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의 문체변이 (Stylistic Variations) 

송 은 지. 

1. 서론 

고대러시아어로 쓰여진 문헌의 문체는 주로 그 문헌의 장르 혹은 내용이나 

주제와 상응하여 설명되어 왔는데， 의례적， 종교적 장르의 문헌은 주로 문어위 

주의 교회슬라브어적 (Russian Church Slavonid 특성이， 법률이나 행정문서 

동의 일상적 장르의 문헌은 구어 위주의 순수러시아어적 특성이 우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이미 끼예프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의 혼합은 주로 그 

쓰여지는 내용이나 주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어 왔다 (Vinogradov 

1969).1) 고대러시아의 후기로 오면서 점점 이 코드혼합 혹은 전환 (Code 

Mixing, Code ShifO 은 그 동기가 더욱 불투명한 양상을 띠게 되어 장르와 

문체의 일대일 대응이 약화되고 쓰여지는 주제에 의한 문체변이란 측면도 예 

측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우선 새로 출현한 장르는 기존의 문체적 모댈 역할 

올 할 만한 텍스트가 없기에 보다 자유로이 문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 

고 기존의 장르는 본래의 문체적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와 지면서 새로운 언 

어요소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났는데2) 이 같은 변화는 두 언어체계의 상 

보적인 기능적 분포 관계， 즉 기능에 따른 자동적인 문체의 결정에서 두 문체 

가 비교적 동등하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 현실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 

다. 이같은 언어현실을 보이는 17세기를 YcneHCKHA (1987) 는 “다이글로시아 

(Diglossia) 시대에서 이중언어사용 <Bilingualism)로의 전환”의 시기라 규정하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모노마흐의 유언에는 비충음화된 TraT 형태의 어휘와 충음화된 ToroT 형의 어휘 

의 상대적 비율이 주제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훈부분은 두 형태가 

같은 수로 나오고 전기부분은 충음화된 형태가 압도적이며 철학적 사색 부분에는 

비 충음화된 형 태 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Vinogradov 1969) 
2) 교회슬라브어가 안 쓰이는 장르로 알려진 법전에 나타나게된 교회슬라브어적 요소 

에 대해 Worth (197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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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한마디로 보다 약화된 기능적 상보관계， 즉 보다 불투명해진 장르 

혹은 주제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3) 

17세기 후반의 러시아어는 러시아 문학어 발달사상 가장 흥미롭지만 동시에 

가장 분석하기 힘든 불투명한 언어사용규범을 지난 시기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교회슬라브어와 순수러시아어의 보 

다 역동적인 상호침투가 이루어졌고 (Vinogradov 1969), 다이글로시아에 필수 

적인 기능적 분화가 보다 약화되었음은 러시아 문학어 (Literarγ Language) 의 

형성과정， 즉 다원적이고 원심적인 경향， 즉 복수의 장르규범에 맞는 복수의 

언어체계가 단일하고 구심적인 언어체계를 지닌 문학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펼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였다고 볼 수 있고 (Worth 19i:5), 또한 이같은 상 

황은 일찍이 !icat:feHKO (958)가 말한 문학어의 성립조건 중 문학어의 다양한 

기능과 문체적 구별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장르와 문체의 자동적 연 

결의 약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회슬라브어와 순수러시아어의 이분법 

은 실제로 두 언어 체계가 오랫동안 공존해 왔고 언어 사용자의 의 식 속에 

서 이 둘이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되어 왔다고 보기 힘들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 둘의 정의자체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17세기 러시아어에서는 이미 태생적 교회슬라브어 (Genetic SIavoni 
cism) 보다는 기능적 교회슬라브어 (Functional Slavonicism)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였다. 특히 형태론의 체계면에서 이 시대 교회슬라브어라 감지 

되었던 대부분의 언어형태， 가령 호격， 아오리스트， 임퍼펙트， 플루퍼펙트， -OBH 

여격형태 등은 사실 순수러시아어의 문법체계에도 있었던 것이나 구어에서 

잘 안 쓰이게 되어 고어체， 문어체적 (archaicl 특정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언 

중의 의식 속에 교회슬라브어와 동일시되게 된 요소들인 것이다. 

러시아어와 교회슬라브어의 이분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에 대해 이마 여러 

학자들이 언급해 왔다. Hüttle-Worth (973)는 순수하게 한 가지의 문체로 쓰 

여진 문헌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고 기본 문법구조변에서 순수러시아어와 

교회슬라브어에 중첩되는 범주가 많으며 이 두 개의 문법을 당시 글쓰는 이 

3) 본래 다이글로시아는 Ferguson (1 959)에 의해 정립된 일반 사회언어학적 개념으로 

서 한 언어 내에 두 개 이상의 변이형이 존재하여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각각 보 

다 권위있는 상위어와 보다 일상적인 하위어로서 상보적인 가능적 분화를 이루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일걷는다. 고대러시아의 언어상황이 과연 다이글로시 

아의 특성 을 만족시 키 는지 에 대 한 논의 로서 Worth 0975, 197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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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사가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말한다. Klenin (994) 역시 14-17 
세기 러시아어 텍스트의 대부분이 심지어 같은 절 안에서도 교회슬라브어적 

특성과 순수러시아어적 특성이 공존하기에 현실적으로 이들을 배타적으로 이 

분하여 보는 것은 당시의 언어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히 순수러 

시아어에 속한 어떠한 언어요소도 기능적 교회슬라브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주장하면서 교회슬라브어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러시아어 전반의 발전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교 

회슬라브어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언중의 의식 속에 작용하는 대립의 양상이 

언어변천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문체의 배타적 이 

분법은 같은 교회슬라브어체 내에서도 좀 더 기교적이고 수사적인 교회슬라 

브어체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단순한 서술체의 교회슬라브어체가 구별될 수 

있고 (Worth 1978, 1984; Vlasto 1986), 순수러시아어 내에서도 법전의 언어와 

일상적 구어체가 구별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고， 모든 문체적 

구분이 실상 문체의 연속적 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17세기 후반의 문학작품인 아바꿈성자전 (~HTHe npOTonona ABBa

Kytda)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난 문체변이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4) 여기서 펼자는 기존의 문체변이에 대한 접근방법 및 문체분석 방법 

론이 갖는 한계점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는 문체변이에 참여하는 여러 요 

인들이 문체를 결정짓는다는 식의 예측적 모델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체변이에 

대한 화용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서 그 의의를 지닐 것이라 기대한 

다. 주제와 장르와 같은 텍스트의 자질로 문체가 통제된다는 기존의 견해는 

본 논문에서 살펴볼 아바꿈성자전에 나타난 역동적인 문체변이를 충분히 설명 

하기 힘들며 언어사용자의 주체성 (Subjectivity) 내지 능동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 문체변이가 갖는 ‘메타정보적 (MetinformationaD ’ 기능 (Yokoyama 1986) 
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기존의 객관적， 수량적 방법에 의한 문체분석방법을 보 

완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문체적 기능부담량 (Stylistic Load)의 개념이 필요함 

을 주장하고자 한다. 객관적 접근은 주로 교회슬라브어체와 비교회슬라브어체 

에 속하는 언어특성들의 수량적 비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공 

4) 본 논문의 자료로 사용한 텍스트는 POÕHHCOH (963)이다. 앞으로 인용될 페이지 수 
(folio) 는 이 원전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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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슬라므어의 교회슬라브어적 발전형태와 비교회슬라브어적 발전형태의 이분 

적 대립이 명확한 언어요소， 가령 충음화된 형태소(*torot)와 비충음화된 형 

태소( *trat)의 수량적 비교*미*며의 교회슬라브어적 변화형태 (* S c, * z d) 

와 러시아어적 변화형태 (*c , *z)의 수량적 비교 등이 주된 것이었다. 이 같 

은 방법에 의한 문체규정이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전반의 문체적 특징에 대 

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언어 분석자의 객관화된 관점에서 유 

효한 문체분석의 기준으로서 언어요소의 차별적 사용에 근거한 화자의 주관 

적인 문체전략을 놓치기 쉽다. 어떤 언어요소가 선택되어 담화의 연속선상에 

서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담화의 다른 부분과 변별적으로 분포될 때 그 

것이 갖는 문체적 의미는 결코 모든 언어요소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법론으 

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화자가 의도하는 문체적 정체성은 맥락을 고려한 언어 

요소의 상대적 분포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될 것이다. 

