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 기 러 시 아 ‘웃음 문학(CNeXOBa~ ~HTepaTypa)’의 

패러디적 ‘뒤집기’에 관하여 

변 현 태‘ 

1. 서론 

전통적으로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1)은 공식적인 장르에 대한 패러디로 간 

* 모스크바 대학교 박사 
1) 이 논문에서 우리가 ‘웃음 문학(CMexosa~ RHTepaTypa) ’ 혹은 ‘민중적 웃음 문학(HapoLl

Haj! CMeXOSa껴 RHTeparypa)’으로 지칭하는 작품들은 러시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민 

주 풍자(LleMoKpaTHqeCKa~ CaTHpa)’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ALlþHaHosa-nepeTU B. 

n. (1977) ηCCKaJl peMOKpaTH'leCKaJl CaTHpa XVII BeKa. IhLl. 2-e, LlOn ... 1.). 아드리아 

노바-빼레쪼에 의해 도입되어 문학사의 용어로 정착된 ‘민주 풍자’ 개념은 부분적으 

로 이 작품들의 중요한 성격， 즉 ‘민중성’ -이 작품들의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진 계 

층이 무엇보다도 당대의 ‘민중들’이었으며 그 속에 그들의 세계감각(MHpoom.ym.eHHe) 

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을 포착해내고 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의 

‘민주성’과 ‘풍자성’을 부당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예학적 개념으로의 성격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운예학적인 관점에서 ‘민주 풍자’ 개념의 문제는 무 

엇보다도 이 작품들을 풍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작품들의 시학적， 의미론적 지배소는 풍자가 전제하는 형상화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자들을 웃기고자 하는 지향이며， 이러한 점에서 바흐씬 

(1.4. M. 5ax깨H)에 의 해 제 기 되 어 지 고 리 하효프(n. c. JlHXaqeS)와 뺀첸꼬(A. M. naHqeHK이 

에 의해 고대 러시아 문학에 적용되어진 ‘웃음 문학’ 개념이， 비록 아직 그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일정정도의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의 

본질을 특정지우는데 보다 적절하다 바흐씬에 의해 제기된 ‘웃음 문학’ -더 넓게 

는 ‘웃음 문화’- 개념의 정확한 내포와 외연을 가다듬는 작업은 현재형이다. ‘웃음 

문학’과 ‘민주 풍자’， 이 두 개념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한 

편으로 ‘웃음 문학’ 개념과 ‘민주 풍자’ 개념 양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웃음 문학’， 혹은 ‘민주적 웃음 문학’ 개념으로 ‘민주 풍자’ 개념을 대 

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대표자는 뺀첸꼬이다(naHqeHKO A. M. (1980a) JlH

TepaTypa ‘nepexoLlHoro SeKa’ // HCTOpHJI pyCCKOß J1HTepaTypN B 4-x TT. T. 1. JI.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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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 왔다. 이 작품들의 패러디적 성격， 특히 「주기도문」을 포함한 예배과정 

자체를 패러디하고 있는 「주점」이나 역시 예배적 장르인 이코스(HKOC)를 패러 

디하고 있는 「사제 사바 이야기 (CKa3aHHe 0 none CaBe)J (이하 r사바」로 약칭 

함)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예배적 장르들에 대한 패러디는 

-그것들이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는 독신적(價神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파 

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에서 패러디가 무엇보다도 독자의 웃음을 불러일으 

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웃지 않 

았다”라는 요안 즐로또우스뜨의 격언을 웃음에 대한 금지로 연결시켰던 정교 

문화의 전통2)이라는 배경에 투사시켜 본다면 종교적 예배적 장르에 대한 패 

러디를 포함한 웃음 문학에서의 패러디가 갖는 독특한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 

지 않다. 

특히 민중 문화의 형상들이 상부의 공식적 문화에 대한 패러디-뒤집기의 시 

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는 바흐씬 (M. M. Eaxn’H)의 민중문화론3)에 기반하여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기한 리하효프와 뺀첸꼬 

에 의해 공식적인 장르틀에 대한 패러디는， “웃는 자들 자신을 향한 웃음 “자 

358-368; OH *e(1980b) 깨TepaTypa BTOpol1 no.nOBHHbl XVII B. HCTOpHJI pyCCKOI1 .nHTe

pa Typbl X - XVII BeKOB. M., C. 415-426을 참조하라. 특히 두 번째 저작의 해당 절의 

제목 “민주 풍자와 웃음 문학”이 시사적이다). 후자의 경향은 최근에 출간된 C.nOBapb 

KHH*HHKOB H KHH*HOCTH φeBHel1 PYCH( 1992-1998). XVII s. 니. 1-3. cn6.의 몇몇 필자 
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r헐벗고 가난한자의 알파뱃서 (A36YKa 0 ronOM H He6oraTOM 

lIenOseKe)J , r깔랴진 탄원서 (Kan~3HHCKa~ lIen06HTHa껴 )J ， r외국인을 위한 치료서 (JJelle 

6H싸< Ha HHO-3eM l.\es)J , r술꾼 이야기 (nOseCTb 0 6pa*HHKe)J , r요르쉬 예르쇼비치 이 

야기 (nOseCTb 0 Epme Epmo뻐lIe)J ， r포마와 예료마 이야기 (nOseCTb 0 φOMe H EpeMe)J , 
「지참금 목록(PocnHCb 0 npH~aHoM)J 그리고 「주점에의 예배 (Cny*6a Ka6aKY)J 에 대한 

항을 보라. 이 논문에서 이들 작품에 대한 인용은 주석 없이 A~pHaHosa-nepeTI.\ B. 

n.(1977)의 면수를 본문에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편의를 위해 위의 작품들을 각각 

r알파뱃서 J，탄원서 J，치료서 J，술꾼J，요르쉬 J，포마J，목록J ，주점」으로 약 

칭하도록 하겠다. 

2) 이 전통의 내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ASepHH l.\eS C. C. (1992) 5axTHH, CMex , xpHCTHaHCKa~ 
KynbTypa / / M. M. BaXTHH KaK tþH.nOCOtþ. M., C. 8-9를 보라. 

3) 바흐첸에 따르면 민중적 웃음 문화는 상부문화의 “‘역전’， ‘거꾸로 세우기’， ‘뒤집기’의 
논리， 상부와 하부， 얼굴과 영덩이의 끊임없는 교체의 논리 “다양한 종류의 패러디 

와 트라베스티”를 특정으로 한다 5ax깨H M. M.(1965) TBOp 'leCTBO φ~aHcya Pa6.ne H Ha

poOHaJl Ky.nbTypa CpeOHeBeKOBbJl H PeHeccaHca. M., C.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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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이러니 (aBTOHpOHHjI)"라는 기준과 함께 웃음 문학의 외적 경계를 표지해주 

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17세기 웃음 문학의 몇몇 작품들 

은 좁은 의미에서 ‘문학적 패러디’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예컨대 「탄원 

서」는 탄원서 장르에 대한 패러디이며 「알파뱃서」는 알파뱃서 장르에 대한， 

「요르쉬」는 재판 판결문에 대한， 그리고 「적에게 보내는 공손한 편지 (nOCJJaHHe 

~BOpHTeJJbHOe He~pyrY)J(이하 r편지」로 약함)는 서한 장르에 대한 패러디이다. 

그러나 몇몇 웃음 문학의 작품들에서 패러디는， 적어도 ‘문학적 패러디’는 분 

명치 않다. 예컨대 뺀첸꼬는 r수닭과 여우 이야기 (CKa3aHHe 0 Kype H JJHC때e) J 

(이하 「수닭」으로 약함)를 17세기에 널리 유행하였던 ‘성자전적 전설 (arHorpa

빼qeCKajl JJereH~a)’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하면서 이 작품의 시 판본을 성자전 

의 구도， 즉 ‘죄지음-회개-죄사함’의 세 슈셋 단위에 맞추어 각각에 대한 패러 

디로서 분석하고 있다.4) 뺀첸꼬의 세밀한 비교에도 불구하고 「수닭」을 성자전 

의 구도에 맞추어 비교하는 작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 

엇보다도 뺀첸꼬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웃음 문학의 작품들의 패러디적 형 

식이 공식적 미학에 종속되어 있는 있다면，5) 따라서， 예컨대 기도문에 대한 패 

러디가 그 형식과 장르에서 패러디되는 장르를 “차이를 가지고 반복하는께 ‘반 

(反)기도문’을 만들어낸다면 「수닭」의 경우 그 근본적인 시학에 있어서 성자전 

의 구성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성자전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사건에 기 

초한 슈셋 구성이라는 서술로 이루어진다면 「수닭」은 본질적으로 비슈셋적이 

며， 수닭과 여우사이에 벌어지는 긴장된 대화를 시학적 지배소로 하여 구성된 

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닭」은 문예학적 의미에서의 패러디， 즉 한 작품의 

다른 작품에 대한 특정한 관계 방식으로서의 패러디라 할 수 없다포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뺀첸꼬는 「포마」를 “중세의 예술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 

는 기법”인 대조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한다，7) 이 경우에도 작품과 작품간의 특 

정한 관계 양식으로서의 문학적 패러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4) JIHxa4eB ll. c., lleMKoBa H. c. , naH4eHKO A. 104.(1970) OCHOBHble xapaKTepbl 5eJlJleT뻐CTHKH 

17 B. ν HCTOKH pyCCKOß 6eJ1J1eTpHCTHKH. OTB. pell. R. C. JIypbe. 끼.， c. 537-539. 이 절 

은 뺀첸꼬에 의해 쓰여짐. 

