor)와 에피파니의 환유(metonymy)가 

상호보완적으로 자아인식과 자아분석의 두 주요 인지적 틀로 활용됨을 보이

려 한다. 
17세기는 흔히 러시아문화사에서 세속화와 서구화가 가속화되고 전통과 

근대가 만나 매우 복합적이며 자기모순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시기로 평가된

4) 연구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Zenkovsky(1962)는 에피파니 생애전의 예외적 독창성
을 인정하 다. 더욱이 최근의 Зарецкий(2002)는 에피파니 생애전을 자서전적 측
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적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깊다. 그는 두 구교도 생
애전에 대해 “телесность”라는 개념을 적용했는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체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주목하여 서유럽의 자서전이나 자화상을 분석한 연
구는 이미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awday 1997 등). Робинсон(1963)을 비롯
한 많은 학자들은 아바쿰의 독창성에 비해 에피파니 생애전이 상투적이고 전통적
이며 전형적인 생애전에 가깝다고 주장하나 필자는 이 텍스트의 자기분석에 있어 
근대적 자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주목하고자 한다. 

5) 이들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그 섬세한 차이는 
무시될 것이고 동의어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6) 17세기 개인성(личность)의 출현에 대해, 그리고 아바쿰 생애전에 나타나는 이같은 
특성에 대해 Лихачев(1958), Живов(1996) 등을 참조하라. 특히 Живов(1996)는 아
바쿰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황제에게 보낸 5번째 탄원서에 나타난 꿈 이야기
에 주목하는데, Живов는 여기에는 개인이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유의지와 
선택을 갖고 타고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하면서 개인성의 의미심장한 발현
의 예로 간주한다. 



다. 이는 결국 종교분열이라는 문화적 충돌 상황을 야기했고 구교도와 같이 

주류집단에 의해 핍박받고 소외된 전통수구파에게 개인의 정체성 탐구의 기

회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7) 이 시기 개인의 자아성찰과 발견

이 본격적으로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통해 나타나는데 비록 생애전이란 전근

대의(pre-modern) 전통적 장르와 결합되기는 했지만 내용면에서 근대적 의미

의 개인성 가치에 대한 자각을 알리는, 본격적인 자서전 전통의 시작을 신호

한다고 하겠다. 아바쿰과 에피파니는 자신들의 구교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구교신앙의 순교자로서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외부세계를 상대로 

논쟁과 교화, 설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애전을 집필하 다. 이 두 생애전

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종교적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이긴 하지만 이전 시기

에는 선례가 없었던 솔직한 자기고백과 자아성찰, 정체성의 고민이 드러난다

는 점이다. 이같은 자서전적 자아발견 과정은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 보이는 

자서전 전통 및 그 발전 양상과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서유럽 

중심의 자서전이나 개인의 정체성 연구를 확장, 보완할 수 있는 러시아적 사

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

뤄졌던 에피파니의 자전적 생애전이 자아인식과 자아분석의 인지적 틀로서 

자기 몸에 대한 성찰을 보이고 이는 개인성의 발견과 체현의 상관성을 함의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바쿰 생애전 역시 몸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낯선 

세상 및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자기 정체성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생애전 모두에서 몸이 자아인식과 분석에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된다. 
아바쿰이 마치 민담의 주인공 혹은 성서의 인물처럼 인생 여정이 성화(聖

化)의 과정이라는 은유적 개념화를 활용하여 내적 자아를 제시한다면, 에피파

니는 신체일부에 대한 주관적, 감각적 체험과 정서의 섬세한 범주화와 같은 

환유적 개념화를 통한 자아인식과 성찰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환

유적 개념화 방식은 자아인식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대비되면서 아바쿰의 외향

성과 에피파니의 내향성, 혹은 아바쿰의 원심성과 에피파니의 구심성, 혹은 

아바쿰의 현실성과 에피파니의 잠재성을 함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저

자가 자아인식 및 삶을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체현성을 자아인식에 활용하

고 그 인식기제로 은유와 환유를 주된 개념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주

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두 텍스트가 하나의 메타텍스트를 형성할 가능성을 

7) 종교분열에 대해서는 이인 (1991)의 1장, Michels(1999), 졸고(2011b)를 참조하라. 



시사할 것이다. 비록 문체나 담화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성과 자아

성 발견이란 측면에서 아바쿰 생애전은 에피파니 생애전에 의해 비로소 완결

된 총체적인 텍스트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로써 17세기 러시아 종교분열이

라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촉발되었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고

민은 개성있는 두 자전적 생애전 저자들에 의해 ‘대화성’8)을 갖고 담화적으로  

표상된다.9) 

4~5세기 전환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서전(397-401)에서 시작하여 16
세기 몽테뉴, 18세기 루소의 자서전 등 서유럽 중심의 자서전 전통은 성적 

고백록의 형식에서 세속화를 거쳐 근대적 자아성 발견의 글쓰기로 진화해왔

다. 자서전은 태생적으로 장르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혼종적 장르로 나

타나기에 이 자서전 장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서전은 픽

션과 논픽션, 문학적 창작과 충실한 사실기록 사이에 위치하면서 자신의 내

면세계,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을 능동적이고 책임

지는 주체로 인식하는 자아와 자의식의 출현이자 발견을 알린다는 점에서 서

유럽 역사에서 새로운 문화적, 문명적, 정신적 혁명에 가까운 사건이라 할 

만하다.10) 
‘자신(auto)’에 대한 ‘삶(bio)’을 ‘기록(graphy)’했다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 

이 장르는 무표적인 경우 실제 한 인간이 자신이 겪은 개인적 삶과 개인의 

8) Bakhtin(1981, 1984)적인 의미에서의 대화성을 말한다. 
9) 아바쿰과 에피파니는 1670년 표도르, 라자르와 함께 푸스토제르스크 감옥에 투옥

되었고 이 두 구교도의 생애전이 나란히 수록된 원전은 Дружинин의 푸스토제르
스크 선집(Пустозерский сборник)에는 나오는 아바쿰 생애전 A판본과 에피파니 
생애전 1부이고 아바쿰 생애전 V판본과 에피파니 생애전 1, 2부는 Заволок의 푸
스토제르스크 선집에 들어있다. 이상의 아바쿰과 에피파니 생애전의 출전에 대한 
자세한 서지학적 고찰은 이인 (1991) 4장을 참조하라. 본 연구의 텍스트로는 Ро-
бинсон(1963)이 아바쿰 생애전 A판본과 에피파니 생애전 1, 2부를 함께 묶어 편
집, 주해, 해설과 함께 출간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10) 자서전의 정의와 장르적 특성 등에 관해서는 Pascal(1960), 르죈(1975), Olney(1980), 
Gusdorf(1980), Starobinski(1980) 등을 참조하라. 



인성(人性)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 과거 회고조의 이야기 형식의 

산문이라고 할 수 있다(르죈 1975).11) 자서전의 구성적 요소 가운데 핵심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적 체험의 증거자로서 텍스트로 변형시킨다는 점으

로 자신의 체험의 질료가 텍스트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삶의 

객관적, 사실적 기록이란 측면이 아니라 현재 일인칭 화자의 관점과 의도와 

평가에 의해 일관된 구성을 갖고 기억의 재구(reconstruction)가 이뤄진다는 점

에서 이 장르의 양면성과 경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회

고하면서 결과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자서전과 비슷한 

전기, 일기, 회고록, 편지, 사생할을 담은 소설, 에세이 등의 인접 장르와 달

리12) 쓰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자신보다 그 주체로서의 자신이 삶에 총체적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서전 장르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나’, 사건,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나’가 어떻게 과거의 

체험을 해석하여 다시 쓰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기만과 환각(illusion)
이 나타나며 사실의 교묘한 회피(elusiveness)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가 주목하

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쓰는 주체의 의식, 특히 자신을 어떻게 해체하여 

재구하느냐의 문제다. 필자는 특히 자신의 성화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아

바쿰, 에피파니의 자전적 생애전에서 화자의 자기 정체성과 개인성의 분석, 
탐구가 드러나고 이 내면적 진실이 인지적 개념화 장치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록된 과거의 삶이나 사건이 실재의 진실이냐의 문제

는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고 역사적 고증의 역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쓰는 자아의 현존, 즉 자전적 담화의 생산자로서의 자아는 결코 착각일 수 

없는 실존적 진실을 담보한다.
서구의 자서전 전통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자서전 전통은 개인에 대한 자

아인식이나 규정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한 다른 목적에 봉사하려는 의도

가 더 두드러졌다. 고대 러시아문학사에서 11세기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유

훈(Поучение Владимира Мономаха)을 비롯하여 13세기 유배자 다니일(Даниил 

11) 문학으로서의 자서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화자, 주인공이 동일해야 한다
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르죈 1975).

12) 르죈(1975)에 의하면 전기는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조건에서, 회고록은 개인의 
삶이나 인성의 역사라는 자서전의 주제적 특성이란 조건에서, 일기는 과거회상형
이란 조건에서, 사소설은 저자와 화자의 동일성이란 조건에서, 에세이는 언어적 형
태, 즉 산문으로 된 이야기란 조건과 과거회상형이란 조건에서 자서전과 다르다. 



заточник)의 탄원서(моление), 15세기 아파나시 니키틴(Афанасий Никитин)
의 ｢세 바다 건너의 여행(Хождение за три моря)｣, 16세기 이반4세와 안드

레이 쿠릅스키(Андрей Курбский)의 편지교환 등은 교화나 논쟁적 목적, 여

행기와 같은 실용적 목적에 비중이 주어졌지만 이들의 존재는 17세기 자서

전의 출현이 준비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13) 16세기 서구의 자서전 전통의 

진정한 발현기에 즈음하여 러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자서전 장르에 근접한 자

신의 내면적 삶의 기록과 고백이 출현했음은 세계적 문학사, 문화사의 일관

된 흐름의 한 예증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생애전 역시 순수

한 자서전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편향성과 텍스트의 교화성 등 목적적 실용성

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생애전이란 고도의 목적적 장르와 결합했

을 때에는 자신을 성자(saint)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하기에 솔직한 

자기분석과 자기고백은 한계를 지닌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두 생애

전을 진정한 의미의 자서전의 시작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비록 

정교적 세계관, 인간관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과거 삶의 주인

공인 자신과 자신이 체험한 주요 사건을 자신의 정체성, 자아성에 관심을 갖

고 재구성하거나 변형시켜 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15)

두 텍스트는 니콘파와의 교리 및 의례 투쟁에서 극한의 대치와 처형이 임

박한 한계상황에서 작성되었다. 당장의 가시적 적과의 투쟁 및 동지들과의 

연대가 당면한 과제 고 이를 위해 오랜 세월 준비했기에 두 생애전은 일차

적으로 투쟁과 구교 신앙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구교 신앙을 위한 순교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실천적 

당위 을 것이다. 이런 집필맥락의 특수성과 더불어 외부와 단절된 상황, 절

박한 투쟁의 극단적 피폐함, 지하감옥의 열악한 환경과 같은 상황맥락은 두 

13) 고대 러시아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타 자전적 요소의 문학 텍스트에 대
한 소개는 Zenkovsky(1956), Зарецкий(2002) 등을 참조하라. 