교회슬라브어체와 순수러시아어체라는 두 문체는 이미 그 오랜 공존의 역 

사로 인해 화자의 언어의식 속에 내 것 (CBOß) , 남의 것 ( qy)((Oß)이라는 확고 

한 배타적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고 그 문체적 기능의 펼연적 상대성으로 인 

해 언어전반의 점진적 변천에 따라 시대마다 조금씩 그 문체적 대립양상이 

달랐던 만큼， 이 두 문체를 엄격히 정체된 틀 안에서 규정， 분류하여 양적으 

로 비교함은 언어사용현실을 파악하기에 항상 적합한 문체분석방법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체라는 개엽의 ‘상대적’ ‘변별적’ 자질에 주목하 

고자 한다. 즉 그 이전담화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Syntagmatic) 측 

면에서의 문체적 특성과 계열측면(Paradigmatic)에서의 언어요소의 선별적 사 

용의 특성을 고려해 문체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의 주제나 장르만으로 

문체변이를 설명하는 방식과 또 모든 언어요소를 동등하게 보고 절대적 양화 

에만 초점을 둔 문체분석 방법론은 이미 텍스트의 능동적 생산자로서의 개성 

적 저자상과 자아상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17세기 후반이라는 시기를 제 

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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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우선 아바꿈성자전의 문체변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 다양한 

문체변이의 양상을 개관할 펼요가 있올 것이다. 이 텍스트는 크게 세 부분， 

순서대로 각각 (i) 이념적 해설부 (188v 처음부터 196v의 CHue a3 , npOTOnOn 

ABBakYM, BepylO, C때e HCnOBenalO, C CHM *HBY H 앤HpalO); (ii) 전기서술부 (196v 

의 PO뻐eHHe *e Moë B HH*erOpOUkHX npenenax, 3a KynMolO pekOIO, B cene rpH

ropOBe부터 267 He y4ëH nHaneKTHKa H PHTOpHKH H 빼noco빼H， a pa3yM XpHCTOB 

B ce6e HMaM, ~KO * H anOCTon rnaroneT: a~e H HeBe*na cnOBOM HO He pa3yMoM 

까지 ); (iii) 기 적 서 술부 (267의 npOCTHTe-e뼈 BaM npo HeBe*eCTBO nOBecenYlO 

부터 마지 막 285v까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i)과 (ii)는 서 로 다른 담화장르 

를 보이는데， 전자는 해설적담화 (Expository Discourse) tj- 한다면 (ii)는 내러 

티 브 (Naπative Discourse) 라 할 수 있다. 반면， (ii)과 (iii)은 구성 의 차이 로 

서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전자가 전반적으로 Ta*e, noceM, nOTOM 등의 접속 

어로 연결되어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는데 반해， (iii)은 일정한 주제， 즉 

기적이나 구마 (exorcism) 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그 시간적 순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술한다， (ii)와 (iii)은 그러나 모두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가 그 기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우선 텍스트 내의 현저한 문체적 대조를 살펴보자，5) 

1) Toro *e nHOHHCHlI 0 HCTHHHe: ceõe ÕO OTBep*eHHe HCTHHHbI HcnalleHHe 

eCTb, HCTHHHa ÕO cYD\ee eCTb; aD\e ÕO HCTHHHa cYD\ee eCTb, HCTHHHbI Hcnalle

HHe cyD\aro OTBep*eHHe eCTb; OT cy~aro *e õor HcnaCTH He Mo*eT, H e*e He 

õblTH-HeCTb, 뻐 *e pe'leM: nOTepllJlH HOBOJlIOÕUbI cyDlecTBo õo*He HcnalleHHeM 

OT HCTHHHaro rocnOlla, CBlITaro H *HBOTBOpllD\arO nyxa, nO nHOHHCHIO: KOJlH y* 

HCTHHHbI Hcn떠IH ， TyT H cYD\aro OTBepr깨Cb ， Bor *e OT CYDleCTBa CBoero HC

naCTH He Mo*eT, a e*e He Õl>lTH, HeCTb Toro B HI!M: npHCHOCYD\eH I’ CTHHHI쩌 õor 

Ham , Ry'lme Õl>I HM B CHMBOJle Bepl>l He r JlarOJlaTH rocnOlla, BHHOBHaro HMeHH, a 

He*eJlH HCTHHHaro OTceKaTH, B HI!M *e CYDleCTBO õo*He COllep*HTClI, 

(189v-19이 

‘디오니시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진 

다함은 자기자신을 거부함을 뜻합니다. 진리는 고유적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말 번역은 이인영 (1991)올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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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가 고유적 본질이라면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감은 고유적 본질올 거부한 

다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본질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며 떨어지실 수 

없다 함은 그분 안에 떨어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 

합니다: 신식애호가들은 진리되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떨어 

져 나옴으로써 하느님의 본질을 잃었노라고. 디오니시님 말씀대로 그것들은 

진리로부터 떨어지면서 곧바로 본질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서는 자신의 본질로부터 떨어지실 수 없으며 떨어지실 수 없다 함은 그분 

안에 떨어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리되신 하느님은 영원한 본질 

이십니다. 그자들이 〈신앙의 상징〉에서 진리되시는을 삭제하느니 차라리 원 

인적 존함이신 주님을 떼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진리되시는 속에는 하 

느님의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2) nOceM npllBe31111 B 5paUl<oß OCTpor 11 B TIOPMY I<IIHy1l1l, C01l0MI<II LIa1lll , H 

CIILIe1l LIO φ111I0nOBa nOCTa B CTYLIeHoß 6amHe; TaM 311Ma B Te nopw *IIBeT, LIa 

60r rpe1l 11 6e3 n1laTb~! 니TO c06aql< a , B C01l0MI< e 1Ie*y: 1<01111 Ha I<OpM~T ， 1< 01111 

HeT , M뻐eß MHoro 6w1I。’ 껴 IIX c l<y~belO 61111--11 6aTom l< a He LIaLIyT lIYpaql<lI! Bce 

Ha 6plOxe 1Ie*aJI: cnllHa rHII1Ia, 01l0X LIa Bmeß 6w1I0 MHoro, XOTe1l Ha na미1<0Ba 

I<p때aTb: <<npOCT씨>> Aa CII1Ia 6o*1I~ B036paH1I1Ia--Be1leHO TepneTb, nepeBe1l Me

H~ B TenJIylO 113ðy, 11 ~ TyT C aMaHaTaMII 11 C C06a l< aMII *1111 CI<OBaH 311“Y BCIO, 

A *eHa 3 LIeT싸’ BepCT 3 LIBaTueTb Õψla COC1IaHa OT MeH~ ， oa6a e꺼 KceHb쩌 MY

qll1la 311My Ty BCIO--1Ia~1Ia LIa yl<Op~1Ia ， CWH IIBaH--HeBe1l1l1< ÕWJI--nplIÕpe1l 1<0 

MHe nOÕWBaTb noc1Ie XpllCTOBa pO*LIeCTBa, 11 naWI<OB Be1le1l I<IIHyTb B CTYLIeH~。

TIOPMY, rLIe ~ CIILIe1l: Haqesa1l MII1I0ß 11 3aMep3 ÕW1I0 TyT , H HayTpo on~Tb Be1le1l 

K MaTepll npOT01ll<aTb, R eBO 11 He BIILIa1l, npIIB01l0KC~ K MaTepll--pyl<lI 11 Horll 

。 3 Ho61111 , 

(214v-215v) 

