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적 웃음의 이중적 의미론과
r 주점에의 예배 j 의 희극성

변 현 태*

1.

서론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중세 러시아적 웃
음 -

더 넓은 맥락에서는 기독교적 중세의 웃음 -

의 특수성을 그것이 갖는

이중적 의미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중적 의미론을 가지
고 있는 중세 러시아적 웃음의 관점에서 17세기 웃음 문학1) 의 대표적인 작품인
「주점에의 예배 (CJJYlI<õa

l< aõa l< Y) J

의 희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에 대

한 본격적인 이론적인 연구의 출발점에 바흐첸의 저서 r 프랑수아 라블레와 중세
와 르네상스의 민중문화J2) 가 놓여 있다면

이 저서에 기초해서 중세적 웃음의 특

수성을 「주점에의 예배」를 포함한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 그리고 이반 뇌제，
아바꿈， 다양한 형태의 중세 러시아의 문화 현상과 결합시켜 분석해낸 탁월한 저

작은 리하효프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서 「고대러시아의 웃음 J3) 이 될 것이다.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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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웃음 문학’ 개념에 대해서는 변현태 (2000) ， “ 17 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의 패러디적
‘뒤집기’에 관하여

r 러시아 연구 J

,

제 10권 제 1 호， 65-87변， 특히 65-66면의 주

1); 이인영(1 994) “반(反) 텍스트와 반복의 기호학: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을 중
심으로러시아 연구 J

2)

Bax깨 H

M. M.(l965)

H PeHeccaHca.

3) J1HXa 'l eB
J1HXa'l eB

,

제 4권， 117-141 변을 참조하라.

TBOp 'l eCTBO φpaHcya PaGne H HaponHa~ l< ynbTypa CpenHeBe l<OBb~

M.

n. c. , naH 'I eH I< O A. M. ,
n. c. , naH'IHI<O A. M. 의

nOHblp I< O H. B.(1984) CMex B npeBHe얘 PycH. J1. 이 책은
CMexOBoR 뻐p npeBHeR pycH(1976) 의 개 정 본이 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물론， 뽀니르꼬에 의해 쓰여진 3장 ‘CBnO'lH뻐 H MaCneHH'IH뻐 CMex’가

추가되었다는 점일 것인데

이 연구서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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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의 저작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의 형식으로 쓰여진 모스크바-따르뚜 학파
의 대표적인 연구자 로뜨만， 우스뺀스끼의 논문은4)

-

비록 이들에 의해 중세

러시아적 웃음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

중세 러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모스크바-따르뚜학파의 연구 성과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세 러시아적 웃음이 중세 러시아 문

화 일반과 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세 러시아적 웃음에 대
한 연구사에 큰 의미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서론은 중세 러시아적 웃음
과 관련된 문제 설정을 위해 로뜨만 우스뺀스끼의 이 논문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바흐씬의 카니발적 웃음 문화 개념을 러시아의 중세 문화에 적용하고 있는 리

하효프의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로뜨만， 우스뺀스끼는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중
세 러시아에서 웃음은 언제나 독신(價神)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중세적 정교도적인 문화는 성성(聖性)과 악마성의 대립 위에 구성되어
있다. 성성은 웃음을 배제한다.

<... >

성성은 금욕적 엄격함과 축복의 미소를 허

용하지만， 웃음은 배제한다 … 민중의 양가적 카니발적 웃음과 달리， 독신적인， 악
마적 홍소는 중세적인 표상의 세계를 통요시키지 않는다. 홍소는 이 세계의 일부
를 구성한다. 만일 ‘바흐씬적인’ 웃는 사람이 중세적인 가치세계 외부에 위치하면
서， 구원도， 파멸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껄껄거리는 독신은 중세적 세계 내부
에

있다 "5)

여기서 웃음은 ‘악마적 세계’의 한 자질로 간주되며， 다시 이 ‘악마적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의 뒤집혀진 거울상， 즉 ‘뒤집혀진 세계(뻐p HaH3HaHKY) ’로 표상된
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뒤집혀짐이 언제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 전통적인 축일인 스바뜨끼와 마슬레니짜의 웃음을 질료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
는 이교적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의 통일적인 양상들을 분석하고 있는 이 장이 중요
하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이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리하효프와 그의 동료들의 이

연구서는 바흐씬의

이론으로 완전히 환원되어지지 않는다

바흐씬은 웃음 운화를

공식적 문화와의 이원론적 대립 속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기를 향한 웃
음’이라는 규정을 민중적 웃음 문화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연구 대상은 민
중적 웃음을 포함한 ‘중세 러시아적’ 혹은 ‘중세적 웃음’이며， 따라서 ‘자기를 향한
웃음’은 중세적 웃음 전반에 대한 규정이 되고 있다.

4) JJoTMaH 10. 1.4.,

YcneHCKI깨 5.

// BOllpocμ nHTepaTypw. HO.

5)

TaM :l< e. C.

153-155.

A.(1977)

3.