14) 생애전 역시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혼종성과 비정형성을 보이는 장르로서 형태나 
문체보다 서술되는 주제에 의해 정의되고(Cunningham 1985, Olsen 1980) 논쟁적, 
교화적 의도가 두드러지며 러시아의 생애전은 설교나 연대기와 변별성이 적어 그 
장르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졸고2011a). 

15) 아바쿰과 에피파니 생애전을 진정한 자서전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
의 여지가 많은 문제로 이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 소개는 Зарецкий(2002)를 참
조하라. 필자는 두 생애전을 종교적 자서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되는 견해로는 이인 (1991) 7장을 참조하라. 



구교도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절망의 감정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활을 건 투

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도 필요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내면적 갈등과 모순, 자기극복이 나타날 수 있었다. 정교의 중심세력에

서 일탈한 상황, 고립되어 투쟁하면서 핍박받는 상황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고, 행동, 가치 등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 두 생애전에 나타나는 죽음의 공포, 절망과 포기

에 대한 유혹, 신앙적 가치의 혼란과 위기의식, 절대자와의 솔직한 대화, 적대

자에 대한 연민과 감정이입 등은 전통적이고 양식화된 생애전 장르에서는 나

타날 수 없는 개인의 내면적 삶이다. 두 생애전을 자서전 범주에 넣을 수 있

는 것은 개별적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직설적 혹은 비유적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Робинсон(1967)이 설교(проповедь)와 고백(исповедь)의 결합이라 정의한 아

바쿰 생애전과 달리 에피파니 생애전은 특히 자기성찰이 논쟁이나 설교보다 

현저하다는 점에서 아바쿰 생애전보다 자전적 고백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두 

생애전에는 모두 현실의 사건, 인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한 내면적 평가와 분

석, 반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전적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는 누구인

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가 나타나면서 신앙의 투사로서의 

모습보다는 절망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자아의 모습이 솔직하게 제시된다. 아

바쿰 생애전의 경우 작품의 골격을 구성하는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체험의 에

피소드들은 종종 성서구절 인용을 통해 평가된다. 에피소드 시작 전이나 마지

막에 자주 나타나는 성서적 해석과 평가는 신의 뜻에 종속된 인간을 드러낸다

는 점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처럼 온전한 의미의 자아나 개성의 발

현과는 거리가 있다. 에피파니 생애전의 경우 성서구절 직접 인용 부분은 거

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두 인물의 학식, 신앙적 배경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6) 그렇다 하더라도 에피파니의 모든 체험은 일관된 종교적 평가로 귀

결된다. 이렇듯 비록 프레임이 생애전 장르의 정신에 귀속되는 전통적인 것이

라 하더라도 아바쿰이나 에피파니 생애전에는 자전적 자아의 불확실성 혹은 

16) 수도승 에피파니는 아바쿰과 비교하여 교육의 정도가 낮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에피파니는 아바쿰과 같은 사목 중심의 교구사제가 아니라 사막이나 광야에서의 
신비주의적 관상( ) 체험가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생애전 언어 역시 
아바쿰 생애전의 언어보다 동질적이지만 아바쿰 생애전 도입부의 현학적인 교회슬
라브어와 비교하면 어휘, 통사구조가 단순하고 반복이 많다.



내면적 회의와 갈등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생애전 장르의 전형과는 큰 

간극을 보인다. 
아바쿰의 경우, 아래 예문 (1)-(5)에서 보듯, 마음의 죄에 대한 고백, 욥과 

같이 죄 없는 자신에 닥친 고통에 대한 신에게의 항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자신이 때로 바리사이파로, 심지어 개, 돼지, 배설물 등으로 극단적

인 자기비하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적과의 투쟁에서도 누가 적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에 대한 혼돈과 가치판단의 유보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선악

의 이분적 범주화에 매인 중세적 인간상은 매우 근대적인 인간상으로 대치되

기도 한다. 아바쿰 자신의 자아인식은 타인의 자아에 대한 인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1) 제가 아직 평사제 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죄악을 잉태하고 온갖 자해
와 음란의 죄를 진 한 처녀가 제게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서 앞에 서서는 흐느끼며 이런저런 얘기를 제게 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런데 저야말로 세 번 저주받은 치유자 습니다. 제 자신이 병에 걸리고 
말았으니까요. 제 마음 속에서 방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견딜 수 없이 괴
로웠습니다. 저는 촛불 세 개를 붙여 음송대 위에 올려놓고 오른 손을 불길 
속에 넣은 채 마음속의 사악한 불길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그렇게 서 있었습
니다. 저는 여인을 보내고서 사제복을 접은 다음 잠시 기도드리고 슬픔에 잠
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자정쯤이었지요. 집에 들어오자 저는 주
님의 성상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열성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제 
신도들로부터 떼어놓아 주십사하고 말입니다. 짐은 무거웠고 저는 견디기 힘
들었습니다.(198면앞)17)

2) 저는 몸을 떨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자는 저를 군수품선으로 끌고 가
도록 명령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손발이 묶인 채 돛버팀대 위에 내동댕
이쳐졌습니다. 때는 가을이었고 빗물이 제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지요. 매타작을 당할 때는 기
도 덕분에 아프지도 않았건만 누워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
의 아들이시여, 저는 당신 과부들을 옹호했을 뿐입니다. 누가 당신과 저 사

17) 본 연구의 아바쿰 생애전 인용은 지면의 제한으로 원문을 생략하고 번역은 이인
(1991)을 인용하 는데 이는 국내 유일의 아바쿰 생애전 번역이자 주해서로서 오류 
없는 완벽한 번역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본 연구의 초점이 에피파니 생애전
이기에 그의 생애전 인용일 경우에만 원문과 번역 모두를 제시하 고 번역은 논문
필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에피파니 생애전 예문 번역의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이를 심판해 주시리까? 제가 도둑질을 했을 때조차도 당신께서는 저를 이처
럼 모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
나이다!> 마치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한 양 굴다니! 염병할 놈의 상판대기를 
한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주님에 맞서 심판받고자 한 겁니다! 욥도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이는 정당하고 순수했었지요! 그이는 야만의 나라에서 율
법을 모르고 성서를 깨닫지 못한 채 창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알아보았었으
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죄를 지은 몸이고, 둘째, 율법 안에서 안식을 찾
고 어디에서나 성서에 의해 지탱되는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환난을 통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하거늘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아, 슬픈 일이지
요!(213면앞-213면뒤) 

3) 열 해 동안을 그자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자를 괴롭힌
건지도 모르겠어요. 최후의 심판일에 하느님께서 가려 주시겠지요.(231면앞)

4) 저는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너무나 목이 타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 한 가운데에 와 있었어요. 여덟 베르스타나 되는 호수 으니 물을 구
할 길은 막막했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목타하
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위 틈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주님, 그때나 지금
이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께서 아시는 수단으로 제게 물을 주십시오, 
나의 주 하느님!> 아! 이 비통함! 저는 기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는 누구입니까? 죽은 개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 나! 
(240면앞-240면뒤)

5) 저는 어리석음과 위선으로 둘러싸이고 거짓으로 덮 으며 형제애의 증
오와 자만의 옷을 입고 모든 이를 비난하며 파멸해 갑니다. 제 자신이 무어
나 되는 양 생각하지만 실은 저는 배설물이며 고통이고 저주받은 자요, 한
마디로 똥입니다. 저의 몸과 마음은 온통 악취를 풍깁니다. 저는 개집이나 
돼지우리에서 그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것들도 저의 혼처럼 
지독한 냄새를 피우며 악취를 내니 말입니다. 그런데 개나 돼지야 원래 냄
새나는 것이지만 저는 저의 죄 때문에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죽은 개가 냄새
피우듯 악취를 풍깁니다. 저를 흙으로 묻어버린 그 주교들에게 하느님의 구
원이 있으시기를! 제가 비록 악한 일을 행하며 냄새를 피우나 저는 다른 이
들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야 하지요.(272면앞)

에피파니 생애전의 경우에도 특히 2부에서는 구교신앙을 위한 투사의 모습

이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순교자로서의 모습보다 고문의 고통에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한 혼의 고백이 발견된다. 또한 자신

과의 내면적 대화에는 죄의식과 자책, 하느님을 향한 원망과 절규가 나타난다.



6) Егда нас новыя мучители никонияны взяли ис темниц и за святую 
веру христову пред всем народом пустоозерским отсекоша нам руки и 
отрезаша языки, и с теми горкими и лютыми ранами паки отведоша нас в 
старыя темницы, когождо во свою, – ох, ох, горе, горе дней тех, – аз же, 
грешный, внидох во свою темницу, и возгореся сердце мое во мне и вся 
внутренняя моя огнем великим, аз же падох на землю и бысть весь в поту, 
и начал умирати, и три накона умирал, да не умер, душа моя ис тела 
моего не вышла, Так аз стал тужить, глаголя: <Что будет, смерти нету, а 
лутче сего времени ко исходу души на што? Бог сподобил причаститися 
тела христова и крови, и кровь мою помощию христовою пролил за старую 
веру его святую, и за люди его, и за церкви его святыя; благодарю тя, 
господи, яко сподобил мя еси постардати за вся сия и кровь мою излияти; 
возми же, свет мой истинной Христос, скоро душу мою от тела моего, не 
могу терпети болезней лютых и горких.> И вижу, что нет ми смерти. И аз 
востав со земли и на лавку лег ниц, а руку мою сеченую повесил на 
землю, помышляя в себе сице: <Пускай кровь-та мою выдет из мене вся, 
так я и умру.> И много крови вышло, и в темнице стало мокро, и стражи 
сена на кровь наслали, и пять дней точил кровь ис тела моего, дабы ми от 
того смерть придшла. А точа кровь, вопел много ко господу на высоту 
небесную, глаголя: <Господи, господи, возми душу мою от мене, не могу 
терпети болезней горких, помилуй мене, беднаго и грешнаго раба твоего, 
возии душу мою от тела моего.> И вижу, что не даст ми смерти.(116면뒤- 
117면앞)

새로 온 고문자들이 우리들을 감방에서 데려와 푸스토제르스크의 모든 사
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신앙으로 인해 우리 손을 절단하고 혀
를 잘라내고 그렇게 아프고 잔인한 상해를 입은 채 우리를 다시 예전 각자
의 감방으로 끌고 갔을 때 – 오, 오 그 세월의 고통이여 – 죄 많은 나는 내 
감방으로 갔는데 내 안의 심장이 불타고 내 오장육부가 심한 불로 타오르는 
듯했으며 난 땅에 쓰러져 온통 땀에 젖어 세 번을 죽으려 했지만 죽지 못했
는데 내 혼은 육체에서 나오지 못했다오. 그렇게 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슬퍼하게 되었소: <어찌 될 것인지, 죽음은 오지 않고 지금보다 더하여야 숨
을 거두는 것인지?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기 합당하게 하셨고 
하느님의 거룩한 옛 신앙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위해 내 피
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흘리게 하셨네.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위해 내 
피를 흘리는 것이 합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
이시여, 내 몸에서 혼을 어서 거두소서. 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곤 보니 내게 죽음이 오지 않았소. 난 땅에서 일
어나 침상 아래로 누워 내 잘린 손을 땅으로 내리고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오. <모든 피가 내 몸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난 죽으리라.> 그리고



는 많은 피가 흘러나갔고 감방은 피로 젖어 간수들이 건초를 덮어 깔고 닷
새 동안 피가 내 몸에서 나와 마치 그것으로 죽음이 오는 것 같았소. 피가 
흐르면서 하늘 높은 데를 향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며 울부짖었지요. 
<주님, 주님, 내 혼을 내게서 거두소서. 난 아픈 병을 참을 수 없으니 불
쌍하고 죄 많은 당신의 종인 날 가엽게 여겨 내 혼을 내 몸에서 나가게 
하소서.> 그리곤 보니 하느님은 내게 죽음을 주지 않았다오. 