5) naH4eHKO A. M. (1980a) c. 367. 

6) 허천(Hutcheon L.)에 따르면 패러디는 그 ‘탈맥락화(transcontextualization) ，와 ‘역전’ 

에서 “차이를 갖는 반복”이다. 패러디의 정의에 대한 허천의 정리에 대해서는， 

Hutcheon L.(1985) A Theory 01 Parody. New York and London. PP. 30-49를 보라. 
7) naH4eHKO A. M.(1980a) 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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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문학의 몇몇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패러디적 뒤집기’를 좁은 의미에서 

의 문학적 패러디의 범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웃음 문 

학의 작품들의 공통적인 시학올 근대적인 문학적 패러디와 구별되는 ‘패러디적 

뒤집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r부유한 삶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애서의 

패러디적 뒤집기의 원천의 문제 

패러디적 뒤집기라는 관점에서 r부유한 삶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 (CKa3aHHe 

。 pOCKOWHOM ~HTHH H BecenHH)J(이하부유한 삶J으로 약칭함)는 홍미로운 전 

형이다. 허구적인 지상의 낙원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여행 안 

내서(.IlOPO~HHK)’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된다.8) r부유한 삶」에서의 패러디의 문 

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작품을 간략하게 예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작품 

에서 그려지고 있는 낙원의 허구성은 이미 작품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지만 작 

품의 서두의 묘사는 비교적 핍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 한 선량하고 정직한 귀족이 얼마전에 조그마한 영지를 받 

았다. 그의 영지는 강들과 바다 사이에， 산과 들 근처， 떡갈나무 숲과 정원 사 

이에 [위치하고 있다]， 잘 골라진 관목 숲들과， 달콤한 물의 호수들과， 고기가 

많은 강들과 비욱한 땅들의 영지였다. 그곳의 들판에서 목초지와 가축먹이기 

에 좋은 밀과 곡식들을 볼 수 있다. 목초지에는 파란 풀들과， 근사하고 아름 

다우며 말할 수 없이 향기로운 다양한 꽃들이 많다.’'(3 1) 

서술이 전개되어가면서 「부유한 삶」은 ‘헛소리 (He6b1nHua)’로 바뀐다. 여기서 

「부유한 삶」의 허구적인 세계의 묘사를 위해 “현실적 세계는 이 작품을 창조 

한 계층에게 있어서 중요한 범주들(고된 노동， 굶주립， 추위， 가난)과 함께 배 

경을 구성한다"9)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허구적인 닥원의 형상화는 

8) AllPHaHoBa-nepeTl\ B. n.(l977) c. 186; ]JHXaqeB 1l.c.(l970) l/eJ/OBeK B J/Hreparype φeBHel1 

PyCH. M., c. 114. 
9) MOqaJJOBa B. B. (1985) Mllp Hall3HaHKy ν Hapo,lIHO-ropoI1CKaJl J1Hreparypa flOJ1bDlH 

XVI-XVII BB. M., c.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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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는 이러한 범주들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그곳에는 먹고살기위해 

서는 어쩔 수 없는 고된 노동이 없다: “강에는 물고기들이 많다. < ... > 너무나 
많아서 떼를 지어 사람 사는 집으로 다가옹다. 집주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서 

도 문에서 혹은 창문에서 손으로， 낚시대로 도구로 갈고리로 잡는다."(TaM lI<e) 

그곳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자연적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들은 “세금없이 드나들면서 장사하며 “그곳에서는 눈이 없고， 비가 뭔지 알 

수 없으며， 천둥을 볼 수 없고， 겨울이 란 들어보지도 못한다."(32) 자유는 무엇 

보다도 온갖 제약의 부재로 이해된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 

도 금지 하지 않는다"(TaM lI<e). 

r부유한 삶」에서 현실은 ‘뒤집혀진다’. 그리하여 당대 민중의 현실적 세계에 

서 지배적인 요소들， 빈곤， 불행， 고통， 병 등은 의식적으로 「부유한 삶」의 세 

계에서 배제되어 그것에 대립되는 것으로 대체된다. 역으로 현실 세계에서 비 

싼 것， 귀한 것이 r부유한 삶」의 세계에서는 그 가치를 잃고 어떠한 소유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밀주맥주， 까프까즈산 맥주， 끄바스는 

너무나도 많아서 쳐다보기도 싫을 지경이다 “회향풀， 정향나무 열매， 사프란， 

카르다몬， 건포도며 포도는 여기저기 삽으로 퍼 쌓아두면서 길을 깨끗하게 하 

니 보다 편하게 길을 다니기 위해서이다. 누구도 그런 것들을 모으지 않는데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TaM lI<e) 

「부유한 삶」은 그 부조리성으로 이미 그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세계의 허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아마도， 실제로 그와 같은 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를 보라) 

친절한 작가는 이 세계로 가는 불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그 즐거운 땅으로 가 

는 길은 끄라꼬프에서 바르샤바로， 모조브샤로， 그런다음 거기서 리가와 리플 

란드로， 거기서 끼예프와 뽀돌스끄로， 거기서 스쩨꼴냐와 꼬렐라로， 거기서 유 

례프로 브레스찌로 거기서 비호바와 체르니고프， 빼레슬라블 그리고 체르께스， 

치기르니 그리고 까펌스까야로."(33) 게다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지 않 

은 세금”을 내야한다: “통행세와 다릿세， 그리고 짐 운반에 대해 - 말 한필에 

멍 에 하나， 사람 하나에 모자 하나， 여 러 사람에 마차 전부."(TaM lI<e) 

뺀첸꼬는 r부유한 삶」을 16-17세기 서유럽에서 유행하였던 유토피아 장르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한다. 그러나， 16-17세기 러시아에서는 르네쌍스적， 혹은 바 

로크적 유형 의 유토피 아 장르가 만들어 지 지 않았다. 따라서 뺀첸꼬는 「부유한 

삶」이 문학적 유토피아 장르에 대한 패러디가 아니라 ‘구어적인’ 유토피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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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 대한 패러디라고 주장한다: “만일 17세기 러시아 문학이 유토피아 장르를 

몰랐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구어적인 문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 ... > 17세기 
에 는 먼， 자유로운 나라들， 만가제 이 (MaHra3elt)와 ‘은과 황금의 섬 들’에 대 한 소 

문들이 떠돌았다 뺀첸꼬에 따르면 이 모든 전설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서 “수 

백， 수천의 가난한 자들， 시베리아의 마을 전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알지못 

할 그곳으로 달려갔다 "10) 이러한 점에서 -뺀첸꼬에 따르면부유한 삶」은 

이러한 전설들에 대한 패러디가 된다. 

뺀첸꼬와 유사하게 스미 르노프(C}.IIiPHOB H. n.) 역 시 r부유한 삶」 을 유토피 아 

장르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적인 거주지를 환상의 형식으로 보 

여주고 있는 r부유한 삶」이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웃음 자 

체는， 바로크적 문화 그 이전의 시기에 유행하였던 [유토피아] 장르를 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부유한 삶」의 패러디의 구체적인 원천이 이반 빼레 

스베또프(HBaH nepecBeToB)의 저작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부유한 삶」 

의 서두와 이반 빼레스베또프의 「소탄원서 (MaAa~ ~eAoõHTHa~)J 의 서두의 유사 

성을 지적하면서 스미르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상호텍스트적 추측이 옳다면부유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폴란드에서 러시아로의 킬은 혹시 리투아니아 공국에서 모스크바로 

왔던 빼레스베또프의 개인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1 1>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부유한 삶」에서 유토피아 장르라는 구체적인 패러디 

의 원천을 찾으려는，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이 작품의 패러디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적어도 이 작품에서 「주점」이나 「깔랴진 J ， 

「요르쉬」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패러디를 찾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이 작 

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허구적인 낙원의 형상의 원천은 유토피아 장르에 기원 

하기 보다는 민담과 민속신앙에 등장하는 표상에 가깝다. 