HOBμe acneKTW H3y4eHH~ KynbTypw llpeBHeR P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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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니 본질적으로 이 뒤집혀짐은 -

자신을 ‘악마적 세계’에 관계시키지 않

는 신앙심 김은 정교도들의 관점에서 -

희극성의 계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예컨대 스꼬모로히의 광대 짓에서 웃음을 발견하고 껄껄거리는 것은 어리
석음과 신앙십 약함의 징표가 될 뿐이다 6)

중세 러시아의 ‘반(反)문화’가 희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 중세 러시아에
는 바흐씬적인 ‘웃음 문화’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에서 로뜨만과 우스뺀스끼는 「주
점에의 예배」를 포함한 일련의 17세기 웃음 문학의 등장을 “ 17 세기에 매우 특징
적이었던， 대러시아 문자 문화에 대한 남서 루시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즉 러시아에서 웃음 문학의 등장은 무엇보다 폴란드를 매개로 한 서유

럽 문화의 영향과， 그리고 이를 통한 ‘러시아 문화의 유럽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7)

로뜨만과 우스뺀스끼의 테제들은 러시아의 중세적 웃음과 관련된 문제설정을
진전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선 로뜨만과 우스뺀스끼는 바흐젠이 웃음 문화로 수렴시켰던 민중 문화와 리하
효프가 역시 웃음 문화로 근사(近似)하게 수렴시켰던 반세계 (aHTHMHp) 가 결코 우

습지 않다는 것을， 혹은 최소한 반세계의 지배소가 웃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을 지적함으로써 민중 문화(혹은 ‘반문화’)

= 웃음

문화라는 부당전제를 타당성있

게 비판하고 있다，8)

6)

유사하게 아베린쩨프는， 반행위 (aHTHnOBelleHHe) 로 축조되어지는 유로지비의

행위를

웃음 문화 일반의 구경거리적 속성에서 관찰하고 있는 빵첸꼬의 견해를 다음과 같

이 비판하고 있다: “만일 성 프란치스코나 초기 프란치스코파의 수도승들 혹은 산

타 클라라의 아브라함의 특정한 행위들이 바로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면， 그리하여 웃음이 참석자들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반웅이었다면， 정교적 유로
지비의 행위의 슈셋은 통탄스러운 망상과 죄로 가득한 광기에 따라서만이，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짐에 따라서만이 우리가 감히 그를 웃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는 탄식 하고 애 곡하고 불안해 야만 할 때 웃고 있는 셈 이 다， "(ABepHHueB C,
5aXTHH H pyccKoe OTHOmeHHe K cMexy // M, M 5aXTHH KaK 빼J10coiþ ， M"
7) JIoTMaH 삐， M. , YcneHCKI깨 5. A.(1977)

8)

c.

c,

c,(992)

342) ,

157.

바흐젠에게서 부당하게 전제되어 있는 ‘민중 문화 = 웃음 문화’라는 등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PeynTHH M. 10 ,(1 996) HapollHa.s! KyJ1 bTypa repMaHHH.
M,; rypeBH 'I A. 51.(98 1) np06J1 eMa cpellHeBeKOBoR HapOllHO꺼 KyJ1 bTypbl. M, 결국 문제는

민중 문화(혹은 반문화)의 시학의 지배소인 ‘뒤집기’와 웃음의 연관 문제인데， 전자

는 후자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기’와 웃음이 역사적으로 연
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뒤집기’와 웃음의 연관성은 결국 역사적

러시아연구 채 10권 채 2 호

110

그러나 그들은 “구조의 이원론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원칙적인 양극성”으로 특
정 지워지는 (따라서 웃음이 곧 악마의 정표로 간주되어 허용되어지지 않는) 러
시아의 중세와 “미래의 시스템을 발전시킬 구조비축의 기능을 갖는” 중립지대(예
컨대 천국-연옥-지옥의 삼가(三價)구조에서 연옥)를 소유한 (따라서 일정정도 웃

음이 허용되어지는) 서구 중세의 대립이라는 부당전제 하에서 중세 러시아적 웃
음을 규정하고 있다 9) 러시아의 반문화에서 웃음 문화의 부재는 서유럽의 카니발
적 민중 문화와의 차이점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17세기 웃음 문
학의 등장은 일차적으로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주점에의 예배」를 펼두로 한 17 세기 웃음 문학의 발생에서 서구의 영향의 문
제는， 그 텍스톨로기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작품들간의 영향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셀로프스끼를 포함한 일군의
연구자들의 17 세기 웃음 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인 분석들이 구체적인 텍스트들

간의 영향관계보다는 서구의 텍스트들과 웃음 문학 텍스트들간의 포괄적인 의미
에서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텍스트에 대한 비교문학적
인 접근법이 갖는 한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17 세기 웃음 문학에 대한 영향이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론적인 측면만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17 세기 웃음 문학이 일차적으
로 서구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는가의 문제와 그 몇몇 작품이 서구의 것으로 당

대의，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서 홍미로운 것은 예컨대 「셰마카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 (nOBeCTb

0

IlleWl KHHoM CYlle)J 와 같이 토종 러시아산이라는 것이 분

명한 작품이 어떤 사본에서는 폴란드의 ‘농담서(lI<apT) ’로부터 전서된 작품이라고
기록되 있다는 사실이다 10) 이 사실도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실제로 사본을 만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필사자 자신이 이 이야기를 비러시아적인 것으로， 외국의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17 세기 웃음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몇

인 맥락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뒤집기로서의 ‘반(反)텍스트’와 웃음
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인영 (1994) 117-119 변을 참조하라，

9)

로뜨만， 우스뺀스끼， “러시아 문화의 역학에 있어 이원적 모델의 역할 (18세기 말까

지)"，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J (이인영 엮음， 민음사)， 46면.