7) И отведоша нас по темнищам. Аз же, грешный, внидох тогда во 
свою темницу и трою умирал, и пять дней кровь из руки моея точил, 
смерти просил у Христа-бога и не даде ми ся смерть.(120면뒤)

우리를 각자의 감방으로 데려갔지요. 죄 많은 나는 그 때 내 감방으로 
들어와 세 번 죽으려 했는데 닷새 동안 내 손에서 피가 흐르고 난 그리
스도 하느님께 죽음을 갈구했지만 내게 죽음은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8) Некогда бо ми, грешному, в темнице сей, яко во гробе, седщу, прииде 
на мя печаль велика и возмутиша всю внутренную мою, и нача глаголати в 
себе сице: <Что се творится надо мною, бедным? Монастырь оставил, в 
пустыне не жил, а колико ми в пусыне Христос и богородица чюдных 
показа богознамений? И то мя не удержа тамо, пошел к Москве, хотел царя 
отвратити от погибели его, злые ереси никониянския хотел от него отлучить 
и спасти его; а ныне царь пуще и старово погибает, християн зле всяко 
мучит за истинную святую старую христову веру; а я ныне в темнице, яко 
во гробе, сижу, жив землею погребен, всякую нужу терплю темничную, дым 
горкой глотаю, глаза дымом и копотию, и всякою грязию выело. Одна 
темница – то и церковь, то и трапеза, то и задох. А клопы жива хотят сьесть 
и черьвям не хотят оставить. А не ведаю, есть ли то на ползу и спасение 
бедной и грешной души моей, и приятно ли то, и угодно ли то богу-свету 
нашему, сия вся моя стардания, то бы радостию терпел вся сия, о Христе 
Исусе.>(123면앞-124면앞)

언젠가 죄 많은 내가 마치 무덤에 있듯 이 감방에 앉아 있었는데 내게 
큰 슬픔이 밀려와 내 속을 뒤흔들었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불쌍한 내게 이 무슨 일인고? 수도원을 버리고 와 사막에 머물지 않았지만 
내게 그리스도와 성모께서 놀랄만한 하느님의 표징을 사막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가? 내가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모스크바로 가서 황제를 파멸로
부터 되돌리고 니콘파의 악랄한 이단에서 멀리하여 그를 구하려 했는데, 이
제 황제는 예전보다도 더 파멸되고 있고 난 감방에서 마치 무덤처럼 앉아 
살아 땅에 묻혀 감옥의 온갖 곤궁함을 참아내고 쓴 연기를 마시면서 눈은 
연기와 재와 온갖 오물로 덮 다네. 감방 하나가 교회이자 부엌이자 쉼터네. 
빈대들이 날 산 채로 먹으려 하고 벌레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 하네. 난 이



것이, 내 불쌍한 수난이 불쌍하고 죄 많은 혼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 하느님께 마음에 들고 기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견딜 수 있을텐데.>

위 예문들에서 보듯 고통으로 인한 죽음과 신앙 포기에의 충동이나 하느님

과의 내면의 솔직한 대화 등은 전통적 생애전의 성자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

다. 육체적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가식 없이 보여주고 고통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계상황에서 흔들리는 나

약한 인간의 모습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두 생애전 모두 자신의 외적 사건의 서사만큼이나 내면적 고백과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절대자 신이나 자신과 독대하여 좌절, 
포기, 절망, 회의, 의구심 등 인간적 정서를 보인다는 점에서 성화라는 목

적과 결과보다 인성과 신성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 자서전적 자아의 독자성

이 나타난다. 

에피파니 생애전은 그 첫 습작노트로 인정받는 초고 <Соловецкаго монасты- 
ря о старце Епифании, иже подал на собор написав книгу>18)가 현존하므

로 그의 생애전과 비교하면 집필과정이나 관점이나 주관성의 변화된 양상을 

알 수 있다.19) 아래 두 예문(9)와 (10)은 각각 같은 일화를 습작노트와 생애

18) 이 제목은 편집자 아브라미(Аврамий)가 붙인 것인데 그가 에피파니의 습작을 자
신의 책 <Христианоопасный щит веры>에 포함시켰다. 이 습작노트는 Робинсон
(1963)과 같은 학자는 생애전의 첫 판본(redaction)으로 해석하는 반면, 또 다른 학
자들은 생애전의 초고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 습작노트에는 도입부도 없고(의례적 
도입, 가족과 태생적 배경, 유년, 청년시절 등) 종결부도 없어(습작노트는 편집자 
아브라미가 마지막에 덧붙인 Сему же старцу язык отрезали로 끝난다) 미완의 
인상을 준다(Карманова 1999). 필자는 어떤 경우든 습작노트와 생애전 전반부의 
내용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19) 1656-1666년 사이 쓰 을 거라 추정되는 그의 생애전 습작노트는 에피파니가 모
스크바로 입성하여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에게 바친 니콘파 반대 탄원서 
(“книгу”)와 함께 작성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에피파니 생애전 
1부와 비슷한 일화의 내용과 순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작품이라



전이 어떻게 다르게 제시하는지 보여준다. 

9) Возвратих же ся в третий день, и не дошедши, зрю келейцу опалену, 
без верха стоящу, и ужасохся, стах на едином месте и проплаках, сице 
глаголющи: <Не добра ли тя стража избрах, да почто не сохранила еси, о 
Пресвятая, своими честным и святым образом келейцы моей! Се мне ныне, 
грешному, камо ся дети, где прибегнути и молчанию научитися? По препо- 
добному Ефрему: безмолвию бо мати – пустыня, и рыбам живот – вода, 
мнихом же – безмолвие. Где же и от человекъ уединитися и зрети ко 
Единому, по святых отецъ речению?>
И идох в печали ко огорелой келейце и дивихся, како не вся згорела: 

сухое бо летнее время. Внутрь же ее все цело м святый Богоматере образ 
стояще! Соградив же сенечки, сеча лесъ, и седох в молчании, еже душа моя 
вожделе, един уединен, ко единому Богу мыслено зря, и поучаяся во 
псалмехъ и молитвах по силе моей, тако же и ручное дела, да пищу себе 
приобящу.20)(42면앞)

셋째 날 난 돌아와 당도하기도 전에 승방이 지붕 없이 서 불타는 것을 보
고는 난 기겁을 하고 한 곳에 멈춰 서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안 울었다오. 
<당신, 즉 좋은 수호자를 제가 택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왜 당신의 광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승방을 지켜주지 못하셨나요? 오, 무염의 성모여! 이제 
죄 많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의지하여 침묵을 배워야 할지요? 신성
한 예프렘에 따르면 침묵의 어머니는 광야고 물고기의 생명이 물이듯 수도승
의 생명은 침묵이라 했소. 어디서 인간이 성부들의 말한 대로 홀로 떨어져 
유일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는 슬픔 속에 타버린 승방으로 가서 어찌 모든 것이 다 타지 않았
는지 보고 놀랐다오. 건조한 여름 시기 는데 말이오. 안에는 모든 것이 온
전하고 성모마리야상이 서 있었소! 입구를 세우고 수풀더미를 쳐내고 침묵  
속에 앉았는데 혼자 남아 혼이 고양되고 하느님 하나만을 마음으로 바라
보면서 시편과 기도서로 내 힘껏 익혔으며 그렇게 내 수공예일도 하면서 스
스로 벌어먹을 수 있었지요. 

10) И на третей день идох во свою пустыню и узрех издалеча келейцу 

기보다 생애전의 바탕이 되는 습작노트로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논쟁적 목적의 
탄원서의 보충자료라 알려져 있기에 생애전의 담화와 차이를 보인다(Робинсон 
1963, Карманова 1999). 

20) Карманова(1999)의 부록에 나온 습작노트 텍스트를 참조하 다. 습작노트의 집필
배경과 생애전과의 내용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Робинсон(1963), Карманова(1999)
를 참조하라. 



мою, яко главню стоящу. И вострепета во мне сердще мое, и потекоша от 
очей моих слезы на землю, и нападе на мя печаль великая, и не могох с 
того места никамо ж двигнутися от горькия печали, и начах вопити к 
богородице, зря на небо и на келию, яко главню, взирая, сице вопя: <О 
пресвятая госпоже, владычице моя богородице! Почто презрела еси бедное 
мое моление и прощение отринула, и приказу моего не послушала, келейцы 
моея и своей не сохранила, но и образа своего не пощадила? Се ныне мне, 
бедному и грешному, где работати и славу воздати Христу, сыну твоему, 
свету нашему и богу, и тебе-свету? Где мне милости просити у Христа и у 
тебе, и бремя греховное оттрятсати, яже от юности моея накопишася? Где 
быти безмолвию, по преданию святых отец? Где рукоделию быти и от отго 
питатися, по христову словеси и святых отец? Где старца келейнаго 
преданное правило наполняти?> И иная побобная сим. И воздохнув, на небо 
зря, милости прося у Христа и у богородицы, и идох к келье огорелой. А 
около келии приготовлено было на сенишка лесу много, то все пригорело; а 
у кельи кровля по потолок вся съгорела, и около келии – чисто все огнь 
полизал. Аз же, грешный, воздохня от печали, внидох в келию огорелую. О, 
чюдо неизреченное христово и перчистыя богородицы! В келии чисто и бело, 
все убережено, сохранено, огнь во келию не смел внити, а образ на стене 
стоит пречистыя богородицы, яко солнце сияя показа ми ся, и обрати ми ся 
печаль в радость, и воздех руце мои на небо, хвалу и благодарение воздая 
Христу и богородице, и падох пред образом на землю лицем, и помоляся 
поклонами и молитвами, да поможет ми бог паки келейцу построити. И 
помощию христовою и пречистый богородицы, у келии верьх нарубил и 
покрыл, и стены и углы огорелыя с мохом досками обил, и сенечки 
построил, а старец Кирило и петь склал каменную со глиною. И благо- 
датию христовою келия моя совсем стала готова.(291면앞-292면앞)