10) naH'IeHKO A. 1.1.(976) MaTepHaJThl no tlpeBHepyccK얘 n033HH. IV. (CTHXoTBopHa찌 na

paJlJleJlb K “CKa3aHHKl 0 poCKOWHOM lI<HTHH H BeCeJlHH") // TOIJP.π: T. XXX. JI., C. 323. 

이와 같은 17세기 시베리아 농민들의 지상 낙원으로의 집단적 탈주에 대해 보다 자 

세하게는 YcneHcKHl! 5. A.(1996a) llyaJlHcTH'IecKHl! xapaKTep pyCCKOl! CpetlHeBeKoBol! 

KyJlbTypbl / / H3φ Tpyl1N. T. 1. 11M. 2-e , HCnp. H nepepa6. 1.1., C. 383을 참조하라 
11) C싸IpHOB 11. n.(1991) 0 DpesHepyccKol1 KyJ1bType, pyCCKOI1 Hßl(HOHßJ1bHOI1 Cnel(HtþHKe H 

J10rHKe HCTOpHH.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b. 28. Wien. C.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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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유한 삶」이 동화와 친족성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나씨예프(A.H. 때aHaCbeB)가 수집한 동화에서 우리는 「부유한 삶」에 둥장하 

는 것과 유사한 모티프들올 발견할 수 있다: 

“나， 착한 청년이 일어나서 폼을 부르르 떨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네， 강가 

를 어기적 걸었다네， 강가는 우리가 있는 곳과는 전혀 달랐지. 교회가 서있는 

데 삐로그로 만들어졌고， 겉은 핫케익으로 덮혀있고， 그 위를 블린으로 싸놓 

은 교회라네. < ... >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있는 곳과는 전혀 달랐 
어. 성상 앞의 양들리에는 무로 만들어졌고， 초는 홍당무로， 성상은 당밀과자 

로 만든거였지 귀리로 만든 턱의 중놈이 튀어나오길래 그 놈올 먹어버렸지. 

강가로 나갔더니 강가는 우리가 있는 곳과는 전혀 달랐지. 그곳에 훈제된 소 

가 걸어다니는데， 옆구리에는 앓은 칼이 꽂혀있는 거야. 누구든 먹고싶으면 
잘라내변 되는 거야 "12) 

앞서 보았듯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음식의 모티프는 r부유한 삶」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삶」에서 그려지고 있는 허구의 닥원은 기본 

적으로 르네쌍스적 이성에 입각해서 구축되어지고 있는 유토피아보다는 이 동 

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저 곳’과 유사한 것이다부유한 삶」과 동화와의 유사 

성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먼저 「부유한 삶」의 서두에서 사용되고 있 

는 HeonpeneneHHoe MeCTOHMeHHe(“어 떤 나라에 서 (He B KOeM rocynapCTBe)")는 

“어 떤 왕국， 어 떤 나라에 (B HeKOTOpOM uapCTBe, B HeKOTOpOM rocynapCTBe)"와 

같은 전형적인 동화의 서두를 상기시킨다. 주지하듯이 동화의 이와 같은 서두 

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동화적 세계로 독자를 초대하는 기능을 갖는다부유한 

삶」의 서두 역시 현실의 세계로부터 ‘허구적 닥원’으로 독자를 초대하고 있다. 

또한 「부유한 삶」의 결말부는 “나도 그곳에 있었지. 꿀술을 마셨는데， 모두 수 

염을 타고 흘러버리고 입으로는 들어가질 않는 거야”와 같은 동화의 전형적인 

결말부와 유사하다. 동화에서 서두와 대칭을 이루는 결말부는 동화적인 세계에 

서 현실적인， 일상적인 세계로의 전환을 나타내어 준다(이야기는 끝났고， 이야 

기꾼은 목이 마르다).13) 동화의 결말부가 그 청자에게 동화속 세계의 허구성을 

12) Hapo.llHble pyccKHe CKa3KH A. H. AφaHaCbeBa B 3-x TT. T. 111. M. , 1985. No. 425. C. 

153. 또한 깨XaqeB n. c., naHqeHl<O A. M., nOHblpKO H. B.(1984) C. 261; MOqa.nOBa B. 

B. (1979) C. 135-136을 참조하라. 
13) 동화의 서두와 결말부가 가지는 예술적 기능에 대해서는 YcneHCKI깨 B. A. (1995) nO-

3TI!Ka KOMn031!QI!I! // CeMHOTHKa HCKyccTBa. M., C. 181; 끼I!XaqeB n. c. (1979) n03THKa 



72 러시아연구 제 10권 제 1 호 

환기시키듯이 r부유한 삶」의 결말부는 “즐거운 곳”으로 가는 길의 불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작품속에 그려지고 있는 ‘닥원’의 허구성올 드러낸다. 

이러한 서두와 결말의 유사성과 함께 동화에서 그려지는 ‘저 곳’이 종종 문 

자 그대로 nOTycTopOHH째 Mllp에 상응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 우스뺀스 

끼가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민담과 민간신앙에서 저승/천국은 “꺼지지 않는 풍 

요와 영원한 번영”의 세계로 형상화된다 14) 물론 아드리아노바-빼레쪼가 지적 

하듯이 「부유한 삶」에서 그려지고 있는 ‘허구의 낙원’은 고대 러시아의 천국에 

대한 공식적인 표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유한 삶」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허구의 닥원’의 몇몇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민담과 민간신앙에서 표상되 

고 있는 저승/천국과 몇 가지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첫 번째로， 풍요와 영원한 번영의 모티프가 r부유한 삶」과 저승에 대한 표상 

을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저승 세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보라: 

“이 [라흐만] 섬은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신의 계획에 따라 온갖 야채들이 

일년 내내 부족하지 않으며 번성하고 자라니，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집한다 "15) 

우스뺀스끼에 따르면 수도승 예프로신의 r라흐만인과 놀라운 그들의 삶」에서 

묘사되고 있는 ‘라흐만 왕국’ 혹은 ‘라흐만 섬’은 바로 저승 세계를 의미한다 16) 

두 번째로부유한 삶J의 저자는 ‘허구적인 낙원’으로의 여행을 묘사하면서 

이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올 열거한다. 열거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식기와 무기 

들이다: “그곳의 오락과 위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물 

건들을 갖추어 야 한다 qaH~ C qaHllqKII 11 C q~Hl뻐， ÕOqKII 11 ÕOqepOqKII, KOBI1II1 11 

KOBl1IlIqKII , ÕpaTIIH~ C ÕpaTIIHOqKII , ÕJIIO.1la 11 ÕJIIO.1lllqKII , TapeJlKII 11 TOpeJlOqKII, JlO:l<

KII 11 JlO:l<eqKII, p lOMKII 11 P’OMOqKII, qal1lKII , HO:l<IIKII , HO:l<II 11 BIIJlOQKII, OCJlonbl 11 .1lyõlI

HbI, naJlKII , :l<eplllI 11 KOJlbl, .1lpeKOJllle, pO:l<eHbe, OrJlOÕJlII 11 KaMeHb~ ， ÕpOCKII 11 y JlOM 

KII, CaÕJlII 11 MeQIl 11 XOp3피 JlyKII, CaßllaKII 11 CTpeJl비， Õep.1l삐11111 ， nllllJ,aJlII 11 n IlCTOJleTbI, 

CaMOnaJlμ ， BIIHTOBKII 11 MeTJ뻐/’(32-33) 비록 무기가 펼요한 이유를 “파리를 쫓기 

IlpeBHepyccKoR J1HTepélTypbl. H311. 3-e, llon. M., C. 227을 참조하라. 

14) YcneHCKH꺼 5. A. 0996a) llya.nHcTHQecKHli Xapal< Tep pyccKoli cpellHeBeKoBoli l<y .nbTypbl, 
H36p. TpyPbl. T. 1. 써ll. 2-e, Hcnp. H nepepaCí. M., C. 382-384. 

15) A.neI<CaHllPHJI // POMélH 06 A지eKCélHPpe MélKepoHcKoM no pyccKoR pyKonHcH XV B. M.