10)

이에

대 해서는 B. n. A~pHaHoBa-nepeTu(1977) Py ccKa~ ~eMOKpaTH4eCKa꺼 caTHpa XVII
BeKa. M. , c. 147; R. H. Marshall(1972) , ]r. The Seventeenth-Century RussiαI
Popular “Satires" , Ph.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P. 38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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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들(예컨대 허구와 희극성으로의 지향)이 당대 러시아의 문화에 이질적

이었을 것， 따라서 외국의 것으로 만옮으로써 작품을 합리화하려는 필사자의 전
략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식의 설명도 가능하다. ‘반문화’는 본질적으로 현실과 그것의 뒤집
기로 구성되는 ‘비현실’(혹은 ‘반현실’)의 이분법 위에 만들어진다. 예컨대 중세 러
시아에서 몇 가지 하부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반행위’가 언제나 뒤집혀진 현

실로서의 저승 세계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다는 우스뺀스끼의 지적을 보라.11) 웃
음 문학 작품의 출처를 외국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자체가 현실의 뒤집기(이 경우
에는 반현실=반러시아=폴란드라는 논리구조하에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이 경우 웃음 문학의 작품에 뭔가를 덧붙이는 행위(즉 전서하는 과정에서 폴
란드의 ‘농담서’로부터 전서되었음이라고 덧붙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집기와 농담적인 성격에서 -

그 뒤

웃음 문학 자체의 성격과 동일하다 12)

만일 17세기 웃음 문학의 등장이 폴란드 같은 서슬라브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

는가에 대한 문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텍스톨로기적인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해

결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로뜨만과 우스뺀스끼의 문제 설정과 관련해서 중요
시되는 점은 중세 러시아에 존재하였던 ‘반문화’의 희극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성과 악마성의 이원적인 대립을 서유럽 중세와 구별되는 러
시아 중세의 고유한 자질로 간주하고， 이러한 대립 위에서 웃음을 악마성의 자질

로 간주함으로써 중세 러시아에서 카니발적 문화가 부재한다는 결론， 그리고 이

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러시아 웃음 문학의 수입성을 도출해내는 로뜨만， 우스뺀

11)

YCneHCKI깨 B.

A.(l996)

Ih6p. TPY매. T.

1‘

11311. 2-e , Hcnp. H nepepa6. M. , C.

469:

“중

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들에서 반행위는 이러저러하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저승

세계에 대한 표상이 갖는 특정， 즉 저승세계를 뒤집혀진 연관의 세계(이숭세계에

대한 관계에서)로 지각하는 것에 조건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12)

후대의 가필이

원텍스트가 갖는 유희적 성격을 되풀이하는 것은 「셰마카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r 요르쉬 요르쇼비치

재판

이야기 (nOBeCTb 0 Epme

EpmOBH'Ie)J 에는 이후 본 이야기를 지속하는 「요르쉬 요르쇼비치를 잡아서 먹는 것
에 대한 nOBecTymKaJ 가 가펼된다. 이 nOBeCTYWKa는 그 희극성이라는 관점에서 원텍스

트의 연장이자 확산이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주
점에의 예배」에 붙어 있는 18세기의 서문(이 서문은 아드리아노바-빼레쪼와 리하효프

에 의해 작품 자체에 가해질 수 있는 종교적 위협에 대한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간주
되었다) 역시 본 이야기인 「주점에의 예배」와 그 유희적인 성격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

는다 이 서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인영 (1994)， 133면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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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끼의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첫 번째로 웃음은 중세의 서유럽에서도

종종 악마의 자질로 간주되었다. 웃음에 대한 금기는 러시아 정교 문화만의 고유
한 특징이 아니었던 것이다. 로뜨만， 우스뺀스끼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구레비치는

타당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악마적인’， 즉 마법사적 혹은
이교도적인 뒤집기가 중세 러시아의 경우에서처럼 웃음 문화와 그리 멀지 않았다

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로뜨만과 우스뺀스끼 -

인용자]은 서유

럽의 웃음과 중세 러시아 문화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웃음을 대립시키려는， 적
어도 분명히 구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 문화와 카니발적인
문화의 대립에 대한 공식을 아무런 전제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유럽과 중

세 러시아의 민중적 웃음 사이에는 유사성이 보다 많게 될 것이다. 사실

<... > 서

유럽의 웃는 인간도 지배적인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독
신적’이었기 때문이다 "13)