‘그 후 저는 브닷츠끼 요새에 끌려와 감옥에 쳐 넣어졌지요. 찍그만 짚단 

하나를 넣어 주었죠. 저는 성 필립 절식일까지 그 얼음장같은 탑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때는 한겨울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저를 옷 없이도 훈훈하게 

해 주셨지요. 저는 개처럼 짚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을 

주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아예 없었어요. 쥐들이 들끓었고 저는 그놈블을 승 

장으로 내리치는 게 일이었어요. 그 멍청이 같은 놈들이 찍그만 막대기 하나 

주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내내 배를 짚단에 대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등 

이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벼룩은 어찌나 많던지! 파슈코프한테 

“용서하시오”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힘이 그결 막아 주 
셨고 그분께서는 제게 견디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후 따뜻한 오두막으로 

옮겨졌습니다. 봄이 묶인 채 그 곳에서 인질들과 개들과 함께 온 겨울을 지 

냈어요. 제 가족은 저한테서 스무 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더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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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희집 하녀 크세니아가 겨우내 지절대며 못 살게 하는 바람에 고생을 

했구요. 그 때 아직 어렸던 아들놈 이반은 성탄절 후에 저하고 지내겠다고 

고생 끝에 제게 찾아왔었지요. 그런데 파슈코프란 놈은 어린애를 제게 갇혀 

있던 얼음장같은 감옥 속으로 쳐 넣으라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 귀여운 것이 

거기서 밤을 지내다 몸이 꽁꽁 얼어죽을 뻔했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자는 어린애를 제 어미한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애 얼굴도 못 

보았지요. 그 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은 채 엄마한테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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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1)은 교리적 설명이 주를 이루는 이념적 해설부의 문체를 잘 나 

타내는데 교회슬라브어체 특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된다. 우선 추상적， 종 

교 적 어 휘 (cymecTBo, %HBOTBOp~maro ， HCnaneHHe, HCTHHHa, npHcHOCymeH, rna

ronaTH, BHHOBHarO, e%e둥)， 형 태 적 특성 (가령 남성 생 격 단수 형 용사 어 미 

-aro), 통사적 특성 (수사적 어순 및 관계사를 사용한 복문) 등 교회슬라브어 

체에 특징적인 언어요소들의 결집을 보인다. 반면 (2)는 내러티브 전기서술부 

에서 구어체적 특성을 보이는 예로서， 일상적 구어체에 쓰는 어휘， 완료분사 

출신의 단순과거형 ( -n) 단순하고 생략이 많으며 등위접속 위주의 통사적 특 

성， 구어적 어순， 맥락의존적， 접속사 없는 문장의 연결， na, 'ITO, KOnH같은 구 

어체 접속사， 역사적 현재시제， 지소형의 빈번한 사용 (conOMKa, ÕaTO%Ka, ny

pa'lKa) 등 구어체에 주로 나타나는 언어요소들이 결집되어 나타난다. 또한 어 

순에 구어적 억양이 감지되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응집적이지 않고 상황의 

존적이다. 물론 위의 두 예에서 각각 다른 문체적 특성이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1)에서 - n과거형과 (2)에서의 피동태구문 (õblJIa CO

cnaHa)은 각각 구어체 및 문어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두 예 

는 비교적 문체적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로서 서술되는 내용 및 장르 

와 언어적 특성이 상응하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문체변이의 양상이라 할 것이 

다. 

전반적으로， 해설부에도 'ITO , õeper, nepen, POC-같은 순수러시아어의 어휘 

가 발견되지만 성자전의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인 교회슬라브어체 

로 쓰여져 있는 반면， 전기서술부는 모두 (2)와 같은 정도의 비교적 순수한 

구어체적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전기서술부에 나타나는 (2)와는 전혀 다른 

교회슬라브어적 요소가 현저한 하나의 예문을 들기로 하자. 

3) PO%neHHe %e Moe B HH%erOpOUKHX npenenax, 3a KYDMo~ peKO~， B 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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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HropOBe. DTeu 빼 6b1CTb CBJllIleHHf’K neTp, a NaTH-Map때， HHOKa Maptþa. DTeu 

:lCe NoA npHJle :ICa띠e nHTHJI XNeJlHOBa; Nan’ :lCe NOJl nOCTHHua H NOJlHTBeHHHua 6101-

CTb, Bcerna yqame NJI cTpaxy 60:ICH~. A3 :lCe HeKorna BHneB y cocena CKOTHHy 

ywepmy, H ToA HOIllH, B03CTaBme npen 06pa30N nJlaKaBCJI nOBOJlHO 0 nyme cBoeA, 
no빼HaJI cNepTb, Jl KO H NHe ywepeTb; H C Tex NeCT 06μKOX no BCJI HOI뻐 NOJlH-

THCJI , na naCT NH :lCeHy nONolllHHUY KO cnaceH베O. 

(196v-197) 

‘저는 니제고로드 지방 쿠드마 강 너머 그리고로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 

다. 저의 아버지는 사제 표트르이셨고 어머니는 마리야， 수녀명으로는 마르 

파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술고래이셨지만 제 어머니는 단식과 기도에 충실하 

셨고 늘상 제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웃 

집에서 소가 죽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죽음을 되새기 

면서 나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상 앞에서 어지간히 울었지 

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게 되었습니다’. 

위 예문은 해설부에 바로 연이은 전기서술부의 도입부로서 아오리스트， 임 

퍼펙트， 분사의 사용， 이중대격구문， HO띠b나 npell 등의 교회슬라브어체 어휘 

등이 보여주듯 교회슬라브어체 특성이 두드러지나 해설부에서 발견되는 수사 

적이거나 복잡한 통사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해설문과 내러티브가 갖는 

장르의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시 

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이야기성에 바탕을 둔 만큼 현학적 어휘나 복잡 

한 통사적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해설부의 문체가 수사적 (Rheto
rica1) 교회슬라브어라 한다면， 전기서술의 도입부는 이야기체의 교회슬라브어 

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기서술부의 문체는 (2)와 (3)의 중간적 영역이 

주를 이룬다 할 수 있다. 

기적서술부의 문체에 주목해 보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기서술부와 마 

찬가지로 교회슬라브어와 구어체적 요소가 섞여 나타난다. 

4) npOCTHTe-ellle BaN npo HeBe:ICeCTBO CBoe n06eceny~. 태， 3 r JlynaJl, OTua 

CBoero 3anOBenb npecTynHJl, H cero panO nON NoA HaKa3aH 6b1CTb; BHHNaA 60-

ra panH, KaI<O 6b1CTb. Erna ellle JI nonOM 6h1CTb, nyxOBH싸( uapeB, npoTonon CTe

~aH BbHH~aHbeBHqb， 6JlarOCJlOBHJl NeHJI 06pa30N φHJlHnna NHTpOnOJlHTa na KHH

ro~ CBJlTarO E~peNa CHpHHa, ce6J1 nOJl30BaTb, npOqHTaJl, H ~nH. A3 :lCe, OKaJlH

HblA, npe3peB OTeqeCKOe 6JlarOCJlOBeHHe H npHKa3 , Ty KHHry 6paTy nBO~pOn

HONY, no nOKyl<e eBo, Ha JlOmenb npONeHJlJl. Y NeHJI :lCe B nowy 6b1Jl 6paT 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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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HOII, HMeHeM EUφHMell ， 3eAO rpaMOTe rOpa311 H 0 uepKBe BeAHKO npHAe*a