J1., 1965. c. 143. YcneHC I<Hli 5. A.0995a) C. 383에서 재인용. 
16) YcneHC I<Hli 5. A.(982) φ'HJ10J10rH'IeCKHe pélJblCKélHHJl B 06.π'élCTH CJ1élBJlHCKHX ppeBHocTell. 

M., C, 60, 66, 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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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라고 부연하고 있지만 고대 러시아의 장례에서는 장례행렬을 시작하면 

서 망자에게 무기와 식기를 휴대시키는 풍습이 있다17) 이러한 점에서 ‘그곳’으 

로 가기위해 펼요한 식기와 무기를 열거하는 것은 장례식을 연상시킨다. 

세 번째로부유한 삶」에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두나이 강을 건너가면 집으 

로는 돌아갈 생각 말 것")은 널리 알려진 저숭 세계에 대한 표상에 상웅한다. 

이 표상에 따르면 저승 세계는 이승 세계로부터 물로 만들어진 공간(강 혹은 

바다)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곳으로의 여행은 바로 이 물로 만들어진 공간을 

극복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18) 

r부유한 삶」의 작가는 허구의 낙원을 형상화하면서 민담과 민간신앙에 널리 

퍼져있던 ‘그곳’， 저숭 세계의 표상을 이용한다. 동화적 세계， 민간신앙이 가지 

고 있는 저승 세계의 표상이 어떤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가 아니듯이 「부유한 

삶」 역시 패러디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부유한 삶」의 패러디적 

성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여기서도 민간신앙이 가지고 있는 저승 세계에 

대한 표상과 「부유한 삶」의 허구적 낙원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고대 러시아에 

서 저승 세계는， 민담적 세계에서 죽음이 “뒤집혀진 기호를 가진 삶()!(H3Hb C 

。6paTHblM 3HaKOM)"19)으로 체험되듯이 뒤집혀진 이승 세계로 표상된다. 즉 고대 

러시아에서 저승 세계의 형상은 이승 세계의 ‘뒤집기 (nepeBepTblBaHHe)’에 기반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교 신앙은 사자(死者) 숭배(조상숭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교적 제의는 전체적으로 저승(사후) 세계와의 관계 

의 뒤집혀져있음에 대한 표상에 의해 규정된다. 이 표상은 매우 널리 확산되 

어 있으며 그것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 

다. 모든 경우， 매우 다양한 민족들에게 이 세계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상부 

와 하부가， 앞과 뒤 등이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이곳에 

서의 오른쪽에 저곳에서의 왼쪽이 상응하며 저승 세계에서 태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강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곳이 낮일 때， 저곳은 밤이 

며， 이곳이 겨울이면， 저곳은 여름이다， 등이다. 두 세계-이승과 저승-는 마 

17) c빼pHOB H. n.(1977) npeBHepyccKHR CMex H norHKa KOMHqeCKOrO // TODP.끼 T. XXXII. 
11., c. 316. 

18) YcneHCK때 B. A.(l996a) C. 385; YcneHCKHR B. A. (1982) c. 56-57, 143-144를 보라. 
19) nponn B. H.(1976) PHTyaπ'bH.뼈 CMex B rþO.RbK.ROpe, φ'O.RbK.ROp H lJeltcTBHTe.πbHOCTb. M., 

c.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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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거울 반영 속에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도 같다 "20) 

이러한 점에서 「부유한 삶」의 구성의 시학은 패러디라기 보다는 ‘뒤집기’ 혹 

은 ‘패러디적 뒤집기’에 가깝다. 앞서 r주점 J，깔랴진 탄원서 J，요르쉬 J，서 

한」의 경우 전형적인 의미에서 문학적 패러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 

다. 이 경우에도 약간의 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리하효프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패러디와 웃음 문학에서의 패러디의 차이를 무엇보다도 ‘조롱의 목 

적’， ‘조롱의 효과’의 결여에서 발견하고 있다. 실제로 패러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들은 패러디를 무엇보다도 패러디되는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와 결부시킨 

다. 예컨대소(小) 문학 백과사전」의 경우 패러디를 “개별적인 작품， 작가， 문 

예 사조， 장르의 양식을 그것을 조롱할 목적으로 문학적-예술적으로 모방하는 

장르"21)라 규정한다. 옥스퍼드 사전 역시 이와 유사한 정의를 제시한다: “원본 

에 다소간 가깝게 모형화된， 그러나 조롱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작품 

을 모방하는 것강) 

그러나 이미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패러디가 패러디되는 것에 대한 

조롱을 필요조건으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띄냐노프는 패러디적 형식 

으로서의 napO .llHlJHOCTb와 패러디적 기능으로서의 napo.lll’때HOCTb를 구별하면서 

후자가 펼연적으로 조롱， 혹은 희극성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 

하고 있으며23)， 더 나아가서 희극성과 연관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언제나 패러 

디되는 것에 대한 조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24) 

패러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형식주의자들의 이론적 기여가 패러디와 조롱 

의 연관 문제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패러디가 갖는 역사 

적 역할에 대한 강조와 결부된다. 즉 형식주의자들에 따르면 패러디는 낡은 형 

식을 재기능화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이 등장할 수 있게되는 문학사의 범주가 

된다.25) 이 때 그 전제는 문학적인 패러디가 무엇보다도 작품과 작품과의 특정 

20) YcneHcn때 B. A. (l996b) AHTH-nOBelleHHe B KyJlbType npeBHeA PyCH // H36p. Tpy，aμ T. 

1. H3.lI. 2-e, Hcnp. H nepepa6. M. C. 461 , 강조는 우스뺀스끼. 
21) KpaTKaJl J1HTeparypH/1J1 3Hl[HKJ10neIlHJI. T. 5. M., 1968. CT6. 6여. JlHXa'leB n. c., naH'IeHK。

A. M., nOHblpKO H. B.(1984) c. 10-11도 참조할 것. 

22) Hutcheon L.(1985) P. 32에서 재인용. 
23) TblH$lHOB 10. H. (l977) n03THKa, HCTOpHJI J1HTepaTypμ KHHO. M., c.290-300. 

24) TaM lI<e. C. 214와 주를 보라. 

25) TaM lI<e. C. 270-28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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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양식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패러다하는 작가의 패러디되는 작품에 대 

한 자기의식이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적 패러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 때문에 패러디는 언제나 “문학적 자기의식의 독특한 형식 "2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에서 보이는 ‘패러디’를 이러한 문학적 패러디로 규 

정하기는 어렵다. 패러디되는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정 장르의 ‘뒤집기’는 

문학적 패러디라기보다는 사실의 뒤집기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 러 

시아 웃음 문학에서 문학적 패러디가 나타나고 있는 작품들이 무엇보다도 그 

작가와 독자들이 속한 계층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예컨대 예 

배 장르， 탄원서， 서한， 지참금 목록 등)인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리하효프가 지적하듯이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의 패러디가 패러디되 

는 장르에 대한 조롱을 포함하지 않는 것'2:7)도 그것이 패러디라기보다는 ‘뒤집 

기’에 가깝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웃음 문학에서 조롱 

의 요소는 부차적이라고 할 것이다. 현실의 뒤집기는 우스뺀스끼가 ‘제의적 반 

(反)행위’와 관련해서 고찰하고 있는 ‘제의적 무의미 (pHTyanbHa~ 6eCCMhlCnHua) ’ 

와 유사하다. ‘반행위’를 “역전된， 뒤집힌 행위， 다시 말해서 반대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스뺀스끼는 풍요를 기원하는 일련의 제의들에서 나타나는 왼손 

으로 하는 행위， 옷을 뒤집어 입는 행위 등올 ‘반행위’로 고찰하고 있다. 발생 

론적으로 원시고대의 이교적 제의로 거슬러올라가는 이러한 ‘반행위’는 이교적 

제의와의 연관을 상실한 중세에 와서 무의미한 형식이 된다: 

“본질적으로 이교적 근원에 닿아있는 이러한 제의들은， 따라서 발생론적으 

로는 또한 사자(死者) 숭배와 연관된다. 하지만 그것과의 연관은 이미 의식되 

지 않는다 종교적인 반행위는 제의적인 반행위로 퇴화되고 그 의미론을 상 

실 한채 그 기 능만을 보유하는 것 이 다쟁) 

26) Y.1I.SIHt\PO B. φ (1998) PyCC KaJl napoJlll껴 1850-1860-x rOnOB H naponHAH~e ~OpMH B npo