구레비치의 지적처럼 문제는 바흐젠의 카니발론이 중세 서유럽의 민중 문화에
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바흐젠의 카니발론은 민중 문화
와 공식적 문화의 대립을 지나치게 극단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에서 바흐젠적 카니발 문화로 중세 서유럽의 민중문화를 특정 지우고 카니발적
웃음 문화의 부재로 중세 러시아의 ‘반문화’를 특징 지우려는 로뜨만， 우스뺀스끼

의 입장은 부당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성과 악마성
의 극단적인 이원적 대립에서 러시아 중세 문화의 특수성을 도출해내는 관점 자

체이다. 이원적인 대립(신(新)-구(舊) 성성-악마성

우리-그들 등)에 축조되어 있

는 것은 중세 러시아 뿐만은 아닌 것이다. 스미르노프는 로뜨만， 우스뺀스끼의 러
시아적 이원론이란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러시아 민족에 대한 신화를 이론화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실상 이러한 이원적인 대립은 다원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모
든 민족 문화에(예컨대 중세 문화와 같은) 고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

다. 스미르노프에 따르면 중세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원적인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차적인 질서’， 마르크스

주의적 비유에 따르자면 이원적인 대립이라는 하부 위에 존재하는 ‘상부구조’이
다 14) 논리학의 용어로 말해보자면 이원적인 대립은 중세 문화의 보편적인 특질

이며， 중세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은 개별적인 현상들(예컨대 다름 아닌 스꼬모로

13)
14)

rypeBH 'I A.

R(98 1)

c. 324.

ClompHoB H. n.(l99 l) 0 JlpeBHepyccK얘 KynbType , pyccKoR HaQHOHanbHoR cneQ빼HKe H
norHKe HCTOpHH ’ Wien.

c.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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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에 악마성을 부여하는 것)과 이 보편성의 통일에 존재한다.

따라서 성성과 악마성의 극단적인 대립의 문화적

세계관적인 구조가 웃음 문

화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 구조 자체
가 웃음 문화에 어떠한 규정력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이점에서
로뜨만， 우스뺀스끼의 지적， 즉 중세적 웃음이란 한편으로는 우스우며 다른 한편
으로는 끔찍하고 위험스러운 뉘앙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즉
성성과 악마성의 극단적인 대립 위에 축조된 문화가 웃음과 웃음 문화를 규정하
는 방식 자체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성성과 악마성의 극단적인 대립이 웃음 문화의 부재가 아니라 웃음 문화에 대
한 독특한 조건을， 그리고 웃음 문화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세기 웃음 문학의 등장은 서유럽 영향의 필연적 결과라는 설명은 불가능해진
다. 보다 정확하게는 17 세기 웃음 문학의 등장에서 서유럽의 영향(구체적으로는

폴란드의 영향)은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중세 러시아에서 웃음
문화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 형태가 17세기 웃음 문학과 어떤 연
관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17 세기 웃음 문학이 서유럽의 영향
을 받았다고 간주하더라도 영향이란 유사한 두 구조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한 현상
이다. 유사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은 영향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이식이 된다 15)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록 중세 러시아에 웃음 문학이 존재한 흔적을 발견하기
는 어렵지만， 대신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웃음 문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이며， 이 웃음 문화와 17 세기 웃음 문학이 구조적으로 동종이라는 점이다. 결론적
으로 말하자면， 17 세기 웃음 문학은 일차적으로 당대 웃음 문화가 언어체로 침투

된 현상으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여기에 외국의 영향은 이차적이다
중세 러시아 웃음 문화의 특수성과 17세기 웃음 문학과의 연관성은 앞으로 지
속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을 지니
며， 그런 맥락에서 보편적인 중세적 웃음 일반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
다. 이것은 향후 중세 러시아의 웃음 문화의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 작업

이 될 것이다.

15)

유사한 논리로 중세 러시아 문학의 시원에서 러시아 문학은 비잔틴 문학의 ‘영향’
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잔틴 문학의 틀 자체가 ‘이식( TpaH Cn Jl aHT aUIUI )’되었다는 리

하효프의 ‘이식문학론’을 보라. 당시 러시아에는 비잔틴 문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유사 구조가 없었던 것 이 다. ]]HXa t( eB

X-XII

BeKOB // 뻐(íP. Tpy tIbl. T. 1. M. ,

n. c.(1987)

c. 37-41.