그리고 셋째 날, 난 광야로 가 멀리서 내 승방이 장작더미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소. 내 심장은 속에서 뛰기 시작했고 내 눈에서는 땅으로 눈물이 
흘렀고 내게 커다란 슬픔이 밀려오고 애달픈 슬픔으로 그 자리에서 어디로
든 움직일 수 없어 하늘을 보고 장작더미 같은 내 승방을 바라보면서 이렇
게 성모께 울부짖었지요. <오, 지극히 거룩한 성모님, 내 주님, 어찌 당신은 
내 불쌍한 기도를 무시하고 간구함을 거부하며 내 명을 듣지 않고 내 승방
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의 성상을 아끼지 않았는지요? 이제 불쌍하고 죄 많
은 나는 어디서 일해야 하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우리 빛. 하느님께 
광을 되돌려야 하는지요? 어디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구하고 내 유년
기부터 쌓여온 죄 많은 짐을 털어낼 수 있는지요? 어디서 성부들의 전승대
로 침묵을 수행해야 하는지요? 어디서 그리스도와 성부의 말씀대로 수공예
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요? 어디서 승방 장로의 전승 규율을 수행해



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이 비슷한 말을 했다오. 그리고 한 숨 쉬고는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와 성모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다 탄 승방으로 갔소. 
승방 주변 현관 위에는 숲이 우거지고 다 타버렸다오. 그리고 승방의 지붕
과 천장이 모두 다 탔으며 승방 주변에는 깨끗하게 불이 핥고 지나갔었소. 
죄 많은 나는 슬픔에 한숨 쉬고 다 탄 승방으로 들었다오. 오, 형언할 수 없
는 그리스도와 무염의 성모님의 기적이라니! 승방은 깨끗하고 밝았고 모든 
것이 보존되었고 지켜졌으며 불이 내 승방에 감히 들어오지 못해 벽 위 무
염의 성모상이 걸려 있는 것이 마치 태양처럼 내게는 빛나 보 다오. 내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난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려 그리스도와 성모께 
찬양과 감사를 되돌려 드리고 성상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디어 하느님이 
내 승방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십사하고 경배와 기도로 간구했다오. 그리
고 그리스도와 무염의 성모 마리야의 도움으로 승방의 꼭대기를 걷어내고 
다시 새로 덮고는 이끼 낀 타버린 벽과 구석방을 판자대기로 붙 으며 현관
을 세우고 끼릴로 장로는 점토로 돌난로를 놓았다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승방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지요. 

같은 내용을 다룬 위의 두 발췌문을 비교하면, 습작노트가 간단, 명료한 

내용요약 중심인데 반해, 생애전은 정서표현이 섬세하고 극적인 심리상태나 

지각, 생각의 과정이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이 감지된다. 비교할 

만한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일화들에서도 이같은 서사와 담화적 차이가 발

견된다는 점에서 습작은 생애전의 바탕이 되었지만 생애전처럼 일관된 관점

을 가진 자서전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인 문체로 자서

전보다는 전형적인 생애전 서사방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습작

은 집필시기상 생애전의 2부 내용, 즉 시기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손과 혀의 

절단 처형과 관련된 기적 일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 논의될 에

피파니 생애전의 자아인식의 개념화는 생애전만의 자서전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에피파니 생애전은 1부와 2부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1부

가 유형화된 악귀 출현과 악귀와의 투쟁, 성모의 도움으로 인한 구마가 주 

내용인 것과 달리 2부는 자기분석, 자아성, 정체성의 내면적 분석과 고민이 

두드러진다. 이 습작노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애전은 서로 다른 

서사적 주안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의 내면

세계, 정서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자기고백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아바쿰은 생애전 집필 당시 에피파니 생애전의 습작노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두 사람 생애전이 동시발생적으로 작성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바쿰은 어느 정도 에피파니의 생

애전에 기록될 주요 사건들(특히 푸스토제르스크 감옥 유배 전까지의 삶에

서) 뿐 아니라 그의 담화나 문체적 특성과 개성에 대해 습작을 통해 주지하

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에피파니 생애전의 집필 초점의 변화는 사전 논

의에서 아바쿰 생애전의 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결

국 이 습작노트와의 대조, 비교는 에피파니 생애전이 아바쿰의 그것과 함께 

자서전적 집필방향을 갖고 통일되게 하나의 메타텍스트로서 사전에 계획되

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21) 
이미 텍스트 상에서 드러나듯, 아바쿰과 에피파니 생애전은 그 태생적 연

관성, 즉 상호 독려에 의해 쓰 고 원고라는 공간에서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선형적 문맥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내용면에서도 사전에 논

의되고 계획된 정황이 발견된다.22) 아바쿰 생애전이 끝나는 지점이 에피파

니 생애전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두 텍스트가 사전에 면대면 구술 대화

를 바탕으로 작성된 점, 텍스트 내에서 서로의 생각을 참고하거나 의견을 

묻고 대답을 적어놓은 점(아래 참조) 등은 두 텍스트를 함께 연구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실상 두 텍스트는 집필, 수정, 제본 및 발송 면에서 일련의 협

동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바쿰은 생애전은 고해신부 에피파니 수도승의 분부로 집필하게 되

었음을 격식을 갖춰 밝히고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원고에서 에피파니의 자필

로 작성되고 있다. 맺음부에서는 수도승 자신의 생애전 집필을 독려하면서 

마무리된다. 

21) 아바쿰과 에피파니의 생애전 집필 관련 사전 논의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생애전들 간의 내용구성이나 담화, 서사구조와 관련하여 두 텍스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필자는 습작노트와 생애전의 집필방향이 다르다
는 점에 착안하여 에피파니의 자아분석의 특징이 아바쿰의 그것과 일관성 있게 그
리고 상호보완적으로 계획되어 하나의 메타텍스트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
이라 해석할 것이다. 

22) 아바쿰과 에피파니의 만남(1667년)에서 죽음(1682년)까지 이어진 돈독한 관계 및 
지하감옥에서의 두 사람의 은밀한 접촉, 감옥 내의 경호와 관련하여 Робинсон 
(1963)의 자세한 해설을 참조하라. 엄중한 감호 속에서도 이들에 동조하는 구교도 
경호인, 백부장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원고 반출 및 에피파니 생애전에 
십자가 제작을 요청하는 백부장의 출현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11) 주사제 아바쿰은 수도승 에피파니님의 분부로 본인의 생애전을 집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주사제의 고해신부되시는 까닭에 하느님의 위
업이 망각에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저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고해신부님의 분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의 광을 
위해 아멘.(188면뒤)

12) 자아, 수도승님, 제 수다는 이제 어지간히 들으셨지요. 주님의 이름으
로 제가 당신께 이르노니 당신께서도 그리스도의 종복님께 써 주십시오. 어
떻게 성모께서 악귀를 손으로 구겨서 당신께 주셨는지, 또 어떻게 개미들이 
당신의 음부를 먹었는지, 어떻게 악귀가 장작에 불을 붙 고 그래서 수도승
님 승방이 타버렸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온전했는
지, 또한 어떻게 수도승님께서 하늘에 대고 소리치셨는지, 그밖에도 그리스
도와 성모의 광을 위해 수도승님께서 기억나시는 어떤 것이라도 써 주십
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으세요. 만약 안 쓰시면 제가 화낼 겁니
다.(284면뒤-285면앞)

에피파니 생애전은 아바쿰 생애전에 연이어 시작하는 부분(1부)에서 아바

쿰을 ты라 직접 호칭하면서 “거룩한 신부여(отче святый)”라고 칭한다(아래 

예문 13). 그의 강복과 명령에 의해 생애전을 집필함을 밝히지만 에피파니 

생애전은 처음부터 아바쿰 외에 아파나시(Афанасий)23)라는 “그리스도의 종

복(раб христов)”의 간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수신자가 텍스트의 진행에 따라 

점차 넓어져 вы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2부의 시작과 끝에도 모두 이 아파나

시라는 “사랑하는 ( 적) 자녀이자 형제”라 칭해진 인물을 언급한다. 하지만 

실제 수신자는 1, 2부의 종결부(아래 예문 14, 16)에서 보듯, 궁극적으로 거

룩한 신부들과 형제들, 생애전을 “읽고 듣고 베껴 쓰는” 모든 이들로 확대되

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라. (13), (14)는 각각 1부 도입부와 종결부, (15), 
(16)은 각각 2부 도입부과 종결부이다.

13) Послушания ради христова и твоего ради повеления и святаго ради 
твоего благослвения, отче святый, и прошения ради рабатово христова, не 
отрекуся сказати вам о Христе Исусе; но не позазърите скудоумию моему 
и простоте моей, понеже грамотки и философии не учился, и не желаю 
сего, и не ищу, но сего ищу, како бы ми Христа милостива сотворити 

23) 아파나시는 감옥으로 이들 생애전 작가들을 방문하기도 한 인물로 감옥에서 이들
의 집필원고를 외부로 밀반출하고 유포시킨 인물이다. 



себе и людем, и богородицу, и святых его. А что скажу вам просто, и 
вы бога ради собой испрвъте со Христом, а мене грешнаго простите и 
благословите, и помолитеся о мне ко Христу и богородице, и святым его. 
Аминь.(285면뒤)

거룩한 신부여, 그리스도에게 복종과 자네 분부와 거룩한 자네 강복과 그
리스도의 종의 간구함으로 인해 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당신들에게 말하
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내 우매함과 무식함을 업신여기지 마소. 
왜냐하면 난 문법과 철학을 배운 적이 없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찾지도 않
소. 대신 어떻게 내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모와 성인들의 
자비를 구할지를 바란다오. 당신들에게 무지하게 말하는 것을 하느님을 위
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치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고 날 위해 그리스도와 성
모님, 그리고 그의 성인들에게 기도해 주시오. 

14) Посем простите мя, отцы святии и братия, в слове и в деле, и в 
помышлении и благословите и помолитеся о мне, гршнем, Христу и бого- 
родице и святым его. А я, грешной, должен о вас молитися о чтущих, и о 
слушающих, и о преписующих сие. Буди на вас благодать христова и 
милость, и пречистой богородицы, и святых его всех, и на домех ваших, 
во веки веком. Аминь. (300면앞)

거룩한 신부들과 형제들이여, 말과 행위 그리고 생각에 있어 날 용서하고 
그리스도와 성모님, 그리고 그의 성인들에게 죄 많은 날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게나. 죄 많은 나는 당신들에 대해, 이 글을 읽고 듣고 옮겨 쓰
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네. 당신들에게 당신들 집에 그리스도, 지고지순
한 성모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인들의 은총이 원무궁토록 있으시
길. 아멘.