‘{3BeneHH~x M. E. CaJlb~I<OBa- D\enpHHa // M. E. CaJ1TblKOB-mellpHH H pyCCKaJI caTHpa 

XVIII-XX BeKOB. M. , C. 99. 
27) J1HxalfeB 11. C. (1973) l1peBHepyccKHA CMex ν npo6J1eM.W H n03TH쩌 H HCTOpHH J1HTepaTypκ 

CapaHCK , C. 75. 
28) YcneHCKI깨 B. A.(l996b) c.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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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뺀스끼는 이러한 ‘제의적 무의미’의 예로 점칠 때 사용되는 ‘눈[雪] 뽑기’ 

나 ‘물을 채에 담아 옮기기’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제의 행위에는 반 

행위의 시학으로서의 ‘뒤집기’만이 남아있으며 그 의미론은 상실되어있기 때문 

에 재구를 거쳐서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뒤집기’의 시학을 이용하여 웃음 문학의 작가들은 독특한 세계상을 창조해 

내고 있다. 앞서 r부유한 삶」은 작가가 민담과 민간신앙에 널리 퍼져 있는 저승 

세계에 대한 표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독특한 뒤집힌 세계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부유한 삶」은 17세기 웃음 

문학의 패러디적 성격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예로 간주될 수 있다. 17세기 웃음 

문학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적 패러디가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해서- 패러 

디의 시학이라기보다는 ‘뒤집기’의 시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3. ‘뒤집기의 백과사전주의’와 17세기 웃음 문학 

웃음과 희극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7세기는 “웃음에 대한 중세의 문화적 

금지의 철폐와 웃음의 폭발적인 해방"29)으로 특정지어진다. 더 나아가 이 시기 

의 웃음은 특정 한 한 부분이 아니 라 “인류의 전 역사를 포괄하게 되 었다떼) 

이러한 이 시기의 웃음의 보편성(모든 것을 향하는 웃음이라는 의미에서의 보 

편성)은 17세기 웃음 문학의 경우 현실의 ‘뒤집기’라는 시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스뺀스끼에 따르면 고대 러시아의 문화에서 ‘반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의 

‘뒤집기’라는 근본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 실현의 방향성의 부재， 혹은 불 

확정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구체적인 발현에서 반행위는 무수히 많은 다양 

성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언제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의 실현， 즉 이러저러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규범들을 그 반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의 

미에서 그것은 뒤집힌 행위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체의 성격은 미리 규정되 

29) naH"IeKO A. 1.4.(1 996) PycCKaJ1 Ky.nbrypa B KaHyH nerpOBCKHX petþopκ HJ HcropHH PYC

CKoR Ky.nbrypbl. T. III. (XVII - Ha"lanO XVIII BeKa). 1.4., C. 167. 
30) CIofHpHOB H. n.(1980) 0 6apO f/HOM KOMHJMe, Wiener SIawistischer Almanach. Bd. 6. 

Wien, 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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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31) 

17세기 웃음 문학에서도 현실 세계의 뒤집기의 구체적인 실현은 불확정적이 

다. ‘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웃음 문학 또한 이러저러한 정도로 실제적인 대상， 

실제적인 텍스트를 그것에 대립되는 것으로 대체하지만 그 ‘뒤집기’의 구체적 

인 방향은 언제나 불확정적이다. 17세기 웃음 문학의 텍스트가 갖는 다양한 이 

본의 존재가능성은 이같은 시학으로 내재적된 도출된다，32) 바로 그렇기 때문 

에지참금」은 때로는 “축축한 수요일， 천연두걸린 목요일， 흐리멍텅한 금요 

일”에， 때로는 “축축한 수요일， 흐리멍텅한 목요일， 노란 금요일， 세르뿌호프 제 

일(聚日) 전야”에 쓰여지는 것이다. 

이본은 모든 17세기 웃음 문학에 특정적이다수닭」과 r요르쉬」의 경우는 

산문본과 시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때로는 아주 크 

게- 차이를 보인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술꾼과 그것을 막는 성자들의 대 

화로 구성되고 있는 「술꾼」의 경우 러시아 성자인 니꼴라가 때로는 이 성자들 

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인 

현실 텍스트의 ‘뒤집기’가 실현되지만 그 ‘뒤집기’의 방향은 불확정적이며， 여기 

서 다양한 이본들이 등장하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술꾼」과 함께 가장 많은 판본을 가지고 있는 「포마와 예 

료마」는 경우가 흥미롭다. 이 작품의 판본은 수고형태의 이야기， 루복 그림， 민 

요， 동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잃) 다양한 이본의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뒤집 

기의 백과사전주의’라는 관점에서도 이 작품은 17세기 웃음 문학을 하나로 묶 

어주는 근본적인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작품에 대한 예비적인 분석을 해보기로 하자. 

r포마와 예료마」는 통사론적 평 행 (CHHTaKCH맨CKH언 napaJJJJeH3M)의 원칙 34)에 

31) YcneHC I<HlI 5. ,II,(1996b) c. 얘O. 

32) 참고로 가장 많은 판본(cnHCOI<)의 수를 자랑하는 r술꾼」의 경우 52개의 판본에， 시 

기에 따라 구별되는 2개의 대 그룹으로 수렴되는 최소 7개의 편집본(petlal<뻐~)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φOI< HHa O. H. (1995) JlHTeparypHlI.JI HCOTpHJI “nOBeCTH 0 6pll.)/(HHKe" 

H npo6J1eMbl HlI.pO/1HOJt KHHrH. HOBOCH6HPCI<, C. 16-25, 89-130을 보라 각 편집본들의 
이본의 수는 물론 더욱 많다. 

33) 이 작품의 판본에 대해서는 50raTblpeB n.r. (1971) BonpocbI TeopHH HilpO/1HorO HCKYC

CTBil. M., c. 417-421를 보라. 
34) 50raTblpeB n. r. TaM )((e. C. 401-417; ~1<06COH p. (1998) n033H~ rpaMMaTHI<H H rpaMMa

TH l<a n033HH // CeMHOTHKil. COCTaB. H o f5D1a~ petl. 10. C. CTenaHOBa. T. 2. C 4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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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되어 있는 한 쌍의 문장， 하나는 포마에 대한， 다른 하나는 예료마에 

대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지배적인 모티프는 포마와 예료 

마에 대한 통사론적 차원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동일성 반복의 모티프이다. 나 

아가 이 모티프는 개별적인 문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의 연결(단락， 에 

피소드)의 차원과 슈셋의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먼저 개별적인 문장의 차원에서 역접 접속사(‘그런데/그러나(a)’)로 연결되는 

동의어들이 결합된다: “예료마는 노래를 시작했지만， 포마는 선창했다(EpeMa 

3aneJl, a φOMa 3 aBOnHJl)", “예료마는 떠났지만， 포마는 도망갔다(EpeMa y미eJl， a 

φOMa y68*aJl)"(34). 나란히 인접하고 있는 이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차별적이 

지만 그 내용상 동일하다. 그 결과 역접 접속사 ‘그러나/그런데 (a)’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문법적 규범의 파괴) 그와 함께 문법적인 차원에서 두 인물을 

구별시켜주는 개별적인 단어들이 갖는 의미론이 무화된다(개별적인 기호들의 

의미의 무화).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론이 차별될 수 있는 

서술도 이러한 원칙에 종속되어진다. 예컨대， “포마는 사팔뜨기지만， 예료마는 

백태다， 포마는 대머리지만， 예료마는 옴쟁이다”와 같은 서술에서 의미론적으 

로 구별될 수 있는 개별적인 단어들(사팔뜨기， 백태， 대머리， 옴)은 그 개별성 

을 상실하고 보다 큰 상위의 범주， 즉 ‘기형성’이라는 범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 

는 것이다. 그 결과 동장 인묻틀 간의 차이가 제거되고 그 유사성이 강조된다. 

통사론적 평행과 관련해서 야롭슨은 그와 같은 평행이 ‘선택의 축에서 결합 

의 축으로 등가성의 원리를 투사’하는 시적 원칙의 실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 

다，3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다 엄밀한 검토가 펼요하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등가성의 원리를 투사한다’는 시적 원칙은， 무엇보다도 

시인이 형식적 유사성에 따라(예컨대 각운) 의미론적으로 구별되는 어휘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그것들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어휘들의 의미론적 긴장도는 강화되고 그 의미틀의 혼합이 각각의 어휘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보존한 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36) 

이와 달리 「포마와 예료마」에서는 개별적인 어휘들의 의미론은 사라져버리 

고 그 결과 그것들을 다른 어떤 단어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35) }IKO !5cOH P. TaM lI<e. C. 494; }IKo !5COH P. (1975) JlHHrBHCTHKß H n03THKß, CTPYKTypßJTH3μ 

“3a" H “npoTHB". M., c. 204. 
36) 새로운 의미 창조의 시적 원칙， 특히 야몹슨의 시적 원칙과 관련해서는 J10TMaH 애. 