Pa3BHTHe pyccKoR

J1 HTepaTy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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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적 웃음의 이중적 의미론

중세적 웃음이란 무엇인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첫 발걸
음은 프롭의 “우리는 언젠가 웃었던 것과는 다르게 웃고 있다(뻐 CMeeMC .5I He TaK ,
KaK CMe .5lJlli Cb KOrlla -TO )"16) 라는 테제가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은 “비

록 그 속물성을 완전히 모방하지는 않을지라도 저열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며，
우스운 것 (CMeWHoe) 은 “병적이거나 해롭지는 않지만 어떤 실수나 기괴한 것”이라
정의한 이후 17) ， 웃음과 희극성에 대한 연구는 희극성의 대상이 갖는 어떤 결함

혹은 모순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조롱을 전제해왔다.1 8 ) 그러나 조롱의 계기가
결여되어 있는 웃음， 최소한 조롱의 계기가 이차적인 웃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이다. 프롭이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의적 웃음이 그것이며， 프레이덴베르그
에 의해 주목받은 고대 시기의 신성에 대한 제의적 패러디， 제의적인 모욕， 다양
한 형태의 고대적인 풍요의 신에 대한 숭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웃음

이 그것이며， 바흐젠이 통찰한， 성모의 역할을 하는 술취한 계집아이， 사제를 대
신하는 광대， 황제의 관을 쓴 죄수， 성당의 당나귀와 같은 ‘독신적인’ 형상들이 야
기하는 카니발적인 웃음이 그것이다. 문학의 영역으로 오자면 앞서 언급되어진
웃음들이 이러저러하게 반영되어 있는 언어체들， 즉 성과 폭식， 폭주， 배설에 대
한 언어체들， 성경에 대한 패러디와 트라베스티와 연관되어 있는 문학적 형상 등
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학적， 문화적 현상들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시야 저편
에 놓여

있었다: “수세기의 문화사에서 사람들은 이 영역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몰랐다. 때로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비판하거나， 때로는 보다 고급한

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

정확

한 마디로 말해서 보다 좋은 형식을 위한 발판(때로

는 보호막)으로 기능하는 어떤 저열한 형식의 희극성으로 정당화해왔다 "19)

아리스토텔레스， 헤겔로 이어지는 고전주의 미학에서 무시되었던 이러한 웃음
16) nponn B}1.( 1976) PJHyaJl bHμß CMex B $O Jl bK JlOpe // OH ~e. φO Jl bK JlOp H ~eßTBHTe Jl b
HOCTb , M. ,

c.

178-179.

17) ApHcToTe Jl b.(1984) n03 깨 Ka (nep. M. JJ. racnapoBa) ν OH ~e. C04HHeHHJI B 4-xx TT.
T. 4. M. ,

c.

650.

18) 예컨대 제미독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회극성에 대한 이론들을 유형별로 세분화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이론들이 희극성의 대상으로서의
회극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과 어떤 모순에 주목하고 있는가가 되고 있
다 n3eMHtlOK 5.(1974) 0 KOMH4eCKOM. M. , C. 5-60.

19) MaHH 10.(995) KapHaBa Jl H ero OKpeCTHOCTH // Bonpoc bJ

J1HTep aT yp bJ,

Ho.

1.

c.

154.

중셰적 웃음의 이중적 의미론과 r 주점에의 예배」의 희극성

115

의 영역을 문화사의 한 부분으로 복권시켰던 것이 중세의 민중 문화에 대한 바흐

씬의 저작이라면， 바흐씬이 이 문제에 몰두하던 바로 그 시기에 프롭과 프레이덴
베르그가 유사한 문제와 유사한 결론으로 작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펼요
가 있다.때) 이들의 유사한 문제 설정과 결론은 이들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고전주

의적인 희극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이론들과 대립되는 연구자 군으로
묶을 수 있게 해준다.

고전주의적 희극성 이론과 이들 이론과의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대한 프레이 덴베르그와 헤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헤겔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파네

스 당대 사회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이라면(“특히 아리스토파네스는 민
중의 어리석음， 그들의 연설가와 정치가들의 어리석음， 전쟁의 부적절함을 유쾌하
고도 심오하게 자기 동료 시민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어주기를 좋아한다.")21)， 프

레이덴베르그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이 갖는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예컨대

고대 앗티카의 희극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정치적인 희극으로 보
며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은 권력에 대한 풍자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파
네스에서 나를 끝없이 놀랍게 만드는 것은 모든 형태의 종교와 권력을 공공연하
게 비 아냥거 리 는 그의 무신 앙 (õe3ÕO:I<He) 이 다 "22)

프레이멘베르그를， 예컨대 아리스토파네스에 대해 헤젤이 보여주는 약간의 유

보조차도 벗어 던지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고전주의 작가 부알로와 비교해

보면 프롭， 프레이덴베르그， 바흐젠의 그룹과 고전주의적 희극성 이론과의 차이는
보다 뚜렷해진다. 부알로는 자신의 시작법에서 소크라테스를 희화화하고 있는 아

리스토파네스를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 [아리스토파네스 -

20) 20세기 초반의 문화 연구 현상의 한 특정인 ‘비근대적인 웃음’에 대한 관심사(여기

에는 아드리아노바-뻐l 레쪼의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와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유사한 문제설정， 유사한 해결방식은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프레이덴베르그의 패러디 개념과 바흐씬의 ‘민중적 웃음 문화’ 개념의 부분적인 유
사성에 대해서는 브라긴스까야 (óparHHCKaJ1 H.B) 의 지적을 참조할 수 있다. φpeAlleH6epr

O. M.(1998)

M빼

” 재 TepaTypa

llpeBHocTH. 써 ll. 2-e. HCnp. H llon. (KOMMeHTapHH

H noCneCnOBHH H. B. ÓparHHCKOA) M. , C. 705, npHM. 2 , C. 760, np째. 36.
2 1) rerenb.(1969) 3CTeTHKa. CO If. T. 2. M. , C.