HHe HMeA; HanOCAellOK B3껴T ÕYA K 6oAmoll uapeBHe BBepX BO nCaAOM빠iKH ， a B 

MOp H 3 '*eHOIO CKOH'laJlbCJI. Cell EB빼Mell AOmellb C에o nOHA H KOpMHA H rOpa3110 

。õ He꺼 npHAe*aA, npe3HpaJl npaBHAO MHOra*nN. H BHlIe õor HenpaBlIy B Hac 3 

õpaTOM, JlKO HenpaBO no HCTHHHe XOllHM--JI KHHry npoMeHJlA, OTUOBy 3anOBellb 

npecTyn때， a ÕpaT, npaBHAO npe3HpaJl, 0 CKOTHHe np때e*aA--H3BOAHA HaC B끼a

nNKO CHue HaKa3aTb: AOmellb Ty no HO'laM H B lIeHb CTaAH ÕeCH MY'lHTb--BCe

rlla MOKpa, 3ae3*eHa, H eAe *HBa CTaAa. A3 *e HellOYMeIOCJI , KOeJl pallH BHHhI 

õec TaK 03AOÕAJleT HaC. H B lIeHb HelleAbHhllI nOCAe y*HHa, B KeAellHOM npa

BHAe, Ha nOAyHo~HHue， ÕpaT MolI EB~HMell rOBOpHA Ka~H3MY HenOpO'lHYIO H 3a

BonHA B퍼COKHM rAaCOM <<npH3pH Ha M꺼 H nOMHAyIl MJI!>> H, HcnycTJI KH~’ry H3 

pyK, YllapHACJI 0 3eMAIO, OT ÕeCOB nOpa*eH ÕhlCTb--Ha'laT KpH'laTb H BOnHTb 

rAaChI HeYllOÕH뻐H ， nOHe*e ÕeCH eBO *eCTOK Ha'lama MY'lHTb. 

(267-268v) 

‘용서들하세요. 제 무지함에 대해 이야기 하나를 더 해 드리겠습니다. 글 

쩨 말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지 웹니까? 제가 제 신부님 

의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천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평사제였을 때였지요. 황제의 고해신부였던 

주사제 스테판 보그파티예프님께서 제게 축복을 내리시며 총대주교님 필립 

님의 성상과 성 예프렘 시린의 책을 주셨지요. 그것을 읽음으로써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 제길할 놈이 신부님 

의 축복과 계명을 경시하고 그 책을 제 사촌의 말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 애의 성화에 못 이긴 거지요. 제겐 예피메이라는 친동생이 있었어요. 그 

애는 배옴에 능하고 교회에도 아주 열심인 아이였답니다. 후에 그 애는 윗 

공주마마의 성가낭송자가 되어 궁중으로 들어갔다가 역병으로 부인과 함께 

죽고 말았지요. 그 애는 새로 생긴 말에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정성을 기울 

였어요. 몇 차례나 기도를 거르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저와 제 

동생의 불의를 보셨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길을 정의롭게 가고 있지 않음을 

보신 거지요. 저는 책을 바꾸어 먹었고 동생은 기도도 무시한 채 가축에만 

열심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벌을 내리셨답니다. 

그 말이 밤낮으로 악귀한테 들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은 늘 땀을 빨 

빨 흘리며 완전히 녹초가 되더니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죄 

가 있어 악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깨닫지 못 했지요.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을 먹고나서 승방기도식 중 심야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제 동생 

예피메이가 〈결백한 자〉라는 시면의 한 장을 외우다가 말고 높은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저를 살피시고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말이에 

요. 그러더니 책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땅바닥에 냄다 던지는 거였어요. 악귀 

가 씌운 겁니다. 그 애는 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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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pOCTHTe MeH~ ， CTapeQ C pa60M TeM XPHCTOBWM--BW M~ nOHy~HcTe CHe 

rOBopHTb. A O~HaKO y* p03B~KaRc~--e띠e BaM nOBeCTb CKa*y. KaK B nonax eme 

6비R， TaM :t<e , r~e 6paTa 6eCH MY'IHRH, 6wna y MeH~ B ~OMY MoeM B~OBa MORO

~a~--~aBHO 싸， H H~ ell 3a6wn! nOMHHTC~ ， oiþ싸.fbelO 3 BaRH--XO띠T H CTp~naeT ， 

H Bce XOpoWO ~eRaeT. KaK CTaHeM B Be'lep Ha'쩌HaTb npaBHR。’ TaK e~ 6ec y

~apHT 0 3eMRIO, OMepTBeeT BC~ ， ~KO KaMeHb CTaHeT, H He lI.μWI’ T ， Ka:t<eTC~--pOC

T~HeT e~ Cpe~H rOpHHQW, H pyKH, H HorH--Re:t<HT ~KO MepTBa. H ~ <<0 Bcene

TYIO>> npOrOBOp~ ， Ka~HROM nOKa:t<y , nOTOM KpeCT nORO:t<y e꺼 Ha rORoBy H MORH

TBW BaCHRHeBW B TO BpeM~ rOBOplO: TaK rOROBa no~ KpeCTOM H cBo6o~Ha CTa

HeT, 6a6a H 3arOBOpHT; a pyKH H HorH H TeRO eme MepTBO H KaMeHHO. H ~ n。

pyKe nOrRa*y KpeCTOM, TaK H pyKa cBo60~Ha CTaHeT; ~--H no ~pyroll ， H ~py

ra~ TaK:t<e OCBo6o~HTC꺼~ H no :t<HBOTTY, TaK 15a15a H C꺼~eT. HOrH eme KaMeH

HW. He CMelO Ty띠μ KpeTOM r Ra~HTb--~yMalO， ~MalO--H HorH nor끼a*y， 15a15a H BC~ 

CBo15o~Ha CTaHeT. BCTaBWe, 150ry nOMOR~C~ ， ~a H MHe '1eROM. nOKy~a-TaKH--HH 

15ec , HH WTO 15wR B Heil, MHoro BpeMeHH TaK B Hell HrpaR. MaCROM e~ OCB~THR ， 

TaK BOBce OToweR npo'lb: HCQeReRa, ~aR 6or. A HHoe ~Ba BaCHRH~ y MeH~ 15e

waHwe 6μBaRH npHKOBaHW--CTpaHHO H rOBopHTb np9 HHX: KaR CBO꺼 eRH. 

‘스승님과 그리스도의 종복님 저를 용서하세요. 당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벌써 어지간히 주절거려대긴 했지만 이야기 하나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평사제였을 때 일입니다. 제 동생이 악귀들한 
테 괴롭힘을 당한 바로 그 곳에서 말입니다 저희 집에 한 젊은 과부 한 명 

이 있었지요. 별써 오래된 일이라 이름도 잊었군요. 아， 생각났어요. 아피미 

야라고 했지요. 그 여자는 뭐든 부지런히 잘도 했지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 

를 시작할 참에 그 여자한테 악귀가 들러붙어 그 여자는 그만 바닥에 쓰러 

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돌멍이라고 된 듯 온 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 가운데 대자로 쭉 뻗어 죽은 듯이 누워 있 

는 겁니다 저는 〈모든 이의 찬미>를 외우며 향을 피우고 십자가를 그 여자 

머리 위에 놓고 성 바실리의 기도를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밑에 놓인 

여자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팔다리와 

몽통은 아직도 마비된 채로 돌덩이 같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십자가로 그 여 

자 팔을 문질렀더니 팔도 움직이게 되더군요. 또 한쪽 팔마저 그렇게 하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배 위를 문지르니 여자가 

일어나 앉더군요. 다리는 아직도 돌처럼 딱딱했지만 저는 감히 거기까지 십 

자가를 문지를 수는 없었어요 심사숙고 끝에 여자다리를 문지르니 여자가 

몸을 완전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더니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제게 깊숙이 절을 하더군요. 악귀도 아닌 것이 뭔가 정체를 모를 것 

이 오랫동안 장난질을 쳤던 거지요. 제가 그 여자에게 성유를 부었더니 그 

놈은 멸치감치 물러나 버렸고 하느님의 뜻으로 그 여자는 완쾌되었답니다. 