M. (1998) 06 HCKYccTBe. Cn!5., C. 159-16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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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예를 들어 한 판본(운돌스끼 본)에서는 “예료마는 무를， 그러나 포 

마는 마늘을”이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무와 마늘은 동의어가 아니지만 여기서 

는 똑같이 맛없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즉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다 

른 판본들에서 이 서술은 유사한 다른 문장들로 대체될 수 있었다: “예료마는 

무를， 포마는 배추를 “예료마는 파를， 포마는 마늘을” 등 ... 이 문장들간의 차 

이는 보다시피 없다. 

차이를 무화시키는 이같은 결합 원칙은 개별적인 에피소드 단위에서도 관찰 

된다포마와 예료마」에는 두 인물의 성공적이지 못한 ‘모험’에 대한 에피소드 

들이 서술된다. 이 에피소드들 속에서 포마와 예료마의 온갖 ‘모험’들이 묘사되 

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실패에 대한 묘사이다. 개별적인 문장의 차원에서 

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에피소드들도 다른 에피소드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 

다.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갖는 차이는 없으며 그 결과 한 에피소드를 다른 것 

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즉 즉홍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전체적인 슈셋의 차원에서 r포마와 예료마」는 표면상 절정을 갖는 듯 보인 

다: “그들이 급류에 다다랐을 때 나쁜 선부(船夫)놈들이 덮쳤다. 예료마를 빠 

뜨리고， 포마를 내던졌다. 예료마는 물에 빠졌지만， 포마는 강바닥으로 - 둘다 

고집이 세서， 강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다"(36). 그러나 그와 같은 절정은 거짓 

임 이 드러 난다. “第 3蔡 日 에 그들은 가파른 강변으로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러 몰려들었다"(TaM lI<e). 더 나아가 이 부분은 일종의 되돌이표이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지만 그것은 반복에 불과하다. 절정 이후의 결말은 서 

술의 맨처음으로 돌아간다: “예료마는 사팔뜨기지만 포마는 백태이다 

그들이 3일 동안 다른 세계(물 속)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이 

모티프는 「포마와 예료마」의 동화본에도 등장한다퍼) 다른 세계에 있었다는 모 

티프와 함께 다른 세계로부터 돌아옴이라는 모티프는 죽음에서 삶으로의 부활 

이라는， 민간신앙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기독교 문학(BH.1leHHe 장르38))에서도 

잘 알려진 표상과 유사하다. 물론 「포마와 예료마」에서 저승으로부터 현실 세 

계로의 복귀는 이와 같은 저승 세계에 대한 표상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기능，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종의 되돌이표이다. ‘삶-죽음-삶’의 운동조차 그 

들의 삶이 갖는 반복성， 대체가능성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37) Hapol1Hble pyccKHe CKa3KH A. H. AlþaHaCbeBa. T. III. No. 41 1. C. 139. 
38) 기독교 문학에서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복귀와 BHlleHHe 장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rypeSH'1 A. R(l981) np06.11eMa Cpel1HeSeKosol1 HapoOHo l1 Ky.l1bTypbl. M., c. 18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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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와 예료마의 세계에서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그들[포마와 예료 

마]은 실제 세계로부터 박탈되어 어떤 동화적 공간으로 옮겨져 있다. 그들은 질 

채 시간으로부터 박탈되어 었다 "39) 실제로 「포마와 예료마」의 시간은 바흐젠 

이 말하고 있는 민속적 시간의 순환성 (UHKJlHtlHOCTb)에 상응한다: “순환성， 따라 

서 순환적인 반복성이 이러한 [민담적] 시간의 모든 사건들 속에 놓여 있다. 그 

것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순환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장 또한 진정 

한 정립이 되지 못한다때) 이와 유사하게 포마와 예료마의 세계에는 진정한 

‘모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웃음은 세계를 나누고 무한한 쌍들을 창조하여 현 

상들과 대상을 복제하고， 그럼으로써 세계를 ‘기계화’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41) 

「포마와 예료마」에서는 먼저 문법적 원칙이 뒤집힌다. 문법적 원칙을 고의 

적으로 파괴하면서 작가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거의 무의미에 가까운 서술 

의 사슬을 만들어낸다. 그와 같은 실제 세계의 뒤집기 원칙은 한편으로 「포마 

와 예료마」의 다양한 판본들을 하나의 대(大) 텍스트로 결합시켜주는 동시에 

무수히 많은 이본들의 창작과 즉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마 

와 예료마」는 17세기 웃음 문학에서 언제나 어떤 대상 어떤 사실을 뒤집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은 불확정적인， ‘현실 세계의 뒤집기’라는 시학적 원칙이 어떻 

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원칙은 17세기 웃음 문학이 갖는 ‘뒤집기의 백과사전주의’와 밀 

접하게 연관된다. 방향의 불확정성은 곧 전방향성으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17세기 웃음 문학에서는 어떠한 것도 웃음과 희극적 묘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미 「포마와 예료마」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거 

의 모든 17세기 웃음 문학에서 이러한 웃음의 보편성은 어느 정도 내재해 있 

다요르쉬」의 경우를 보자. “법정의 재판 과정을 희극적인 관점에서 재사 

유"42)하고 있는 이 작품의 최초 판본은 법관들이 요르쉬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그의 절도와 무고를 물어 국가 사형대에서 사형할 것과， 뜨거운 날 햇 

볕아래 매달 것”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아드리아노바-빼레쪼의 연 

구에 따르면， “최초 판본의 텍스트들의 일부가 새로운 결말， 즉 법관들의 판결 

을 듣고난 요르쉬가 그들을 비난하면 (“진실을 따라서가 아니라 뇌물을 따라 

39) JJHXa'leB n. c., naH'IeHKO A. M., nOHWpKO H. 8. (1984) C. 41. 강조는 필자 
40) 5aXTHH M. M. (1975) BonpocbI J1HTep4Tyþbl H 3CTeTHKH. M., C. 359. 
41) JJHXa'leB n. c., naH'IeHKO A. M., nOHWpKO H. 8.(1984) C. 38. 
42) Ct.mpHoB H. n.(l991) C.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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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결하였다") 꼬리를 흔들고 도망가 버리는 것으로 종결되거나， 혹은 필사 

가가 옛 결말에 새로운 결말을 덧붙여 쓰는” 변화가 생겨난다.43) 그리하여 이 

야기의 결말부의 변화(‘요르쉬의 도주’)는 사람들이 요르쉬를 잡아 먹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운을 갖춘 nOBecTylllKa가 다음과 같이 몇몇 판본의 결말에 첨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ell<aπ 6ec, 3an.1le.1l e3; npllme.1l AHTOHI깨， 3aTIIHy.1l KO.1lIlK; npllmO.1l nepwa, 3a.1l0-

lI<lI.11 Bepmy; npllWO.1l CKOKbllaH, Epma 60ra lIa.1l; npllmO.1l KY3 J1, nO.1l0ll<II.11 Epma B KY-

30B(14)44) 

먼저 운을 갖춘 이 nOBecTylllKa는 「요르쉬」에서 관찰되는 물고기의 이름과의 

운을 이용한 희극적인 말장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예 

컨 대， “COM 3 Ó01lb띠IiM YCOM", “JIew.y C TOBapliw.Ii", “E1Ieu CT[p]e1leu, Ylla1l0ß 1.10110-

lleu" 등을 보라). 인간 사회를 ‘뒤집고’ 있는 물고기의 왕국에 대한 희극적인 

묘사가 이 nOBeCTylllKa에서 인간의 삶， 인간의 언어로 침입하게 되고， 그 결과 

웃음의 대상은 이미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과 그의 기호들이 된다.얘) 따라 

서 r요르쉬」의 본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이 nOBecTywKa에서 웃음의 대상이 

확장된다. 