15) За слово и з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Исус Христово юзник темничной, 
многогрешный инок Епифаний возлюбленному моему о Христе Исусе чаду 
и брату, посетившему мя некогда в темнице, Афанасию, за милость и лю- 
бовь христову, по плоти родившаго отца твоего, во истину милостиваго и 
боголюбиваго, мир ти и отцу твоему христолюбивому, и всему благо- 
датному дому вашему и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милость, и благодать от бога 
отца и господа Исуса Христа. [...] 
Да послано ти, чадо мое любимое, о Христе Исусе, жития моего часть 

малая. Вото тебе и другая часть жития моего беднаго и грешнаго, и 
стардания моего темничнаго горкаго Христа Исуса ради сладкаго; и ты, 
чадо мое любимое Афанасие, приими его с любовью христовою господа 
ради, и сложи его с прежнею частию жития моего вместо, и зря на него, 
яко на мене, беднаго старца, и прочитай его с любовью господнею, и аще 



что обрящеши на ползу души своей, и ты, чадо, о сем прослави Христа- 
бога, а мене, грешнаго, не забывай во святых своих молитвах, да милостив 
ми будет господь бог. [...]
Ну, чадо, слушай же жития моего грешнаго, да молю тя о Христе Исус: 

не позазри простоте моей, понеже аз граматики и философии от юности 
не учился и не искал сего, и ныне не ищу того, но сего ищу, како бы ми 
Христа Исуса милостива сотворити себе и людем. И что обрящещи просто 
и неисправлено, и ты собой исправь со Христом Исусом, а мене, грешнаго, 
прости и благослови, и помолися о мне Христу-богу и богородице, и 
святым его.(107면앞-108면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감방 수인인 죄 많은 수도
승 에피파니는 언젠가 감방으로 날 찾아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이자 형제인 아파나시에게 그리고 자네의 아버지를 낳은, 진정
으로 자비롭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당신 아버지
와 당신의 은혜로운 온 집에 평화와 축복과 자비와 은총이 있기를. [...]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네에게 내 생애전의 작은 
부분이 보내졌지. 여기 자네에게 불쌍하고 죄 많은 나의 생애전이자 감미로
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 고통스러운 감방의 수난기 후반부가 있다네. 
자네, 내 사랑하는 아들 아파나시여, 그것을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전의 것과 같이 합하여 마치 불쌍한 장로인 나를 보듯 하면서 주님의 사랑
으로 읽고 만약 자네의 혼을 위해 무언가 발견한다면 주 하느님이 내게 
자비롭도록 자네의 거룩한 기도 속에 이 죄인을 잊지 말게나. [...]

자, 아들이여, 죄 많은 나의 생애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네에
게 간구하노니 내 무식함을 멸시하지 말게나. 난 어려서부터 문법과 철학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것을 구하지 않네. 대신 
어떻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할지를 구
한다네. 자네가 무지하거나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예
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스로 고치고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
리스도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의 성인들 안에서 나에 관해 기도해 
주게나.

16) Ну, чадо мое Афанасие и брате мой любимый, за любовь христоу 
сказано тебе житие мое бедное и грешное, да сказана тебе и тайна моя 
рукоделии крестовом; и аще хощеши, и ты твори тако же, да и всем тоже 
говорю рабом господним, любящим Христа Исуса. Тому слава ныне и 
присно, и во веки веком, аминь. 
Да молю вас о Христе Исусе, не позазрите, господа ради, простоте моей, 

чада моя, и отцы, и вси раби христовы, чтущих и слышащии сия вся, но 



простите мя, грешнаго, в слове и в деле, и в помышлении и благословите, 
и молитеся за мя, а вас бог простит в сем веце и в будущем, аминь. [...] 
(132면앞-132면뒤)

자, 내 아들이자 사랑하는 형제 아파나시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자네에게 내 불쌍하고 죄 많은 생애전이 이야기되었네. 자네에게 내 십자가 
수공예의 신비 또한 이야기되었네. 만약 원한다면 자네도 그렇게 행하고 모
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종복들에게도 또한 말한다네. 예
수 그리스도에게 광이 지금과 같이 이제와 항상 원히, 아멘.

내 자녀들이자 형제들, 신부들, 그리스도의 모든 종복들이여, 이 모든 것
을 읽고 듣는 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간구하니 주님을 
위해 내 무지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말과 행위와 생각에서 죄 많은 나를 용
서하고 축복하고 날 위해 기도하면 당신들을 하느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용서하실 걸세. 아멘. 

아바쿰의 경우 집필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 명시적으로는 에피파니로 나타

나지만 에피파니에게 집필동기를 부여한 인물은 아바쿰 하나가 아님을 명시

하고 있고 결국 넓은 독자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단일한 수신

자층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실제 이들 생애전은 당초 푸스토제르스크 감옥 

외부로 유통시키기 위한 목표로 집필되었던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에피파니의 생애전 1, 2부 모두 종결부에서 수신자가 모든 읽는 이들과 듣는 

이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로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두 생애전 모두가 에

피파니 생애전의 종결부에서 보듯 하나의 텍스트로 넓은 독자층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텍스트의 비대칭적 수신자 구조는 두 텍스트를 

하나의 메타텍스트로 보았을 경우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두 생애전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철학, 수사학, 웅변술에 대한 저항과 

그리스도의 지혜에의 지향은 아바쿰 생애전의 후반부, 기적 일화의 시작 전(아
래 예문 17 참조)과 에피파니 생애전 1, 2부 각각의 도입부(위 예문 13과 15 
강조부분 참조)에서 발견된다. 기적일화가 아바쿰 생애전에서 다소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음에 주목한다면, 결국 아바쿰 생애전의 실제 종결부와 에피파니 

생애전의 도입부의 내용이 사전에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7) 그러나 제가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변증법이나 수사학이나 철학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지혜를 제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학문에는 무지해도 지혜에는 그렇지 않다
고 하신 사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267면앞)



단지 각 생애전의 프레임 부분만 상호텍스트성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아바쿰은 생애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수도승 에피파니를 자주 호명하며 일

화들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악귀 일화, 개미 일화, 화재 일화 등을 언급한

다(위 예문 12 참조). 아바쿰 생애전 후반부의 연이은 8개의 구마, 치유 기적 

관련 일화들은24) 생애전의 성자의 사후기적을 대치하는 것이라 여겨졌는데 

만약 두 생애전을 하나의 메타텍스트로 본다면 이 악귀일화들이 두 생애전의 

주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바쿰 생애전 후반부

의 악귀 일화들은 생애전 전체를 통해 성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예증으로 제

시되는 것으로 생애전의 존재이유 가운데 하나지만 동시에 에피파니 생애전 

전반부의 주제인 악귀 일화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아바쿰 생애전에서 마

귀 일화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시간적 선형구조에서 일탈한 아바쿰 

저자의 연상 작용에 의한 즉흥적 선택 혹은 사후생각(afterthought)과 같은 인

상을 주기도 하지만 심층적으로 관찰하면 후행하는 에피파니 생애전 1부와 

주제적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구성적 안배의 치밀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바쿰은 에피파니에게 구술대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 주제를 구체

적으로 언급하는데 에피파니 생애전 습작노트에는 없던 잘린 혀의 치유 기적

을 언급함은 생애전 집필 전 지하감옥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전 집필 논의가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방증한다. 

18) 그 후엔 솔로프키의 은자이시면 고행수도승이신 에피파니님이 불잡혀 
가셨는데 그분 혀도 완전히 잘려졌습니다. 그분 손은 손가락 네 개가 잘려 
나갔구요. 처음엔 좀 코맹맹이 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다가 그분이 지순
하신 성모님께 기원하셨더니 모스크바에서 잘려 나간 혀와 여기서 잘려진 
혀 두 개가 모두 성찬포 위에 나타나더랍니다. 그분은 그중 하나를 입 안에 
집어 넣으셨고 그 뒤론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분 입 
안을 보면 완전한 혀가 있답니다. 주님의 위업은 놀랍고 주님의 의도는 형
언할 길 없습니다.(262면뒤-263면앞)

두 사람의 사전 공동집필 계획을 확증하는 부분은 아바쿰 생애전 중간부분

에 아예 공간을 미리 남겨놓고 에피파니의 용서과 강복을 구한다는 사실이다(아

24) 아바쿰 생애전 167면앞의 ‘용서들 하세요’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284면뒤의 ‘만사
가 순조로울 겁니다’ 부분까지 모두 8개의 악귀 관련 구마나 치유 관련 기적 일화
들일 소개된다. 



래 예문 19 참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아바쿰 생애전 전체에서 이 부분을 선행

하는 지점에서(232면앞) 오랜 공백 끝에 에피파니가 호명된다는 점으로 대략 전

체 지면의 양으로 볼 때 아바쿰 생애전의 중간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 수도승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복님, 제가 그때 거짓말한 것을 용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죄가 큰 것 아닌지요? [...] 여기에 
수도승님을 위해 자리를 좀 비워 놓았습니다. 저와 제 처, 그리고 제 딸을 
위해 용서가 되었건 징벌이 되었건 손수 써 주십시오. 저희는 그 사람을 죽
음으로부터 구해 하느님께 참회시킨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수도승님께서 저희를 심판해 주십시오. 최후의 심판일에 그리스도
께서 이 일로 저희를 심판치 않으시도록 말입니다. 수도승님, 무엇이 됐건 
좀 써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며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당신과 당신의 
처 아나스타시야, 그리고 당신의 딸과 온 집안에 축복을 내리시도다. 당신들
은 훌륭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하 느니라. 아멘.>(232면뒤)

이처럼 도입부를 제외하곤 한동안 언급되지 않던 에피파니가 등장하고 그의 

생애전 중심부에 자신의 견해를 써넣은 점은 아바쿰 생애전에서 에피파니가 단

지 형식적 독려자가 아니라 집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말해준다. 아바쿰

이 미리 여백을 마련하고 집필을 계속하긴 했으나 에피파니의 응답을 미리 예

상했음은 두 사람 사이에 사전의 집필 내용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에피파니 생애전의 경우 아바쿰의 직접적 개입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호칭

으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이 생애전 역시 2부 후반부, 즉 종결지점에 가까워

지면서 아바쿰이 세 차례 간접적으로 등장한다.25)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은 백부장이 부탁한 십자가 제작 관련 일화로서 아바쿰의 강복을 받아오

라고 부탁하는 대목이다. 이 일화는 텍스트 전체에서 종결부 직전에 위치하는

데 결국 에피파니 생애전의 시작이 그러하듯 종결부에 가까워지면서 아바쿰

의 집필 동기 부여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 И посем в третий день прииде к темнице моей сотник той же яве в 
день и принесе ми древо кедровое на кресты, и кляпичек, долотечко 
маленькое – прежних моих снастей крестовых. С приезду до мучения здеся 
аз делал кресты болши двух годов. И как мы пошли к смертному часу на 

25) 예문 (19)이외에도 에피파니 생애전 119면과 120면에 아바쿰이 언급된다.