600. (

r 헤겔 미학

III J ,

두행숙 옮김， 나

남， 710면 참조)
22) φpeAlleH6epr O. M.(973) npOHCXo ll<lleHHe napOllHH / / TpYlll>l no 3HaKOBblM CHCTeMaM ,
T.

V I.

TapTy. C. 4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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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가

자신의 「구름들」에서 소크라테스를 그려 냈을 때 ν 눈멀고 홍분한 대

중들이 함성을 질렀다껑)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문제는 고대와 중세의 웃음

에는 어떤 문화적 기호가 각인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웃음을 무엿보다도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개인적인 심리적， 육체적 현상으로 간주
하는 근대인들의 시야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화시켜보자면， 개별적인 관계들 속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화
되고 비강제적인 형태의 웃음(무엇보다도 기쁨의 표현으로서의 웃음)과 어떤 집

단적인 제의 속에서 기능화 되어있는， 심지어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웃음， 집단
적인 웃음을 구별할 수 있으며， 후자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그 ‘화용론’에서， 즉 문
화적 기호와 상징으로서 웃음의 기능 속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프롭， 프레이
멘베르그， 바흐젠의 연구에 부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의와 축제의 웃
음에 어떤 기호적 성격이 부여되었는지， 그 의미론이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

제의적 웃음과 ‘생명’의 의미론

‘웃지 않는 공주 (HeCMe~Ha-~apeBHa) ’에

대 한 러 시 아 동화들을 분석 하면서 프롭

은 이 동화에 나타나고 있는 웃음의 성격에 주목한다. 잘 알려진 이 동화의 슈켓
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유에선지 공주가 웃지 않는다. 왕은 그녀를 웃게 하는 사
람을 사위로 맞아들인다고 공표한다. 이 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다(프롭

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간주한다). 동화의 주인공이 웃지 않는 공
주를 웃게 만들고， 결혼이 이루어진다.

프롭은 이 동화에 반영되어 있는 웃음에 대한 표상을 웃음과 관련되어 있는 다
른 동화들， 제의들， 신화들과 연관지어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프롭이 주목한 것

은 여러 동화들과 신화들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저승 세계의 특징 중의 하나가
‘웃음에 대한 금지’라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모형화하는 성인식의 제
의들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웃음에 대한 금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형식들에서 죽음이 ‘웃음에 대한 금지’에 상응한다면， 죽음에서 삶으로
의 복귀(예컨대 성인식의 모형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금지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

23) 5yaJJo H.(957) n03TH 맨 CKoe HCKyCCTBO (nepeBoll H. A. CHraJJa) 1.1., C.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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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웃음이 상응한다: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웃음에 대한 금지가 수반된다

면， 삶으로의 복귀， 즉 새로운 탄생의 계기는 그 반대로 웃음을 동반한다. 아마도
거의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더 나아가 프롭은 몇몇 동화들과 신

화들에서 웃음이 삶으로의 복귀에 동반될 뿐만 아니라， 삶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관찰해내고 있다. 예컨대 “신이 웃으면서 세계를 창조했다， 혹은 신의 웃
음에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와 이집트의 세계

창조에 대한 해석 속에는 그와 같은 웃음에 대한 표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다. 여기서 웃음은 삶의 창조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다.
프롭에 따르면 데메트르의 신화， 즉 명부의 세계로 납치된 딸을 찾아다니는 풍

요의 여신 신화에도 삶의 창조로서의 웃음에 대한 표상이 반영되어 있다. 잘 알
려져 있듯이 딸을 찾아다니는 여신 데메트르가 상복을 입고 분노에 차 있을 때

대지의 모든 생산은 중단된다. 이 신화의 몇몇 이본에서는 여신의 시종인 암브가

여신을 웃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여신의 웃음과 함께 다시 꽃이 피어

나기 시작한다. 프롭은 웃음과 삶의 생산(결혼이라는 모티프로 등장하는)의 결합
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웃지 않는 공주’ 동화가 이 데메트르의 신화에 상응한다

고 간주한다. 프롭에 따르면 이 모든 신화적， 제의적， 동화적 표상 속에서 웃음은
삶을 생산하는 마술적인 웃음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웃음은 삶의 창조의 ‘마술
적’ -

만일 이 마술적 수단이라는 것을 이성적인 수단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

한다면

-

수단이 다 "25)

프롭과는 다른 자료를 연구한 프레이덴베르그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
다일리아드」와 데메트르 여신에 바치는 r 서사적 찬양 (3nHqeKHß rHMH) J 을 분

석하면서 연구자는 이 텍스트들에서 웃음은 “밝은 것， 풍요， 탄생 -

사랑 -

‘삶”’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로 텍스트화 되어 있는 신화와 그 텍스트 속
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원래의 신화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면서 프레이멘베르그는 언어로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전
(前)개념적(，llonOHH째H뼈)’ 신화적인 사유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신화적인 사유는 ‘윤리적’이기 보다는 ‘의미론적’이라는 사실이다26)

24) nponn(1976) c. 184.

c.