두 번째로， 고유명사와의 운을 이용한 희극적인 말장난에는 확장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포마와 예료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nOBecTylllKa에는 무한 

한 이본의 창조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요르쉬」의 한 판본 뒤 

에 붙어있는 「그 요르쉬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텍스트에서는 요 

르쉬를 잡아먹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와 운을 맞춘 고유명사의 수가 약 2변에 

걸쳐 나열되고 있다(15-16변을 보라). 이는 고유명사와 요르쉬를 잡아 먹는 것 

을 지칭하는 통사와의 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성명학서(姓名學書 -

OHOMaCTIiKOH)’이며， 그것은 본질상 무한할 수 있다. 

‘뒤집기의 백과사전주의’와 웃음의 대상 확장 경향은 r치료서」에서도 드러난 

43) Al\pllaHoBa-nepeTll B. n.(1937) O'lepKH no' HCTOpHH pyCCKOIt C4THpH'IeCKolt J1HTepaTypu 

XVII BeK4. C. 150. 
44) 이와 같은 운을 맞춘 nOBeCTywKa를 가지고 있는 판본들에 대해서는 AlIpllaHOBa-nepeTll 

B. n.(1937) c. 136을 보라. 
45) CeMJl4KO C. A. , C뻐pHOB 11. n.(I99) nOBeCTb 0 Epme EpmOBII4e ν cπ'OB4pb KHH){(HHKOB H 

KHH){(HOCTH ßpeBHelt Pycκ XVII B. 4. 3. CT6. c. 120-12l. 



82 러시아연구 채 10권 제 1 호 

다치료서」에서 웃음 대상의 확장 경향은 너무나 강해서 일종의 진귀한 사물 

에 대한 ‘수집벽’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처녀가슴에서 나온 젖 3방 

울， 젠득한 곰의 포효 16졸로뜨니끄， 뚱뚱한 독수리의 날개짓 4 아르쉰"(95) 등 

과 같이 실제적으로 저울질 될 수 없고， 물질화될 수 없는 것들이 ‘약’으로 제 

시되는 것이다. 실제로 r치료서」의 한 판본에서 작가는 자신의 「치료서」가 “숙 

취에 유용하지만 쓰지 않은 단지 진귀할 뿐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6) 

이러한 진귀한 사물에 대한 ‘수집벽’적 경향은 「목록」에서도 나타난다. 작가 

의 ‘수집 목록’에는 약혼녀도 포함되는 것이다: “약혼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녀 자체는 9.5 아르쉰에 둘레는 그 반이요 / 그녀의 코에는 까마귀밥 나무가 

자라고， 입에는 마가목이 자랐다./ 목은 학의 목이요， 다리는 배모양이다./ 낯 

짝은 적 황색 이 요， 톰통에 서 창자가 쑥 빠져 나와 있다."(102) 

17세기 웃음 문학의 ‘뒤집기의 백과사전주의’는 작가와 독자， 즉 웃는 자들 

자신까지도 향한다. 여기서 웃음 문학에 독특한 “웃는 자들 자신을 향하는 웃 

음 ‘자기아이러니’가 둥장한다. 알파뱃서 장르를 ‘뒤집고 있는’， 따라서 필연적 

으로 첫 문자 a3에 상웅하는 ‘나(a3)’에 대한 서술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r알 

파뱃」서에서는 무엇보다도 ‘헐벗고 가난한’ ‘내’가 웃음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헐벗음과 맨발， 이것이 나의 아름다움이다”，47) “고기를 먹었으면 좋으련만， 이 

빨에 끼겠고， 어디서도 구할 데가 없구나"(27). 

「알파뱃서」에서 서술 주체에 대한 웃음이 특정적이라면요르쉬」와 「목록」 

에서는 독자/청자에 대한 웃음이 나타난다. 앞서 지적한 r요르쉬」를 지속하는 

nOBecTywKa에서 이제 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아마도 「요르쉬」을 읽고 들으면서 웃음을 터트렸을- 인간과 그의 언어이다. 

때로 웃음은 직접적으로 독자/청자를 향한다목록」에서 작가는 독자/청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여기 앉아서 앞에서 쓴 목록을 듣지 않은 저 사람들 

에 게 는 그을은 재 를 ... "(98) 
독자/청자를 작품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기법은 18세기 루복 그 

림 「너와 우리 둘 세 명은 방탕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유사하다.얘) 이 그림은 두 명의 인물만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은 그 희극적인 

구조에서 웃음 문학의 구조와 동질적이다. 우선 웃음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46) A.llpHaHOBa-nepeTU B. n.(1937) c. 240. 
47) TaM :l<e. C. 22. 
48) 참고로， 이 그 림 은 끼HXaqeB n. c., naHqeH I<O A. M., nOHhlpKO H. B. (1984) c. 44에 실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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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웃음이 향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1인청의 인물(‘우리’)이며， 양자 

모두 ‘자기아이러니’가 특징적이다. 두 번째로 독자 혹은 청자를 작품의 ‘내부’ 

로 끌어들이면서 웃음 문학이나 이 그림 모두 그들올 웃음의 대상으로 만든다. 

루복 그림의 경우 그림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두 명의 ‘바보’ 외에 ‘세 번째 바 

보’는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되는 것이다.49) 

웃는 자 자신이 희극성의 대상이 되는 이같은 희극적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 

해서 웃음 문학의 작가들은 중세의 하층민들의 문학에 널리 퍼져있던 “바보， 

광대 그리고 악당”의 형상을 이용한다. 바흐젠은 “이러한 인물들은 스스로 웃 

으면서， 스스로를 웃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발화가 사회적인 제조건 

들에 대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블리오와 쉬바녹， 소극， 패러디적이고 풍자적인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키워내는 봉건적인 배경과 어리석은 관습들， 거짓 

들과의 투쟁이 전개된다. 이러한 것들에 건강하고， 유쾌하며 교활한 악당의 

지혜가 < ... > 광대의 패러디적인 조롱과 바보의 소박한 몰이해가 그것들을 폭 
로하는 힘으로서 대립된다 "50) 

‘바보와 광대， 악당’의 형상과 언어는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의 모든 작품 

들 속에 이러저러한 정도로 내재되어 있다. 작가와 독자 자신， 웃는 자들 자신 

을 ‘뒤집기의 백과사전’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 

작가틀의 지향은， “뒤집힌 세계상”을 창조하기 위해 민속과 민간 신앙， 모태적 

인 ‘웃음 문화’에 등장하는 형상틀을 이용하였듯이 자신과 자신의 독자들의 형 

상을 창조하기 위해 그와 같은 형상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4. 결론 -17셰기 웃음 문학의 ‘패러디적 뒤집기’의 의의와 기능 

17세기 웃음 문학의 근본적인 시학으로서 ‘패러디적 뒤집기’의 의미는 어디 

에 있는가? 먼저 웃음 문학에서 ‘패러디적 뒤집기’는 무엇보다도 독특한 세계 

49) CMHpHOB H. n. (198이 c.8을 참조하라. 
50) BaxTHH M. 1.1.(975). c.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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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창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리하효프는 근대적 패러디와 웃음 문 

학에서의 패러디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후자에서 패러디의 목적은 ‘반(反)세계’ 

의 창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소위 고대 러시아의 ‘패러디’는 대부분의 경우 

‘헛소리 (He6때때b1)’이다. 그것들은 그들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나 장르가 

아니라 세계 자체， 현실 자체를 ‘뒤집으며’， < ... > 일종의 ‘헛소리’， 무의미한 흰 
소리， 뒤집혀진 세계， 혹은， 최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 말하 

자면， ‘반세 계’를 만들어 낸다."50 

여기서 ‘반세계’와 그것을 창조해내는 ‘패러디’ 혹은 ‘패러디적 뒤집기’의 기 

원이 세계에 대한 원시고대적인 이교적 표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프레이댄베르그(O.M. φpeAlleH6epr)에 따르면 고대의 희 

극에서 패러디는 윤리적인 범주가 아니라 의미론적인 범주이자 인식론적인 범 

주， 즉 세계의 ‘이중기원적 통일성 (llByellHHOCTb)’올 나타내어주는 범주이다: “이 

중기원적 통일의 세계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의 궤도가 다른 궤도 

를 패러디하는 두 례도의 현상들을 갖는다. < ... > 태양은 어둠을， 하늘을 대지 
를， ‘본질’은 허상을 수반하며 ‘전체’는 오직 이 상이한 것들의 존재를 통해서만 

이 달성된다 "52) 이중기원의 한 펼연적인 부분으로서 패러디하는 분신은 자신 

의 ‘진지한 대립물’과 ‘이중기원적 통일의 세계’를 구성한다. 여기서 웃음은 진 

지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패러디의 의의는 ‘농담 혹은 모방’이 아니라 ‘신성한 것과의 접합(Cα야대‘‘M없’ 

C BO여3Bbμ뻐뻐l뻐때u미le하태H바뻐u뻐H뻐μ뻐M씨)'페。어에11 있다다.혀닮떼) 원시 고대 적 제 의 와 관련된 다양한 숭배 제 의 에 서 등 

장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독신적인 형상들은 그 원래의 의미론에서는 

결코 독신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원시고대적인 전통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상실한 조건에서 그와 같은 패러디 

를 이용하여 뒤집혀진 세계상을 창조하는 것은 원시고대의 패러디가 가졌던， 

더 나아가서 중세의 패러디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의미， 다른 기능을 갖는다. 