고대러시아어 택스트때서의 문체변이 

또 한 번은 이름이 똑같이 바실리라는 두 미치광이가 저희 집에 묶여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이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해괴합니다 자기네 배설물을 

먹던 자들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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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보면， 구어체 어휘， 음성적 철자 단순한 구문 등 구어체적 특성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아오리스트 시제나 피동태의 사용， 교회슬라브어 어휘의 간 

헐적 사용 둥에서 문체의 혼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5)는 상대적으로 구어체적 특징이 일관성있게 나타난다. 구어체적 접두 

사 pOC/P03 ,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KaK , 음성적 철자표기， 빈번한 역사적 

현재， 구어적 억양이 느껴지는 어순， 등위접속사의 사용 및 문장끼리의 느슨 

한 연결， 즉흥성， 나레이터의 서술되는 사건에의 몰입 (Involvement) 등은 분 

명 교회슬라브어체라기 보다 러시아구어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Chafe 1982). 

문체혼합이 이루어지는 양상가운데 가장 규칙성 있게 나타나는 경우는 구 

어체의 이야기서술 가운데 교회슬라브어체로 된 성서구의 직접 인용이 나타 

나는 경우로서 (BHHorpa~OB 1958) 이 때 인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어체 이야기 속에 아무 경계표지 없이 홉수될 수도 있다. 성서인용 

은 서술되는 에피소드 전반에 대해 그 의미나 의의를 성서적 시각에서 평가 

하는 기능을 갖는다. 

6) A ce no Mane BpeMeHH, no nHcaHH얘y ， 06bJlIDa MJI 60πe3HH CMeprHblJI, 6e

J1b1 aJ1aBbI 01ψerolDa MJI: CKop6b H 60.ne3Hb 01ψerox. Y BllOBbI Ha'lanHHK OTH5In 

t10'lepb, H a3 MonHX ero, t1a :tCe CHpoTHHy B03BpaTHT K MaTepH; H OH, npe3peB 

MoneHHe Hawe, H B03t1BHr Ha M5I ðyptO, H Y l1epKBH, npHwell COHMOM, 110 CMe

pTH MeH5I 3allaBHnH. H a3 ne:tCa MepTB non'laca H ðonwH, H naKH o :tCHBe ðO:tCHHM 

MaHOBeHHeM. H OH yCTpawaC 5I oTcTynHnc5I MHe lleBHl1b1. nOTOM Hay'lHn eBO llb5l

Bon: npHwell BO l1epKOBb ðHn H BOnO'lHn MeH5I 3a HorH no 3eMne B pH3ax, a 51 

MonHTBy rOBOp!O B TO BpeM5I. (199)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성서에 쓰여 있듯이 중음의 병에 에웨싸이고 지옹 

의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애와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과부 

가 어떤 관리에게 딸을 빼앗겼지요. 저는 아비도 없는 그 처녀를 제 어미에 

게 돌려주라고 관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자는 우리의 청을 비웃고는 

저를 상대로 소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사람들이 수백 명씩 교회로 몰려와 저 

를 죽도록 짓밟았습니다. 저는 반 시간도 넘게 죽어 넘어져 있다가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났지요. 그러자 그자도 겁을 먹고 처녀를 제게 양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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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있다가 그자는 악마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 

더니 저를 두들겨 패고는 아직 사제복도 벗지 않은 저의 두 다리를 잡아 땅 

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난리동안 기도문을 외울 뿐이었습니 

다.’ 

7) Ha nepBoe B03BpaTHMCJI. Ta *e HH Ha'laJJHH I< Ha MJI pa3CBHpeneJJ: npHe

xaB C JJ~nMH 1<0 nBopy MoeMY, CTpeJJJlJJ H3 JJy l<OB H HC nHmaJJeß C npHcTynOM. 

A a3 , B TO BpeMJI , 3anepmHCJI , MOJJHJJCJI C BOnJJeM 1< 0 BJJanbll<e: <<rOcnonH, y l<po

TH eBO H np싸깨PH ， HMH *e BeCH cyn5aMH>> H npH5e*aJJ OT nBopa, rOHHM CBJI

T뻐 nyxOM. Ta*e B H。뻐 Ty npH5e*aJJH OT Hero H 30ByT MeHJI CO MHor뻐H CJJe-

3aMH [...J TaK- TO rOCnO,llb rop,llhlM npOTHBHTCJI, CMHpeHblM :t<e ,llaeT 6.narO,llaTb. 

(21O-20lv) 

‘다시 아까로 돌아가기로 하지요. 얼마 후 한 관리 나으리가 또 제게 횡포 

를 부렸습니다. 그 작자가 저희 집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더니 화살을 쏘아대 

고 화총을 발사해 가면서 공격을 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걸어 잠 

그고 울부짖으며 “주여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수단으로 저 자를 누그러뜨리 

게 하시고 인종시켜 주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자는 

성령에 몰려 마당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밤이 되자 그쪽 사람들이 몰려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를 부르더군요 [...J 이렇듯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6)은 서술되는 에피소드에 앞서 그 내용을 성서인용구로서 미리 예시하는 

경우로서 인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이므로 문제의 변화는 비교적 예측가 

능한 반면，(7)의 교회슬라브어체의 성서인용구는 에피소드 끝에서 서술된 사 

건 전체에 대해 교훈을 주는 경우로서 인용의 경계표지가 없으므로 문체전환 

이 보다 직접적이다. 성서인용구에 의한 문체전환은 서술되는 에피소드의 앞， 

중간， 뒤 어느 부분에나 나올 수 있고 대부분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다른 차 

원， 즉 성서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저자자신의 말이나 글의 직접인용이 교 

회슬라브어체로 나타나 구어체의 에피소드와 현격하게 다른 문체를 보이는 

다음의 예문들을 보라. 

8) H a3 eMy MaJJOe nHcaHHue HanHCaJJ, C때e Ha'laJJO: <<l/eJ10Be'le! Y60JlcJI 60-

ra, ce,llJlm.aro Ha xepy6HMex H npH3HpalOm.aro B 6e3,llHb/, ero :t<e Tpenem.yT He-

6eCHblJI CHJ1bI H BCJI TBapb CO 'leJ10BeKH, e,llHH TbI npe3HpaeJU H Hey,llo6bCTBO no

Ka3yeJU>> H npO 'laJl. (212)6) 



고대러시아어 릭스트에서의 문체변이 

‘저는 그자에게 짤막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의 첫머리는 다음 

과 같습니다. “인간이여l 하느님을 두려웨하리. 그분은 헤루빔 외에 앉으/./어 

싣연까지 내려다보신다. 하늘의 군대와 안간과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는 

두려움에 떠는데 요직 너만0/ 그분을 정멸하고 불손함을 보이는구냐” 등둥 

이지요’ 

9) 11 CaM JI , rpemH얘， sOJlelO H HeSOJlelO np배aCTeH KOGWJlbMH H MepTSe~b뻐 

3sepHHWM H nTH~bHM MJlCaM. Ysw, rpemHoR ayme! KTO paCT r~aBe MoeR B따y H 

HCTO'lHHK C~e3. pa Jl<e on~a 'ly 6epHYIO PYJ8Y CBOIO, l())I(e 3J1e noryGHx lI<HTeRcKHM 

CJlaCTMH? (218)7) 

‘이 죄 많은 저도 좋든 싫든 말고기나 죽은 금수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 

이 죄 많은 영혼이여! 생활의 쾌락으로 산산이 부서진 이 71련한 영혼을 애 

도할 눈물의 쟁과 물을 누깨 내 머리에 줄 것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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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슬라브어로 된 성서인용이나 저자 자신의 말의 직접인용은 성자전의 

전기서술부와 기적서술부에서 서술된 혹은 서술되어질 에피소드에 대한 ‘평 

가’적 역할을 수행한다 (Labov 1972). 평가구조 (Ev aIuative Structure)는 사건 

구조 (Event Structure), 배 경 묘사구조 (Descriptive Structure)와 더 불어 내 러 

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Polanyi 1979) 내러티브의 존재이유이고 서 

술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Labov 1972). 성서인용은 저자 자신 

의 고통이나 박해의 체험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말을 서술부의 문체와 다른 교회슬라브어체로 직접인용하는 문체적 기법은 

평가의 의미 외에도 일인칭 관점의 성자전에서 자신을 성자로 만드는 작업에 

불가결한 과제， 즉 저자로서의 자신과 주인공으로서의 자신， 즉 내러티브 서 

술자로서의 자신과 서술되는 성자로서의 자신을 구별하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둡는다. 