25)

TaM :l< e.

26)

프레이덴베르그의 “의미론”은 무엇보다도 “형상적인 사유의 체계”를 지칭한다

19 1.

(φpell.lleH6epr O. M. (l 988) KOMIIQeCKOe .llO KOMe .ll1l1l / / M때 11 Te aT p , M. , C. 75). 이

글에서 “의미론” 개념은 프레이멘베르그의 용어법을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

러시아연구 제 10권 제 2 호

118

프레이덴베르그의 연구를 프롭의 선화연구와 비교해볼 때， 프레덴베르그의 연

구는 프롭에 의해 지적되었으나 불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한 웃음의 의미론에 대한
몇몇 계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한편， 다른 의미에서 삶의 기호를 가진 웃음의 적
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로 웃음이 가진 ‘삶’의 기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프레이 덴베
르그는 웃음에 상응하는 것이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새로운 삶으로
이전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신화는

<.. >

언제나 파괴와

<... > 이는 무엇보다도 동물적，
것들 (C I<BepHbI)’이다. <... > 이것들은 폭력과 추，

약탈(언어적， 실제적)의 주체를 가지고 있다.

혹은

식물적， 혹은 인간적인 ‘추한

더러

움， 거짓， 치욕스러움의 주체이다. 신화적 희극성은 이러한 부정적인 힘들의 일시
적인 지배에 있다. 이 부정적인 힘이 유혈의 투쟁과 파멸 그리고 웃음을 수반할

<... >

때

이 때 새로운 긍정적인 힘이 탄생하게 된다.

<... >

[신화의 -

인용자]

‘희극적’ 노선은 새로운 삶으로 이전하는 죽음의 한 측면이다 "27)
프레이멘베르그는 이러한 신화적 희극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상들이

조롱의 계기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진지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신화적 희극성과 그 희극적인 구성요소들은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중적 통일성(JlBye때HHOCTb) 에 대한 원시고대적 (apXaHGH뼈) 표상으
로 소급되어진다. 여기서 이중적 통일성이란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두 계
열의 현상으로 구성되며，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패러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양은 그림자를， 하늘은 땅을， 본질은 허상을 수반하며， ‘전체’는 오직 이 두
이질적인 것들의 공존에서만 가능하다. 이중적 통일의 한 성분인 패러디적 ‘안타
고니스트’는 자신의 ‘진지한 프로타고니스트’와 함께 ‘이중적 통일의 세계(JlByeJlH
HIffi

MHp) ’를 구성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 사이

에는， 이후 ‘전개념적인 신화적 표상’이 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대체되면서
부여받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판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경우 ‘진지한
프로타고니스트’를 패러디하는 ‘안타고니스트’에 의해 야기되는 웃음은 하나의 대

은 역사적인 변천과 후대의 인과론적 사유에 의해 변형된 결과， 단절적이고 분산
되어 있는 형상들의 시원적인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웃음의 경우 다
양한 고대적， 중세적 제의들에서 ‘죽음’ 혹은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복귀(부활)’의

형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며， 바로 이러한 형상들의 관계가 웃음의 ‘의미론’을 규정
하고 있다

27)

TaM lI< e. 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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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극이 다른 극으로 대체되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호이자， 모든 존재
하는 것들의 ‘이중적 통일성’을 표현하는 기호이다. ‘삶-죽음’의 대립의 경우， ‘새
로운 삶을 낳는 죽음’에 수반되는 웃음과 희극적인 형상들은 그 본질상 죽음으로
부터 삶으로의 이전을 지시하는 ‘진지한’ 순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쩌
두 번째로， 프롭은 온갖 종류의 제의적 살해와 제의적 장례로 특징 지워지는

러시아 농촌 지방의 축일들을 연구하면서 앞서 언급한 웃음의 마술적인 힘(삶을
창조하는 힘)을 지적하고 있다: “민중의 관점에 따르면 웃음은 삶에 동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불러낸다 "29) 이와 동시에 프롭은 이러한

제의적 웃음의 마술적인 힘을 농촌 지역의 축일로 제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에

따르면， “죽어가면서 부활하는 신성의 종교는

<... >

농경제적이다. 신의 부활은

겨울잠 이후 모든 자연이 새로운 삶으로 부활함을 의미한다 "3이 프롭과는 달리
프레이멘베르그는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으로 특징 지워지는 웃음올 고대의 텍스트
와 제의뿐만 아니라 중세 서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교회 예배에 대한 패러디 속에
서도 발견하고 있다. 프레이멘베르그는 중세의 패러디적 제의 속에서 “이 패러디

들이 가진 가장 숭고한 것들과의 원시고대적인 연관 (apxaH4Ha~ CB~3b) ’페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덴베르그와 마찬가지로 바흐씬 또한 다양한 “카니발적 유형의 축제”를
원시고대적인 전통과 연관짓고 있다. 예컨대 바흐젠은 카니발 속에서 로마의 사

투르날의 전통을 본다: “사투르날의 전통은 중단되지 않고 중세의 카니발 속에서
살아있다

바흐젠에 따르면 중세의 카니발은 다름 아닌 “보다 고대로 거슬러 올

라가는 우스운 제의들의 수천년간의 발전”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동시에 카니발

의 축제적 웃음 속에는 “보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스운 제의들에서의 신에
대한 제의적 조롱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다 "32)

바흐씬은 웃음이

가진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을 무엇보다도 그로테스크한

육체의 형상들과 관련시키는데， 이 형상들은 다시 ‘그로테스크한 원시고대성
28) φpelllleH !Sepr O. M.(1973)

c.