‘신성한 것과의 접합’이라는 내용적인 의미를 상실한 뒤집혀진 세계는 무엇보 

다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전제로 한다. 물론 봉건적 

51) JIHXa 'leB n. c.(973) c. 77. 
52) φpelllleH6epr O. t.f.( 1998). MHIφ M 까fTepðTypð ope8HOCTH. 11311. 2-e , Hcnp. H llon. 1.1., 

c. 345. 
53) φpelllleH6epr O. 1.1.(1973) np얘CXOll<lleHHe nap얘HH / / Tpyobl no JHðK08bIM CHCTeMðM. T. 

VI. TapTY, C.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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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하부 혹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17세기 웃음 문학 

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저항이 사회적으로 무의미하며 어떠한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희망없 

음이라는 비극적인 감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전세계를 향하는 웃음으 

로 달려간다. 여기서 17세기 웃음 문학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히 작가의 자기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 -예컨대 「알파뱃서 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존재의 비극성에 대한 감정이 나온다. 

물론 17세기 웃음 문학의 작가들은 존재의 비극성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에 대한 희극적인 역전을 통해 전달한다.54) 웃음 문학에서의 ‘패러디적 뒤집기’ 

의 특수성은 여기에 있다. 

둘째， 웃음 문학의 ‘패러디적 뒤집기’에는 독자에 대한 작가들의 의도적인 지 

향， 재미로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독자에의 지향， 재미로의 지향은 17세기 

미학의 전반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의 친족이라 할 수 

있는 16세기말-17세기의 폴란드의 리발뜨 문학(pw6aRbTOBCKaR RHTepaTypa)ffi)에 

대한 모찰로바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웃음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17세기 예술은 그 커다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완전 

성으로의 지향보다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작용 지향성에 기초하여 서 

로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학사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 ... > 
16-17세기 서민적， 민주적 작품들의 경우 또 한가지의 기능， 홍미라는 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6) 

독자에 대한 지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예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목록」에서 

독자/청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드리아노바 

-빼레쪼가 지적하고 있듯이 17세기 웃음 문학에서 패러디되는 것들은 “‘고전적 

인’ 전범들 즉 “문맹의 독자들도 소문이나 교회 예배시간에 자주 들어서 쉽게 

54) MO'laJlOBa B. B.(1985) c. 14. 

55)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과 16-17세기 폴란드의 리발뜨 문학의 친족성에 대해서는 

naH'IeHKO A. M.(1976); naH'IeHKO A. M. (1996) c. 167-174; MO'laJlOBa B. B. (1985) c. 

129-137; HHKOJlaeB C. H(1992) 뻐 HCTOpHH nOJlbCKO꺼 caT때뻐eCKoR JlHTepaTypu B Poc

CHH (XVII - nepBaJl nOJlO뻐Ha XVIII) ν TOl1P.π T. XLV. cn6., C. 305-314룰 참조하라. 
56) Mo'laJlOBa B. B.(1982) “HH30Boe" 6apOKKO B nonbme: DpaMaTyprHJI H n033HJI ν öapOKKO 

B C.π'aBJ1HCKHX KyJ1bTypax. M. , 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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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패러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장르들이다.57) 여기서도 

‘패러디적 뒤집기’는 독자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의 수단이 된다. 

중세 사회는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그 이전에 전유된 

것과 동일시하는 ‘자기소통(aBTO I<OMMYHHI< a띠jj) ’이 특징적이다. 자기소통은 어떤 

정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정보의 반복과정으 

로 특징지워진다(예컨대 구어적인 민담의 전달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이다).잃) 

고대 러시아 문학의 에티켓성과 그와 관련된 전통성이 중세 사회의 ‘자기소 

통’으로의 경향에 상응한다. 중세에는， 리하효프가 지적하듯이， 기법의 전통성 

이 어떤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에 따트면 “고대 러시아의 문학 작품에 

서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이 갖는 효과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작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혔으며 그것의 내용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고대 

러시아의 독자들은 작품을 전체로 포괄한다. 작품의 서두를 읽으면， 그것이 어 

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59) 이와 같은 고대 러시아 문학은 삶과 주변 세 

계에 대한 중세적 인간의 일정한 태도에 의해 규정된다. 구레비치는 다른 중세 

문학 장르와 비교해볼 때에도 특히 그 ‘정체성(停輔性)’이 두드러지는 설교 문 

학 장르의 비가변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무엇보다도 설교 문학 자체의 특징， 즉 

직접적으로 독자를 대하게 되는 작가들이 독자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당대[중세]의 유럽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었다. 그들의 삶은 일상적 반 

복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보수성은 이 계층의 불가분의 특징이다. 이 계층은 새로운 것을 조심스럽게，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란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했던 영혼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상 

적인 것이라 간주되었던 균형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일상적 

인 설교와 종교적 전설의 청자들은 자신들의 목회자로부터 사고의 독창성을 

57) A.l1pHaHOBa-nepeTU B. n. (1937) c. 253. 
58) ‘자기소통’에 대해서는 JJonlaH 삐. 1-1.(1996) BH}'TPH MblCJ1Jf~HX MHpoB. 1-1., c. 23-45를 보 

라. 한편 스미르노프는 중세적인 ‘웃는 자들 스스로를 또한 향하는 웃음’(바흐젠)을 

지기소통적인 웃음이라고 하고 있다. 이때 중세적인 웃음의 자기소통성은 무엇보다 

도 중세， 특히 초기중세에서의 주체와 객체의 미분화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는 CMHpHOB H. n. (1977) c. 308; ci빼pHOB H. n. (1991) c. 24-25를 보라， 

59) JJHxa맨Ba n. c. (1978) 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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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평가할 능력도 없었다. 독서에 능하지 못한 대중 

들은 이미 익숙하고 잘 알려진 것들을 듣는 데서 지적인 만족을 얻었다. 중세 

에 인식은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이미 그 전에 받아들인 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60) 

자기소통은 중세의 서유럽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 17세기 러시아에서도 관철 

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웃음 문학의 “차이를 갖는 반복”으로서의 ‘패러디적 

뒤집기’는 독자/청자들의 미적 보수성을 만족시켜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요소 

틀의(예컨대， BbIMblCeJl) 텍스트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웃음 

문학의 작가들은 ‘오락적 문학’을 지향하였으며， 희극성은 이러한 지향을 달성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웃음 문학의 작품들 

이 누렸던 인기는 그와 같은 웃음 문학 작가들의 지향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준다. 

60) rypesH'I A. R.(1981) c.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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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 поэтике "пародии-перевертывания~ 

в русской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17 века 

Беи Хеи Тэн 

Как правило, русская смеховая литература 17 в. считается пародией на 

разного рода официальные жанры. В ней пародируются такие весьма распро

страненные жанры в древней Руси, как церковная служба, судное дело, азбу

ки, эпистол, челобитаная, лечебник и роспись о приданом. Наша работа посвя

щена пародийности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17в. как ее важнейшей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блемы пародийности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требуют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так как в некоторых текстах пародийность является неясной 

и спроноЙ. Например, в отличие от Службы кабаку, Калязинской челобинтой и 

Повест~ о Ерше Ершовиче т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к Сказание о куре и лисице, 

Сказание о роскошном жтии И веселоии и Сказание о Фоме и Ереме предста

вляют собой не столько пародию в собственно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ом смысле 

этого понятия, т.е. понятия, которое предполагает определнное отношение ме

жду пародирующим и пародуруемым ткстами, сколько перевертывание реально 

данного мира, т.е. замену тех или иных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ных норм на их про

тивоположность. Используя поэтику перевертывания, которая характерна для 

матер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ее авторы создают особую кар

тину мира. 

В связи с поэтикой перевертывания в стац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такие дру

гие, но связанные с подобной поэтикой важные черты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как энциклопедизм перевертывания, вариация ее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их импрови

заци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