이 밖에 문체변이가 보다 역동적으로 인접한 담화에서 심지어 하나의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예문을 보라. 

6) 이 에피소드는 211의 Erna npHeXaJIH Ha WaJ,maHbCKoR nopor L..l부터 214의 H OnJlTb 

He CTaJlO HHmTO GoJleTb 까지 이 다. 

7) 이 에피소드는 216v의 nOTOM nOeXaJlH nO I1pbreHJI 03epa부터 219의 Ha nepsoe S03-

spaTHMCJI까지 이 다. 



206 러시아연구 제 10권 쩨 1호 

10) A erna B nonax 6wn, Torna HMen y ce6~ neTeR nyxoBHwx MHoro--no ce 

BpeM~ COT C n~Tb HnH C meCTb 6yneT. He no'깨Ba~ ， a3, rpemHwR, npHnell<an BO 

uepKBax, H B nOMex, H Ha pacnycTH~x， 00 rpallOIl H CeJlall, eDle lI<e H B uap

CTB)'IODleM rpane, H BO CTpaHe CH6HpbCKOR nponoBeny~ H y'la cnoBy 60ll<에0-

rOnOB 6yneT TOMY C nonTpeTb~ueTb. (197 v ) 

‘제가 평사제였을 때 제 고해신자 수가 꽤 많았지요. 지금까지 한 오륙백 

명은 될 겁니다 죄 많은 저는 교회고 집이고 길거리고 가리지 않고 마올로 

촌으로 다니며 심지어는 수도와 시베리아 땅에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 

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벌써 한 스물 다섯 해 전 이야기지요.’ 

11) ~-cy eR 3a TO lIenOM H, OTp~cme OT ce6~ nellanH)'IO cnenOTY, Hallax no

npell<HeMY cnOBO 60ll<He nponOBenaTH H yllHTH 00 rpMOII H Be3ne, eDle lI<e H 

epeCb HHKOHH~HCK)'IO CO nepb3HOBeHHeM 06nH'Ian. B EHHceRcKe 3HMOBan; H na

KH, neTO nnWBme, B ToGonbCKe 3HMOBan. H nO MOCKBW enyllH, 00 Bcell ropo

Ilall H 00 ceJlall,8) BO uepKBax H Ha Topbrax KpHlIan, nponOBenU cnOBO 60ll<He 

H y 'la, H 06nHlI a~ 6e360ll<HylO neCTb. (237) 

‘이 말을 듣고 저는 아내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슬픈 마음에 눈이 멸었 

던걸 떨쳐버리고 예전처럼 rJl을과 어디에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 

작했습니다. 다시금 분연히 니콘의 이단을 폭로하고 다닌 겁니다. 저는 예니 
세이스크에서 겨울은 났습니다. 그리곤 다시 여름내 배를 타고 토볼스크로 

가 거기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오면서 마올01고 촌01고 교회 

고 장터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소리 높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 

르치며 이단의 거짓 감언을 폭로하였습니다.’ 

여태까지의 예문들이 문체변이의 원인을 담화장르나 주제， 내러티브적 기능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위의 예문들은 순수한 문체변이 혹은 다소 무의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드혼합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는 특별한 담화상의 주제 

혹은 기능의 변화 없이 어휘면에서 충음화와 비충음화의 문체변이가 자유로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rpa.llaM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은 양극의 문체적 특성이 하나의 단어 내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의 경계를 

넘어 나타나기는 힘든 것을 말해준다. (ll)은 장소적 배경， 에피소드의 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문체변이란 점에서 (10)보다는 덜 역동적이라 볼 수 있지만 두 

예문 모두 공통적으로 내용적， 담화기능변에서 문체변이의 동기를 뚜렷하게 

8) 비교회슬라브어에 특징적인 전치사 반복에 주목하라 (Klen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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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힘든 경우이다. 더욱이， 여태까지 소개된 많은 예문들에서 아오리스 

트와 단순과거의 혼합에 주목하면 문체변이가 매우 역동적이고 즉각적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두 문체의 심리적 일체성이 언중의 의식 속에 어느 정도 실 

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개관한 문체변이의 양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1) 성자전 서두에 위치한 이념적 해설부분은 어휘， 음운， 형태， 통사구조 
변에서 교회슬라브어체적 요소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2) 전기서술부의 도입부는 선행하는 해설부보다 덜 수사적이고 보다 서술 
적인 교회슬라브어체로서 어휘적， 문법적으로 좀 더 단순화된 특성을 

보이는 한편， 전기서술부의 중심부에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일상적 구 

어체 혹은 구어체와 교회슬라브어체의 역동적 혼합이 주로 나타난다. 

3) 성자전의 기적서술부는 전반적으로 전기서술부와 마찬가지로 두 문체 

의 역동적 혼합을 보인다. 

4) 인접한 담화나 문장， 혹은 같은 문장이나 구 안에서 발견되는 두 문체 
의 병치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띤다. 

4.1) 전기서술부와 기적서술부에서 보여지는 경우로서 서술부분의 구어체 

와 인용부분 (성서， 자신 혹은 타인의 말) 의 교회슬라브어체의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인용은 경계표지가 있거나 없 을 수도 

있으며， 교회슬라브어체는 현저하게 인접 담화의 문체와 변별되는 특성 

을 보이고 내러티브의 사건구조나 배경묘사구조와 대비되는 평가구조 

를 형성한다. 

4.2) 별다른 내용적， 담화기능적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 때에 
는 특별한 문체적 의도 없이 두 문체적 요소가 병치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여지는 경우이다 주로 어휘적， 음운적， 형태적 측면에서의 문체 

변이가 자주 나타나고， 이 때 문체변이는 인접 형태소의 경계를 넘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다. 

위의 개관적 관찰올 살펴보면 결국 기존의 연구들이 밝혔듯이 교회슬라브 

어체나 순수구어체냐의 상호배타적 이분법의 잣대만으로 미묘하고 섬세한 문 

체적 혼합과 그 등급성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 

자전에서 극단적으로 순수한 문체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는 보다 유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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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교회슬라브어체라 하더라도 이념적 해설부와 

전기서술부의 도입부는 언어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가 말엮음(nne

TeHHe CnOBeC)같은 고도의 복잡하고 수사적인 문체는 아닐지라도 (BHHOrpa.1l0B 

1958), 비교적 통사적， 어휘적으로 난해하고 수사적 어순을 보이는 반면， 후자 

는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 보다 단순 서술체의 특징을 보인다. 즉， 같은 교회 

슬라브어체 내에서도 보다 수사적인 문체와 서술적인 문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서술되는 내용의 차이 외에도 해설문과 내러티브의 장르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가 해설장르와 달리 서 

술이 좀 더 사건중심적으로 빠르게 웅직이는 만큼 불필요한 구문적 일탈 mi
gression) 이나 내포 (Embedding) , 혹은 복잡한 수사법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서술부의 중심부는 그 직전의 도입부에 비해 일상 구어체적 요소가 많 

이 침투되어 있고 전기서술부의 마지막과 기적서술부의 시작은 교회슬라브어 

체적 요소가 주변담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위의 예문 (4) 참조) 담화 
구성상의 경계를 문체변이로써 표시하기 때문이다. 성자전에서 전기서술부와 

기적서술부는 전자가 시간순으로， 후자가 주제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다르 

지만， 둘 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되며 보다 광범위하게 문제적 상호침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기적서술부는 필자의 조사결과 전기서술부의 문체혼합보 

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어휘변에서 피상적이고 직관적인 인상보다는 교 

회슬라브어체의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낸다. 예를 들어 rnaBa (이 대신 ronOBa 