мучение, тогда аз ту снасть отдал требующим, Христа ради, а он ту снасть 
паки сыскал и принес ко мне; и даде ми снасть и древо, и рече ми 
сотник: <Старец, зделай мне крестов христовых не мало таки, много надобе 
мне вести к Москве и давать боголюбцем>. И аз рек ему; <Уже, рабе 
христов, отошло от мене ныне сие дело, не вижу, а се рука сеченая болна, 
а сие дело великое и святое, и щепетко его делать.> И рече ми паки 
сотник: <Пожалуй-су, пожалуй-су, бога ради, потружайся, не обленися – 
будет тебя столко, Христос тебе поможет.> И аз рек ему: <И ты сходи, 
бога ради, ко Аввакуму, и принеси мне от нег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да и 
помолисля бы о мне, да поможет ми господь кресты делать.> Он же скоро 
тече ко Аввакуму и принесе ми от нег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рече ми сице: 
<Аввакум тебя благословляет кресты делать и молится богу о тебе, да 
поможет ти господь кресты делать.>(127면앞-128면앞)

그 후 셋째 날 감방으로 내게 대낮에 그 같은 백부장이 찾아 와서 십자가 
만들 삼나무와 칼과 작은 끌, 이전의 내 십자가 제작 도구들을 가져왔네. 이
곳으로 와 고문 받기 전까지 난 2년 넘게 십자가를 제작했다오. 그리고 고문 
받는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그 때 난 그리스도를 위해 도구들을 필요
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그는 그 도구들을 다시 찾아내 내게 가져왔
다네. 그리고 그 백부장은 내게 도구, 나무를 주고 <장로님, 내게 많은 그리
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난 모스크바로 가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소.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종이여, 이
미 내게서 이 일이 떠났다오. 난 보지도 못하고 잘린 손은 아픈데 이 일은 
위대하고 거룩하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섬세한 일이라오>라고 말했지. 그리
고는 다시 그 백부장이 <제발, 제발 하느님을 위해 힘써 주시고 게으름 피우
지 마시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도우실겁니다>라고 말했소. 난 다시 그에게 
<하느님을 위해 아바쿰에게 다녀와 내게 그가 날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내
게 십자가 제작을 돕도록 그의 강복을 받아 오게나>라고 말했지. 그는 곧 아
바쿰에게 달려가 그의 강복을 내게 받아왔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네: <아바쿰
이 십자가를 만들도록 당신을 축복하고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만들기를 돕
도록 하느님께 당신에 대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두 텍스트 집필과정에서 아바쿰과 에피파니가 서로 긴밀히 소통했

음은 텍스트상의 형식, 내용면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담화에 

드러나는 두 저자의 개성의 차이는 언급하지만 서로 다른 개성만큼이나 대조

되는 자아인식 방식의 차이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필자는 두 텍스트의 상

호텍스트성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자아 개념화의 서로 다른 두 인지적 장

치와 그 상호보완적 완결성을 주장할 것이다. 



같은 자전적 생애전이란 장르와 양식을 사용하지만 두 생애전은 저자의 각

기 다른 성향만큼 자아인식의 개념화 방식이 대조적이다. 아바쿰의 자아인식

이 은유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에피파니의 자아인식은 환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둘은 인간의 근본적 인지 기제로서 상호보완적으로 두 텍스트

를 하나의 메타텍스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한다. 아바쿰 생애

전을 관통하는 자기분석, 자아탐구는 여정 은유에 의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

이 꿈속에서 항해로, 자신의 운명이 다채로운 배로 현시되는데, 실제 아바쿰

이 배로 유배길에 오른 것을 보면 이 항해의 은유는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모두 지녀 중의적이다.26) 아바쿰 생애전에는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고통은 시베리아, 다우리야 등 낯선 오지로의 험란한 여정이나 ‘방랑(волокита)’ 
(255면앞)으로 은유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비통하게 울다가 저는 누운 채로 정신을 잃

고 말았습니다. 짐은 무거웠고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비통하게 울다가 저는 누운 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도 알 수 없으나 제 가슴 속의 눈은 볼가강에 가 있었습니다. 황
금빛 배 두 척이 멋지게 지나가는데 보니 노도 금빛이요, 돛대도 금빛이요, 
온갖 것이 다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두 배에 각각 키잡이가 
한 명씩 있길래 제가 물었지요. <이게 누구 배요?> 그 사람들 대답인즉, 
<루카와 라브렌티 배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들이 누구인고 하면 
저와 제 집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자신들은 하느님 마음에 흡족하신 죽음을 
맞은 제 고해신도들이랍니다. 조금 있으려니 세 번째 배 한 척이 또 나타나
는데 이 배는 금색이 아니라 적색, 청색, 흑색, 회색으로 울긋불긋 단장되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더
란 말입니다. 한 청년이 찬란한 빛을 내며 뱃고물에 앉아 조정을 하는데 제 
쪽으로 달려오는 기세가 마치 볼가 강에서 나와 저를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
합니다. 제가 소리쳤지요. <누구 배요?> 그랬더니 배에 앉은 이의 대답이, 
<너희 배다! 자 네가 꼭 간청한다면 처자식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율하면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현시가 

26) 실제 아바쿰 생애전의 다음 구절은 배 은유가 중의적임을 시사한다:

그 후 저는 다시 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게 현시된 
그 배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레나를 향했습니다.(210면뒤)



무엇일까? 그 항해는 어찌 될까?>(198면앞-199면앞)

22) 그 후 우리는 네르차 강을 떠나 러시아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주 동안을 맨 빙판을 썰매로 가야 했습니다. 저한테는 다 지쳐빠진 말 
두 필을 주더군요. 아이들하고 짐짝을 실으라고요. 저와 아내는 얼음에 걸려 
다쳐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야만의 땅이었어요. 그곳 원주민들이 사
나워서 우리는 감히 말 옆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부지런히 말 뒤
를 따를 재간도 없었지요. 워낙 곯은 데다 지쳐 있었으니까요. 가련한 주사
제 부인은 터덜거리며 걷다가 자빠지곤 했습니다. 어찌나 미끄럽던지! 한번
은 제 처가 걷다가 넘어졌는데 한 지친 남자가 제 처에 부딪치면 제 처 위
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만 지르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
예요. 그 남자가 <부인 용서하시오!>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주사제 부인이 
<이보시오, 어쩌자고 나를 짓누르시오?>하고 소리치더군요. 제가 다가서니 
가련한 아내는 저한테 투덜대는 거예요. <주사제님, 이 시련이 오래 계속되
어야 하나요?> 제 대답이, <마르코브나, 죽는 순간까지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페트로비치, 자, 또 가십시다>라고요.(222면
뒤-223면뒤)

아바쿰 생애전에 나타난 수난의 정점은 시베리아로의 유배여정과 그를 끊

임없이 괴롭힌 파슈코프 및 적들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꿈 속 항해는 실

제 항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생애전을 관통하는 중심적 은유로서 다채로운 

배를 타고 낯선 곳으로의 항해한 것은 아바쿰의 여러 낯선 이국적 풍광의 유

배지로의 이동과 사람과 환경으로 인한 수난에 대한 은유라 하겠다. 아바쿰은 

인생의 항해길에 오른 여행자로서 마치 기적의 물건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민담의 주인공처럼27) 혹은 이유없이 고통받는 구약성서의 욥처럼(213면뒤), 
혹은 빌라도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처럼(260면뒤, 264면앞) 예수의 수난을 

연상시키는 성자의 길을 걷는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인생=여행’이
라는 은유의 하위범주로서 이 은유는 아바쿰의 유배 여정을 성화의 여정으로 

개념화하는 은유로 작용한다. 

27)　Hunt(1979)는 아바쿰이 자신을 신화적 주인공(mythic hero)이라 규정한다고 주장하
는데 그의 충돌로 가득 찬 여정, 상징적 죽음과 그것을 극복한 부활 등을 그 근거
로 든다. 아바쿰은 민담 주인공으로 집을 떠나 떠돌면서 악당의 시험에 들고 시련
을 받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악당을 물리치거나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승리하는 
것처럼(Propp 1968), 성적 측면에서 고난을 물리치고 내면적 자아정체성 추구나 
성화에 이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바쿰 생애전이 현실의 공간적 이동을 통한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의 접

촉을 통해 자기성화를 나타낸다면, 에피파니는 잠재의식의 꿈과 의식적인 현

실의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기적의 체험은 거의 이 꿈 혹은 잠재의식 상태에서 이뤄지고 꿈에서 깨어났

을 때는 이미 다른 성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꿈이라는 잠

재의식의 세계가 또 다른 자아 세계를 상징한다면 에피파니 생애전의 두 세

계 모두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잠재적 꿈 세계를 중요하게 

다룸은 에피파니 생애전의 환유적 자아인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아바쿰이 

세상을 주유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가졌다 한다면 에피소드는 놀랄 

만큼 단순한 구조로 반복되고 개미, 악귀 등이 등장하며 이들과 육체적 접촉

이나 투쟁, 육체의 치유를 통해 성 체험과 적 도약이 이뤄진다.
에피파니의 환유적 자아인식은 무엇보다 2부의 절단된 신체일부에 대한 치

유 일화들에서 나타나는데 만지고 느끼는 등의 촉각적 접촉은 자아성에 대한 

탐구와 내면적 자기분석을, 신체일부에 대한 관찰과 체험은 자아나 자의식에 

대한 자각과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꿈속 환시나 육체적 접촉, 신체일부의 접

촉이나 관찰 후에는 새로운 적 기적 체험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꿈의 세

계와 육체적 체험은 모두 환유적 개념화에 의한 자아인식으로 제시된다. 특히 

잘려나간 신체일부에 대한 관찰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육체의 관상을 통해 적 신비 체험에 이른다고 하겠다. 

23) И много тосковал, валяяся по земли, и всполс на лавку, и лег на 
спине, а руку сеченую положил на сердце мое, и найде на мя яко сон, и 
слышу – богородица рукама своими болную мою руку осязает, и преста 
рука моя болети и от сердца моего отъиде тоска, и радость на мя найде, 
а пречистая руками своими над моею рукою яко играет, и мнимися, кабы 
богородица к руке моей и персты приложила, и велика радость найде на 
мя тогда, аз же, грешный, хотех рукою моею удержати руку богородичну 
и не мог удержати, уйде бо. Аз же, грешный, яко от сна убудихся, лежу 
по старому; аз же лежа помышяю: <Что се бысть надо мною?> И начах 
осязати левою моею рукою правую мою руку сеченую, ища у ней 
перстов, ано перстов нету, а рука не болит, а сердце радуется, аз же 
грешный, прославих о сем Хрсист-бога, света нашего, и богородицу, 
матерь его истинную, Сие чюда было в седмый день полсле мучения. И 
по мало-малу рука моя исцеле от ран, и делаю ныне всякое рукоделие 



по-прежнему, помощию христовою и пречистые богородицы, в славу 
Христу-богу, аминь.(118면앞-118면뒤)

그리고는 무척 슬퍼했고 침상에 기어올라 등을 대고 눕고는 잘린 손을 
내 가슴에 얹으니 꿈같은 것이 내게 왔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들렸다네 – 
성모님이 두 손으로 아픈 내 손을 만지니 내 손이 아프지 않고 내 가슴에서
부터 슬픔이 떠나가고 내게 기쁨이 왔는데 무염의 성모는 자신의 두 손으로 
내 손 위에 마치 장난치는 듯했고 내게는 성모님이 내 손에 손가락을 얹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게는 큰 기쁨이 찾아왔고 죄 많은 나는 그 때 내 손으
로 성모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성모님이 떠났기에 그럴 수 없었다네. 죄 
많은 나는 꿈에서 깬 듯했고 전처럼 등을 대고 누워 내 손을 가슴에 놓고 
있었는데 손은 수건으로 예전처럼 싸매져 있었지. 난 누워 생각했다네: <이 
무슨 일이 내게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는 난 왼손으로 잘린 오른 손을 만
지면서 손가락을 찾으니 손가락은 없지만 손은 아프지 않고 가슴은 기뻤다
네. 죄 많은 나는 이에 대해 우리의 빛, 그리스도 하느님과 그의 진정한 어
머니이신 성모님께 찬양을 드렸네. 이 기적은 고문 후 이레 째 날이었네. 그
리고 조금씩 내 손이 상처에서 치유되었고 그리스도 하느님의 광이 되도
록 이제는 그리스도와 무염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종류의 수공예일을 
전처럼 한다네. 아멘. 

24) И по трех дней повезоша нас в заточнение в Пустоозерье всех 
черверых вкупе. И в Пустозерье посадиша нас в заточение в темницах. И 
по двух годех приехал к нам от новых мучителей никониян полуголова 
Иван Ялагин со стрельцами, и по три дни нудил нас всяко отврещися свя- 
тыя веры христовы старой и приступити к новой вере Никониянской. И 
мы его не послушали, и он велел по наказу нам языки резати паки, и руку 
сечью И посреди всего народа пустозерскаго поставиша нас, и Лазарю 
священнику ис корения язык отрезаша и руку по запястие отсекоша; потом 
преступиша ко мне, гршному, – палач с ножем и с клещами хощет гортань 
мою отворяти и язык мой резати. Аз же, грешный, тогда воздохнул из 
глубины средца моего умиленно, зря на небо, рекох сице: <Господи, 
помози ми!> О, дивнаго и скораго услышания света нашего, Хритса-бога! 
Найде бо на мя тогда яко сон, и не слыхал, как палачь язык мой вырезал 
толко вмале ощутив, яко во сне, что палачь ми отрезал язык (а на Москве, 
как первой язык мой палачь отрезал, тогда яко лютая змия укусила, и всю 
утробу мою защемило, и до Вологды тогда у мене от тоя болезни кровь 
шла задним проходом). И потом положиша руку мою правую на плаху и 
отсекоша четыре пертса; аз же взем персты мои и положил в зепь. И 
отведоша нас по темницам.(120면앞-120면뒤)

사흘 후 우리를 모두 네 사람을 함께 푸스토제르스크로 데려와 수감했다



네. 푸스토제리예에서 우리를 감방에 투옥했다오. 2년 후 우리에게 새 고문
자들 가운데 니콘파의 반(半)우두머리인 이반 얄라긴이 친위대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는 사흘 후 우리를 거룩한 옛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새 니
콘파의 신앙으로 귀의하도록 강요했다오.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지시에 따라 우리 혀를 다시 자르고 손을 베도록 명했지요. 푸스
토제르스크의 모든 군중 속에서 우리를 세워놓고는 사제 라자리의 혀뿌리부
터 혀를 잘랐고 손을 손목부터 베어냈소. 그리고는 칼을 든 망나니가 집게
를 들고 죄 많은 내게 다가와 내 목구멍을 열어 내 혀를 자르려 했지. 죄 
많은 나는 그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쉬고 감동을 느끼면서 하늘
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오. <주님, 날 도와주소서!> 오, 우리 빛이신 그리
스도 하느님의 놀랍고도 신속한 들어주심이여! 나는 그 때 꿈을 꾼 것처럼 
망나니가 내 혀를 자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꿈속에서처럼 망나니가 내 혀를 
자르는 것을 겨우 약간 느낄 뿐이었네 (모스크바에서 처음 내 혀를 망나니
가 자를 때 그 때는 잔안한 뱀이 무는 것처럼 내 오장육부가 아팠고 볼로그
다까지 그 아픈 상처로 피가 항문으로 흘렀었지). 그러고 나서는 내 오른 손
을 단두대에 놓고 네 손가락을 절단했다오. 난 내 손가락들을 잡아 주머니
에 넣었지. 그리고는 우리를 각자의 감방으로 데려 갔지요.

25) И некогда бо ми возлегшу на одре моем опочинути, и вижу себя на 
некоем поле велике и светле зело, ему же конца несть. И дивлюся красоте 
и величестве поля того и вижу: о левую страну мене на воздухе лежат два 
мои языка – московской и пустоозрской, мало повыше мене: московской не 
само красен но бледноват, а птустозерской зело краснешенек. Аз же, греш- 
ный, простер руку мою левую и взем рукою моею со воздуха пустоозерской 
мой красной язык, и положил его на правую мою руку, и зрю на него 
прилежно; он же на руке моей ворошится живешенек; аз же дивяся много 
красоте его и живости его, и начах его обеми руками моими превращати, 
чюдяся ему, и исправя его в руках моих – резаным местом к резаному же 
месту, к корению язычному, идеже преже бе, и положих его руками моими 
во уста мои, он же и прилнул к корению, идеже преже был от рожения 
матерня. Аз же возрадовахся и возбнух яко от сна и дивлюся сему 
видению, глаголя в себе: <Господи, что се хощет быти?> И от того 
времени скоро по малу-малу дойде язык мой до зубов моих и бысть полон 
и велик, яко же от рожения матере моея, и в монастыре и в пустыне бе, и 
слин нелепых и непотребных не стало во устах моих; и потребен ми бе 
стал язык на всякую службу: к ядению и к молитве, и ко псалмом, и ко 
всякому чтению святых книг.(122면앞-122면뒤)

언젠가 내가 침상에 자려고 누웠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끝없이 매우 크고 
빛나는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이 보 네. 난 그 들판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놀랐고 내 왼편에 허공에 내 두 혀가 놓여있는 것이 보 지 – 나보다 조금 
더 큰 모스크바의 혀와 푸스토제르스크의 혀를 보았다네. 모스크바의 혀는 
빨갛지 않고 창백했고 푸스토제르스크의 혀는 아주 빨갛게 보 지. 죄 많은 
나는 내 왼 손을 뻗어 내 손으로 허공으로부터 내 빨간 푸스토제르스크의 
혀를 잡고는 그것을 내 오른 손에 놓고 찬찬히 보는데 그것은 내 손에서 살
아 꿈틀댔지. 난 그것의 아름다움과 생생함에 경탄하며 내 두 손으로 그것
을 뒤집어 보며 그것에 놀라며 내 손 안에서 그것을 맞춰보았소. 잘린 자리
로 전에 놓 던 혀뿌리 잘린 곳까지 맞춰보고 그것을 내 입 속으로 내 손으
로 넣었는데 그것이 전에 어머니의 출산 때부터 있었던 혀뿌리에 붙었다오. 
난 기뻤고 꿈속에서 깬 듯 느꼈는데 이 환시에 놀라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
했다오. <주님, 이는 어찌 되려는 겁니까?>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신속하게 내 혀가 치아까지 자라 내 어머니의 출산 때처럼 수도원과 
광야에 있었을 때처럼 완전하고 크게 되었는데 내 입속에는 좋지 않은 불필
요한 침이 더 생기지 않았다네. 내게 혀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하게 되었는
데 먹고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모든 종류의 성서봉독에 쓰이게 되었소. 

에피파니 생애전에는 손, 혀, 눈과 같은 기적과 관련된 핵심적 신체일부 어

휘들 뿐 아니라 다수의 다른 신체 관련 용어들이 종종 등장한다. 가령 손가락, 
목구멍, 등, 배, 입, 귀, 얼굴, 음부, 발, 무릎, 머리 등 거의 모든 신체의 부분

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목소리, 피, 눈물 등 육체나 정서와 관련된 생리적 작

용 관련 어휘도 망라된다. 이처럼 몸28)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나타남은 이

들이 환유적 자아분석의 표징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아바쿰이 현실세계 사람들과의 접촉, 공간적 이동을 통해 자아 정체성 탐

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육체적 현존은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지만 목적이 아

닌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에피파니에게는 자신의 신체일부, 가령 

혀, 손가락 등이 대상화되어 그것들과 대화하고 그것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몸을 통한 자아탐구가 나타난다. 신체일부의 절단과 그 절단된 육체가 독립적 

개체로 출현하여 주체의 관찰대상이 되고 주체와 소통한다는 점은 근대적 자

아성의 역사적 발전 양상에 비추어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육체의 의미

는 두 생애전에서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데 아바쿰의 육체가 주로 타인의 육

체와 접촉하거나 타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주관성과 독립성

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이는 데 사용된다면, 에피파니의 육체는 고통을 통한 

28) ‘몸’은 두 어휘, ‘тело’와 ‘плоть’로 나타나는데 전자가 중립적인 ‘몸’을 뜻하는 어
휘라면 후자는 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육신’이란 의미를 지닌다. 



적 체험과 도약 뿐 아니라 자기성찰의 대상으로서 성화로 이끄는 매체가 

된다. 두 생애전에 공통적으로 육체는 혼의 성화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유럽의 근대적 자아발견 과정에 나타나는 체현, 육화성(corporeality)

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자아성의 온전한 발견이나 깨달음은 

역사적으로 자화상의 출현이나 자신의 육체성에 대한 자각과 예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과 같은 몸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분석

과 자성으로 이루어졌다(Sawday 1997). 육체와 자아성은 모두 문화적으로 형

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도 자신의 육체에 대

한 관심과 자아발견의 노력이 상관성있게 나타남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아

바쿰이 여정 속에서 다른 육체와의 만남을 통해 그것이 이뤄졌다면 에피파니

는 자신의 육체와 만나 자신의 자아성에 대한 인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두 

주인공의 체험방식은 현격히 달라도 몸이 자아인식의 도구로, 은유와 환유가 

두 텍스트 각각에 주요 자아인식의 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두 생애전은 유

기적 상호보완성을 통한 메타텍스트 구성 가능성을 보인다. 
은유와 환유가 상호작용과 상호침투로 그 경계가 때로 모호하다 하더라도 

두 인지적 기제의 근본적 변별성은 은유의 경우 근원 역과 목표 역, 혹은 

주제(topic)와 매체(vehicle)의 의미 역 분리성과 환유의 경우 단일 의미 역 

설정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29) 아바쿰 생애전을 관통하는 인생여정 은

유와 달리 에피파니 생애전의 신체 제유(synedoche)30)는 두 저자의 자아인식 

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낸다. 기존에 지적되었던 두 주인공의 개성과 변

별성, 즉 아바쿰의 역동적 성격과 외향성, 에피파니의 정적인 성격과 내향성

은 전자의 은유적 인지와 후자의 환유적 인지를 통해 잘 드러난다. 아바쿰과 

29) 은유와 환유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각 Lakoff and Johnson(1980), Lakoff(1987)를 참
조하라. 환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자세한 연구로는 Kövecses and Radden 
(1998)을 참조하고 환유와 은유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Goossens(1990)를 
참조하라. 본 연구는 은유를 유사성에 기초한 개념 역들 간의 사상의 문제로 정의
하고, 환유를 하나의 단일한 역, 즉 “이상적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내에서의 정신적 접근”(Kövecses and Radden 1998)의 문제로서 필연적으로 인접성
이란 개념을 함의한다고 정의할 것이다. 