(2)가 발견되 나 rnac (4) 대 ronoc (0), npe.1l (9) 대 nepe .1l (1) 등 비 충음화된 

어 휘 의 수가 충음화된 어 휘 수보다 많은 경 향이 고， er.1la (26) 가 KaK (9) 보다 

우세하며， lI<e로 끝나는 관계대명사 (7)가 KOTOP- (3)보다 많고， a ll\e (7) 가 6Y.1le 

(1) 보다 많다. 하지 만 동시 에 p03/pOC (5) 가 pa3/pac (3) 보다 자주 쓰이 

고 OKa5lHH뼈와 같은 비속어가 쓰이며 음성적 철자가 종종 눈에 띄고 통사적 

으로 구어체적 억양이 강하게 연상되는 것은 이 부분의 언어를 한마디로 단 

정짓기 힘들게 한다. 위 예문 (4)에 나타나듯이 아오리스트의 사용도 이전 담 

화， 즉 전기서술부의 구어체 부분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적서술부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성자전 텍스트 내의 문체변이는 텍스트구성， 하부적 담화장르 및 서술되는 

내용과 연관됨을 살폈는데 우선 일상적 대화체 구어의 광범위한 흡수는 이 

텍스트의 기본적인 장르적 틀을 고려할 때 가장 무표적인 장르-문체의 상호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파격이나 일탈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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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이 텍스트의 형성과정에 주목 

해 보기로 하자. 이 텍스트에서 저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전기서 

술부와 기적부에서 같이 유배되어 박해받고 있던 구교도이자 자신의 대부인 

에피파니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듯이 쓰고 있다. 호격이나 단수 명령형 등의 빈 

번한 사용은 마치 얼굴을 맞대고 아바꿈이 에피파니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효 

과를 부여한다. 이는 단지 대화체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 실제 

이 작품의 텍스트 형성 배경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작품의 이야기서술이 실제로 유배기간 중 저자가 자신의 대부에게 들려주곤 

했던 체험적 이야기를 근간으로 집필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구 

어체를 제외하고도 에피소드와 에피소드간의 느슨한 연결 (Tall<e, nOCeM, nOTOM 

등 최소한의 접속어로 연결)， 연상적 구성 및 일탈 (Digression) (Ha nepBOe 

B03BpaTHMC$l의 빈번한 사용) 등은 마치 성자전의 내러티브가 실제 구술되었던 

이야기들의 비응집적인 연결과 같은 인상을 주는 요소들이다. 비록 실제 구술 

되었던 이야기가 원형 그대로 문자화될 리는 없을 것이지만 다시 재구성되어 

집펼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술의 기억’은 오래 남아 집필과정에서 대화체적， 

구어체적 특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내러티브는 특히 다른 발화장르와 

달리 구술의 기억 속에 저장， 보존되어 전해질 확률이 크다 (Ong 1982). 그렇 
다면 아바꿈과 에피파니이의 사적 대화 속에 뿌리를 내린 전기서술부 및 기 

적서술부의 자전적 이야기는 구어체로 실현될 가능성이 성자전의 형식미를 

완성하기 위해 집필된 해설부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해설부는 분명 성자 

전 형성과정에서 그 형식적， 의례적 완성을 위해 나중에 첨가된 것이었을 가 

능성이 크고 따라서 구전의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담화’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텍스트의 구술성과 문어성 

은 작품의 형성과정 및 최초의 언어화된 양식에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성자전의 문체변이를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문제변이에 대한 해석， 즉 내용 

이나 장르와 문체의 일대일 대응이라는 견해는 성자전에서 보여지는 섬세하 

고 역동적인 문체의 변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서술되는 내용이나 장 

르적 성격이 문체에 반영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같 

은 장르 내에서 내용적 변화나 주제의 변화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 

는 문체전환을 설명하기 힘들다. 필자는 여기서 Goffman (1979) 이 말한 ‘입 
지 (Footing) , 와 ’프래임 (Frame)’이라는 개념이 이 같은 현상을 보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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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Romaine 1989). 입지란 한마디로 ‘The align

ment we take up to ourselves and the others present as expressed in the 

way we manage the production or reception of an utterance' 라 정 의 되 며 입 

지의 변화는 곧 발화사건에 대해 갖는 화자의 프래임， 즉 메시지를 해석하는 ’ 

메타의사소통적 툴’ (Bateson 1972) 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Goffman 

(1979)은 또 입지의 변화가 보통 일상적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이 

루어지며 이는 코드전환에서부터 섬세한 어조나 억양， 강세의 차이 등에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펼자는 여기서 성자전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범위의 문체변이가 저자의 입지 및 프래임의 전환과 연관된다고 

본다. 즉， 성자전은 친근한 상대와의 대화체 이야기서술에서 출발하지만 보다 

넓은 독자， 즉 저자편인 구교도로부터 반대편인 개혁파， 혹은 일반독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입지 및 프래임의 전환이 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성 

자전해설부와 전기서술부의 도입부에 나타난 교회슬라브어체 사용은 저자가 

보다 익명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 자신의 입지를 설정하 

는 것으로서 성자전의 기술이라는 프래임 설정을 알리는 반면， 전기서술중심 

부와 기적서술부의 구어체적 특성은 보다 친숙한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입지로의 전환 및 성자전 프래임에서 대화식의 이야기서술 ( Conversational 

S torytelling ) 로의 프래임재설정(Reframing)을 알린다. 기적서술부의 구어체 

적 바탕 위에 보다 일관된 교회슬라브어체적 요소의 사용은 기적서술부가 성 

자전에 보다 명분성， 신성성， 의 례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언 만람 저자가 이 

야기서술의 프래임과 친숙한 이야기서술자로서의 입지 위에 성자전 주인공으 

로서의 입지나 성자전서술의 프래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도가 동시에 존재 

함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보라). 이 기적서술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평가구조를 이룬다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거시적 평가는 

앞서 보았던 인용구 삽입에 의한 미시적 평가와 더불어 문체변이를 통해 저 

자의 능동적인 프래임재설정을 보이는 또 다른 예이다. 저자가 다층적 독자를 

염두에 두는 한， 하나의 입지나 프래임은 잠재적으로 경쟁적 관계의 입지나 

프래임에 의해 항상 견제되어지고 이는 저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입지와 프 

래임을 보다 역동적으로 취하게 해 줌으로써 활발한 문체혼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17세기가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고 독자층이 넓어지며， 작가의 개성과 

자의식이 확대된 시기 (JJHXaqeB 1988)라는 평가를 감안하면， 이 시기 확대된 

문체의 상호침투 역시 저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입지나 프 



고대러시아어 택스트에서의 문체변이 211 

래임을 다양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보다 해방된 자아와 개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문체분석 역시 문체변이에 대한 접근같이 주로 정태적이고 객관적 

인 해석의 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았다. 아바꿈성자전에 대한 이전의 연구 

(가령 XOJlO띠JlOBa 1981 이나 니epHOB 1989) 에서 성자전 서두의 해설부의 문체 

적 변별성만을 강조하고 기적서술부의 문체적 변별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일견 구어체적 특성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Timberlake (995) 의 연구에서 주장되었고 또한 필자가 분석 

해 보았듯이 (Song 1997), 아오리스트/임퍼펙트같은 교회슬라브어체 요소가 

이 기적서술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나타남은 이 작품의 문체분석에 

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래의 표 1과 표 2는 각각 아오리스트/임 

퍼펙트， 가장 빈번히 쓰이는 아오리스트 6b1CTb 비율의 분포이다. 