30) 제유는 넓은 의미의 환유에 속한다고 보아 필자는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경우에만 제유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환유 개념은 제유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피파니는 자아성 탐색과 발견을 텍스트화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서로 다른 의미 역 사이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사상(mapping)이나 

은유를 통해 자신의 삶, 정체성을 제시한다면, 후자는 하나의 의미 역에서 

인접한 요소들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환유적 인식기능을 사용한다. 
에피파니 생애전에 나타나는 개인성, 자아성 인식, 분석, 성찰, 탐구의 또 

다른 표현방식은 육체적 감각, 특히 촉각을 활용한 체험, 가령 ‘누르다(давить)’, 
‘만지다(осязать)’, ‘잡다(ухватить)’, ‘구부리다(согнуть)’, ‘놓다(положить)‘ 등

의 술어로 주로 악귀와의 싸움에서는 격투(рукопашная)의 양상으로 나타난

다. 더욱이 신체일부를 관찰하거나 느낄 때 역시 촉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행위는 인지적 행위의 은유라 할 수 있다.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적인 투쟁이나 정신의 분석에 사용하는 용례가 많은 것은 에피파니가 손으

로 십자가를 제작하는 ’목공일(рукоделие)‘에 종사한 것과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다. 이로써 에피파니에게 인식이 손의 감각을 통한 촉각 은유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처럼 몸, 특히 손의 촉각을 활용한 인지 

비유는 앞서 논의된 체현과 연관된 자아인식의 방법으로 나타난다.31)

에피파니에게는 이처럼 신체적 접촉이 자신에 대한 내면적 성찰과 성화로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환유적 자아인식의 방식이 드러난다. 특히 몸을 통한 

자아발견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에피파니 생애전은 몸의 일부가 몸 전체로 대

표되는 제유와 몸이 혼의 상관성에 의한 환유를 통해 자기분석, 자기성찰, 
자기반성의 주관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생애전에 자

주 등장하는 지각동사, 가령 ‘보다(вижу)’, ‘듣다(слышу)’라는 의미의 술어는 

주로 기적 체험에 선행하는 문맥에서 역사적 현재시제로 사용되는데 ‘마음의 

눈으로(сердечныма очима)’ 본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육

안의 물리적 대상 관찰이 아니라 내면적 깨달음이나 성적 체험과 관련된다. 
이는 지각동사의 주체로서의 주관성이 인식의 주체로서의 주관성을 표현한다

31) 악귀 역시 두 생애전 모두에서 핵심적 등장인물로 나타나지만 그 존재에 대한 사
유방식은 크게 다르다. 아바쿰에게 악귀는 사람을 통해 활동하고 사람의 악행이 
악마의 소행이라 여겨지기에 사람은 자체로 선악의 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나타
나기도 한다. 반면, 에피파니는 악귀가 사람처럼 벗거나 외투(кафтан)를 입고 술 
취한 강도(разбойник)나 악당(злодей)처럼 육화되어 나타나 인간과 신체적 물리적 
투쟁을 일으키는 존재다. 에피파니 생애전에는 악귀와의 투쟁이 적 투쟁이 아니
라 육체적 투쟁으로 묘사되고, 성모마리야 역시 손으로 악귀를 누르고 잡는 등 물
리적으로 정복한다는 점에서 모든 적 투쟁은 육체적 투쟁으로 개념화된다.



는 점에서 앞서 논의된 환유적 자아인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에피파니 생애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아성 발견의 환유적 개념화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정서 역이다. 정서적 자각과 표현은 개인성과 자아발

견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Лихачев 1958). 에피파니 생애전에 나타나는 

개인적 정서의 명료한 분절은 근대적 자아탐구의 또 다른 환유적 인식 양상

이다. 아바쿰에게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솔직한 발현이 드러나지만 주로 행

동이나 감탄사 위주로 다양한 어휘가 소개되지는 않는다.32) 반면, 에피파니

는 생애전에서 자신의 정서를 분석하는 다양한 어휘를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사랑(любовь), 기쁨(радость), 우울(уныние), 슬픔(печаль, скорбь), 당황(доса-
да), 애수(тоска), 두려움(опасение, боязнь), 공포(страх, ужас) 등 자신의 감

정을 세밀하게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덧붙여 마음(душа), 
가슴(сердце), 오장육부(утроба), 속(внутренная), 정신(ум) 등이 감정을 담는 

은유적 그릇으로 종종 나타난다는 점에서 에피파니 생애전에서는 내면적 정

서를 통해 자아발견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고대 러시아문학 생애전 장

르에서는 보기 드문 정서적 자아인식과 그 표현의 진화를 보이는 것이라 하

겠는데 내면 정서의 섬세한 어휘적 분절을 통해 자신의 개별성과 자아성을 

탐구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생애전은 일관성있게 환유적 자아인식의 방

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사로 표현되는 정서 관련 어휘의 의미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은 주관적 정서를 정교화하고 구체화함을 함의하는

데 이는 몸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아인식의 환유적 표상이다. 즉, 에피파니

의 세밀한 정서 표현은 정서세계를 정신세계, 적세계로 파악하고 정체성 

탐구의 인식기제로 활용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구교도의 자아인식이 육체를 통해 은유나 환유적 인지기능으로 제

시됨은 이들의 기호관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33) 자아를 구성하는 혼과 

육체의 필연적 상관관계는 이들 투쟁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기호의 의미와 

32) 주로 ‘울다(плакать)’라는 동사와 감탄사처럼 사용되는 горе, жаль과 같은 어휘가 
자주 나타난다. 

33) 구교도의 기호관에 대해서는 Uspensky(1993)를 참조하고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에 대해서는 졸고(2011b)를 참조하라. 필자는 종교분열을 구교도의 구술문화와 니
콘파 및 서구화된 엘리트집단의 문자문화의 충돌이라 해석하는데 구술문화와 촉각
의 상관성을 간파한 McLuhan(1962)의 견해는 에피파니 생애전의 촉각중심의 인지
기능 표현과 상통한다. 



형태의 불가분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전례 개혁을 반대하고 구전례를 

옹호한 것이 기표와 기의의 비자의적 일체성이란 기호관에 기인하듯, 자아인

식에 있어서의 체현은 육체와 정신이 하나의 일체성을 가짐을 함의한다. 아바

쿰에게 육체의 여정이 은유적인 성화의 여정이고 에피파니에게 육체의 성찰

이 성의 발견을 환유적으로 개념화한 것처럼, 두 생애전 모두에서 혼과 

육체의 관계는 임의적이지 않으며 은유와 환유적 체현을 자기인식의 개념화

에 활용함은 두 생애전의 총체적 메타텍스트 구성 가능성 및 일관된 텍스트

성을 시사한다. 

이상 본 연구는 17세기 구교도의 대표적인 자전적 생애전인 에피파니 

생애전을 자아인식에서의 체현과 환유적 개념화에 주목하여 살폈다. 아바

쿰 생애전과 집필동기와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에피파니 생애전

이 자아인식과 분석에서 시대에 앞선 근대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이 생애전이 아바쿰의 그것보다 그 언어와 문체, 서사의 

주제와 구성이 단조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생애전에 나타난 내재적 

자아분석과 자아인식의 비유적 개념화에 주목한다면 그 동안의 평가는 매우 

피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전적 자아의 개념화 양상에서 아바쿰

과 에피파니 생애전은 하나의 메타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자기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교화적 의도가 있는 두 생애전을 진정한 의미의 

자서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류집단의 가치와 판단에서 소외되고 

이탈한 개인의 내면적 자성, 고백, 자기합리화와 정당화가 종교적 프레임 안에

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구교도를 단지 수구적인 집단문화의 종교적 근본주의

자, 극단주의자들로만 파악한다면 이들이 가진 개혁적, 비판적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교도 문화는 단지 러시아 전통에 대한 맹

목적 집착이 아니라 문화적 서구화와 세속화로 인한 신구 문화의 충돌을 배

경으로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두 생애전은 거시적 차원의 문화적 자기인식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미시

적 차원에서 개인적 자기인식과 분석을 수반한 담화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아바쿰 생애전의 아류로 단조롭고 전형적인 생애전으로 취급된 에피파니 생

애전은 실상 근대적 자아탐구의 체현적 제시라는 서구문화사의 보편적 양상이 

러시아에서도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로서 서구 중심의 자서

전이나 개인에 관한 연구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또한 비교대상인 아바쿰 생

애전에 나타난 여행은유를 통한 자아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에피파니 생애전

은 몸, 특히 신체일부를 환유적으로 개념화하여 자아분석, 자아인식을 보인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은유와 환유는 인간 인지의 두 가지 주요 틀로서 

이 두 개념화 기제는 두 생애전에서 각각 두 화자의 개성과 맞물려 총체적 텍

스트성을 구성한다. 
이로써 두 생애전 저자는 서로의 집필에 독려자이자 조력자, 부분적 공동

집필자일 뿐 아니라 담화의 내용과 방향을 사전 구술대화를 통해 조율하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에피파니의 생애전의 습작노트를 생애전과 비교

하면 그 집필 방향과 주안점이 다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애전

에는 화자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보다 자신, 자신의 정

서, 자신의 몸이 주된 관심대상이 되고 이는 생애전에서 자서전으로의 무게중

심 이동을 함의한다. 특히 2부에서 가상 세계에서의 잘린 신체일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에피파니 생애전이 아바쿰 생애전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현

실세계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잠재의식 세계에 비중을 두고 관상적으로 나타

남을 보여준다. 
아바쿰과 에피파니 생애전에서 은유와 환유는 자아인식의 개념적 틀로 상

호보완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아바쿰과 에피파니의 성향과도 일치하지만 은

유와 환유라는 두 인지기능의 차이와도 부합한다. 전자가 복수의 의미 역 사

이의 유사성에 의존한다면, 후자가 하나의 의미 역 안에서의 인접성의 문제

로 아바쿰의 외향성과 원심성, 에피파니의 내향성과 구심성과 절묘하게 부합

하는 최적의 개념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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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iment and Metonymic Consciousness of Self in 
Epifanij’s Life

- In Comparison with Avvakum’s Life -

Song, Eun-Ji

The Old Believer Lives of Avvakum and Epifanij in the seventeenth 
century Russia have rarely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their integrity as a 
‘metatext’. Avvakum’s Life has been investigated in its own right due to its 
ingenuity in the style and discourse, and in contrast, Epifanij’s Life, although 
located next to Avvakum’s Life, has been evaluated as a mere literary 
epigone of Avvakum’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elf or 
self presentation in Epifanij’s Life and it is argued that this text employs a 
very unique and modern methodology of self analysis.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on how self is reflected and analyzed through embodiment and 
metonymic conceptualization. 

Avvakum’s Life is portrayed through ‘life is a journey’ metaphor and he 
interprets himself as a folktale hero searching for the true self through 
locational movements. His life is presented topographically through journey 
metaphor, specifically a sea voyage. Eventually Avvakum is metaphorized as 
Christ in the Passion. Epifanij’ Life is in sharp contrast with Avvakum’s in 
that the monk is interested in discovering self through introspective analysis 
and mental exploration. In Epifanij’s Life, the body parts such as tongue, 
hand, eyes are metonymic representations of his ego and his search for self is 
presented through touch and physical contact with his own body parts. While 
Avvakum moves around in the real world, Epifanij moves across reality and 
dreams or his subconscious world. For Avvakum, life is metaphorically 
presented as a journey and his destiny as a ship, and for Epifanij body parts 
metonymically represent himself, and for both writers the search for th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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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and spiritual rebirth as a saint are materialized through their own bodies. 
Thus two Lives constitute an organic and integral ‘metatext’ in employing 

‘embodied’ cognitive tools for searching for self: for Avvakum, searching for 
inner self through different semantic domains, which is a metaphor, and for 
Epifanij searching for self through his own subconscious world and body 
parts, i.e., one and the same semantic domain, which is a metony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