표 1: 텍스트 단위 당 아오리스트/임퍼펙트의 비율: 

텍스트단위 아오리스트/임퍼펙트 % 

188v-198 21 

11. 199-209 4 

111. 209v-219 4 

IV. 220-230 1 

V. 230v-240v 3 

VI. 241-251 2 

VII. 251 v-261 v 5 

VIII. 262-272 9 

IX. 272v-285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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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텍 스트단위 당 뻐CTb의 비 율: 

텍스E 단위 6b1CTb % 

188v-198 6 

11. 199-209 1 

III. 209v-219 0 

IV. 220-230 0 

V. 230v-240v 0 

VI. 241-251 

VII. 251 v-261 v 1 

VIII. 262-272 3 

IX. 272v-285v 2 

텍스트단위는 성자전을 대략 비슷한 길이 (IX 는 제외)， 즉 원본의 페이지 
(foli이 수로 등분한 것이고 각 텍스트단위에서 총 동사의 수를 기준으로 아오 

리스트/임퍼펙트 및 ÕblCTb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다. 텍스트단위 I은 이념적 

설명부분과 전기서술부의 도입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의 교회슬라브어체 

적 특성은 의심할 나위 없지만， 텍스트단위 VIII, 즉 기적서술부의 전반부에 

확연하게 교회슬라브어체적 언어요소가 집중되어 나타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구술성과 위의 표가 보여주듯 몇몇 교회슬라 

브어체 요소의 집중이라는 상반된 현상은 아바꿈이 당면한 중요한 두 과제， 

즉 친숙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과 성자전의 주인공으로서의 자아상의 제시 

라는 역할 갈등에서 그가 어떤 문체적 선태을 했는가를 보인다. 우선 구술의 

기억이 남아있올 가능성이 많은 에피소드들은 성자전 집필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그를 구어체로 이끌어 가게 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성자전의 주인 

공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를 보다 권위있는 교회슬라브어체로 이끌어 갔을 것 

이다. 특히 기적서술부는 성자전에 있어서 성자의 정체성， 성자전의 명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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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것으로 교회슬라브어체의 영역이기에 이 두 가지 상반된 문체적 요 

구의 갈등은 심했을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러티브 장르의 교회슬라브어체 텍스트에 일 

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화제전환표시 소사인 lI<e 역시 아오리스트나 임퍼펙트 

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냉이 확인되었다 (Song 1997). 다음은 구어체의 R와 대 

립되는 교회슬라브어에 속하고 거의 관용구화된 a3 lI<e의 비율로서 역시 비슷 

하게 텍스트 앞， 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표 3: 텍스트단위 당 a3 lI<e의 비율: 

텍스E 단위 a3 lI<e % 

188v-198 1 

11. 199-209 1 

111. 209v-219 0 

IV. 220-230 0 

V. 230v-240v 1 

VI. 241-251 0 

VII. 251v-261v 0 

VIII. 262-272 3 

IX. 272v-285v 2 

위의 표 3에서 표 1이나 표 2와 비교해서 볼 때 기적서술부의 도입부에 언어 

요소의 더 집중된 분포를 보이는 것은 a3 lI<e가 발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해설 

부보다 내러티브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Song 

1997). 이처럼 기적서술부분에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몇몇 상위체적 요소의 응 

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상 받지 않는 구어체적 특성은 저자가 갖는 

딜레마-즉 이야기서술의 프래임과 그것에 성자전기술의 프래임 사이의 갈등， 

그리고 친숙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입지와 성자전의 주인공으로서의 입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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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의 해결책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기적서술부분의 언어에서 선별적으로 몇몇 교회슬라브어체적 요소 

가 집중된 분포를 보임은 교회슬라브어체 언어요소 가운데 문체적 기능부담 

량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상충되는 문체적 요구에 직면 

하여 비교적 손쉽게 접근가능한 교회슬라브어체 요소들을 구어체의 서술 속 

으로 빌어 쓴 것이 아닐까 한다. 다른 코드의 차용에서 그 차용되는 언어요소 

간에 접 근가능성 의 위 계 (Accessibility Hierarchy)가 존재 한다고 한다면， 시 제 
표시어미나 화제표지 소사의 전략적 사용은 내러티브 장르에서 훨씬 더 손쉽 

게， 보다 효과적으로 문체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전환된 화제 지표 lI<e 

나 거의 어휘처럼 굳어진 a3 lI<e, 일정한 어미의 아오리스트/임퍼펙트 (주로 3 
인칭 단수 어미 -e와 관용화된 ÕblCTb)를 사용하는 것은 음운구조를 바꾸거나 

통사구조를 재편하는 작업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구어체 내 

러티브에 교회슬라브어체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문체적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결국 객관적 문체분석방법은 주어진 맥락을 고려하여 어떤 언어요소 

가 선택되어 어떻게 주변담화와 다르게 주어진 텍스트부분에서 변별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연구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문체적 의도나 전략에 주목하는 문 

체분석방법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살펴본 17세기 후반의 아바꿈성자전의 문체변이 양상은 기존 

의 문체규정 방식 및 문체변이에 대한 접근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 

선 필자는 문체의 개념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계열측면-언어요소의 선택-과 통합측면-주변 담화와의 연결-에 

서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분석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교회슬라브어 

체-순수러시아어체의 상호배타적인 이분법적 접근은 이 두 언어체계의 발생 

적 측면과 공존의 역사 언중의 의식 및 언어사용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 

지 않으며， 문체혼합이나 변이는 이 시대에 와서는 보다 무표적인 언어사용 

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문체변이에 대한 연구가 

두 문체 각각에 속하는 언어자질들의 절대적인 수량적 비교보다는 텍스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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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상대적 분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임을 보이 

고자 했다. 기존의 문체변이에 대한 연구가 주제나 장르와 문체와의 일대일 

조응이란 측면에서 텍스트의 문제로 귀속시켰다면 본 연구는 비슷한 주제나 

하나의 장르 내에 나타나는 역동적 문체변이에 주목하여 저자가 입지나 프래 

임의 역동적인 전환을 문체전환을 통해 능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시도했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기존의 주제나 장르가 문체를 결정한 

다는 견해에서 보이는 수동적 입장의 화자관을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화 

자관으로 바꿀 수 있고 이로써 문체변이를 주체성이나 자아의 효과적 표현수 

단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해석은 또한 이 작품이 쓰여 

진 시기가 작가의 개성이 높아지고 독자층과 문학장르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언어변화가 사회문화적 문학사적 맥락의 변화와 무 

관하지 않음을 말한다. 주체성의 표현으로서의 문체변이는 문체의 기능적 사 

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와짐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문학어 형성과정에 펼 

수적 단계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의 

도에 따라 전략적이고 변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요소들에 주목해 봄으로써 

문체적 기능부담량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와 함께 객관적 수량 

위주의 문체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에 의해 의도된 언어요소의 주 

관적， 문체적 이용의 측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보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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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ylistic Variations in Old Russian 

Song, Eun-J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sit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on 

stylistic variations widely attested in Old Russian texts and the concept of 

style (or register) itself. For the former, geIi.re and discourse topic were 

believed to be the main factors triggering code shift. For the latter, an 

objective approach based on quantification of linguistic elements in opposi

tion from each style has prevailed. Although it is true, to some extent, 

that Church Slavonic and Old Russian dictate different thematic matters 

and literary genres, the stylistic variation or mixing of different languages in 

late seventeenth century is very extensive and dynamic,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 matter or genre on one hand and style on the other is 

much more opaque and complex. The binarγ division of Church Slavonic 

and Russian is not sophisticated enough to be implemented to explore 

stylistic identity of texts in this period. The study attempt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style and stylistic variations based on the 

late seventeenth-century Life of Avvakum. In this text even without any 

obvious thematic changes or discourse genre, stylistic variations are very 

dynamic and subtle. The study attempts to approach this kind of stylistic 

shift from more subjectivity- or agency-oriented perspective. Thus, 1 argued 

that the code-switching may reflect the author’s dynamic shifting in his 

‘Footing’ and ‘Framing’. The author aims at different layers of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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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lose interlocutor to old believers or more broad and general readers. 

Further, he has different agendas in writing his Life: he wants to tell his 

stories of personal experience and at the same time he wants to present 

himself as a living Old Believer saint. The. stylistic variations in the Life 

also suggest that author’s dynamic and subjective shifting in his footing 

and framing represents the new authorship, broader readership, and new 

literary situation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show some linguistic 

elements can be exploited by the author’s subjective stylistic agenda. The 

relatively marked distribution of some style markers suggest that linguistic 

elements may have distinctive ‘Stylistic Loads' dictated by the author's 

stylistic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