91-92.

29) nponn B. ~1.(1 963) Py ccKHe arpapHble npa3 뻐 KH. JJ. ,

c.

101.

“

CMexa. M. , c. 136. 다음과 같은 프롭의

지적도 참조할 수 있다: “모든 축제적

유쾌함， 모든 웃음이 마술적인 의미를

30) nponn B. ~.(1 976) npO !S.n eM bI KO뻐해a

갖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인형을 찢거나 살해할 때 생겨나는 웃음이 그러하
다/’ (nponn B. ~.(1963)

32) 5ax깨 H

c.

104)

O. M.(1973) c. 492.
M. M. (1 965) c. 10-16

3 1) φpelllleH !S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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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TeCKHa~ apXaHKa) ’으로 소급될 수 있는 것들이다: “육체의 그로테스크한 형
상이 갖는 근본적인 경향의 하나는 한 육체 속에서 두 육체를 보여주는 것이

다. 그 하나는 탄생시키고 죽어 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신되고， 출산되고，
탄생되는 것이다잃) 카니발과 유사 차니발적인 축제들 속에서 폭식， 폭음， 배
설， 성교， 탄생 등등의 모티프들， 즉

‘육체적 하부’의 모티프를 연구하면서 바

흐젠은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을 가진 웃음이 이러한 중세의 축제들 속에 확고
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전통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2.

웃음의 의미론의 변화: 악마성

원시고대와 고대시기에 웃음이 생명과 부활의 기호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기

호적 성격과 형상들이 중세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교적 근원을 갖는 축제들
속에서 자리잡게 되었다면 중세는 로뜨만과 우스뺀스끼가 증명하듯이 웃음에 악
마성이라는 기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독교적 중세가 웃음에 대하여

갖는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태도는 웃음에 악마성이라는 기호를 부여했다는 사실
만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대 웃음에 대한 기독교적 중세의 태도를 설명
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요안 즐라또우스뜨의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다”라는 명
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웃음이 죄인가? 아니다. 웃음은 죄가 아니지

만 지나침과 부적절함이 죄이다 ... 웃음은 영혼이 휴식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 속
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흩뿌려지도록 있는 것이 아니다(빼 CMex eCTb 3nO? HeT ,

CMex He 3nO , HO

'Ipe3MepHOCTb

H HeYMeCTHOCTb -

3nO... CMeX BnO ll< eH B .IlYllly Ha띠y ，

naõbI .IlYIlla OT股때a ， a He ~ TOrO , 'I TOÕbI OHa Õ뻐a paCnneCKaHa)."34J 웃음 그 자
체가 아니라 그것의 남용이 죄라는 즐라또우스뜨의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

극적인 것’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웃음의 정도(혹은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우스운 것 (CMeWHoe) 의 정도)의 적절함 (Mepa) -

그것은 어떤 실

수나 기괴한 것을 전제하지만， 동시에 병적이거나 해롭지 않아야 한다 一 이라
는 테제가 중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발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소에서 눈

물이 날 정도의 홍소에 이므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웃음의 뉘앙스와

TaM *e. C. 32.
34) AsepHHues(1977) n03THKa

33)

paHHeSH3aHTHAcKOμ J1 HTepaTypbl.

A. 51.(98 1) c. 281 , rrp뻐 1 도 참조하라

M. ,

c.

274. rypesH 'I

종셰적 웃음의 이중적 의미론과 I 주점때의 빼배」의 희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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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가 부여한 가치는 또 다른 연구를 요구한

다 .35) 여기서는 웃음의 의미론과 관련해서 기독교적 중세가 발전시켰던 새로운

의미론， 새로운 형상으로 논의를 집중해보기로 하자.
중세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웃음에 악마성이라는 기호를 부여하였다. 특히

‘깔깔거리는 홍소’는 악마에게 속하는 것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의 웃음 (CMex
LlO

CJJe3) ’은 곧바로 악마와 동일시되었다. 이는 강하고도 견고한 전통이었다. 고

대 루시가 전설의 영역으로 사라지고 난 후 수 백년 뒤에도 민중의 환상은 계속해

서 지옥을 죄인들이 ‘한탄 속에서 신음하고’ 그들의 신음이 악마의 껄껄거림과 섞이
는 그런 곳으로 그렸다. 많은 중세 러시아 텍스트에서 웃음은 악마의 특정이다 "36)

웃음에 부여되는 악마성은 근대의 작가인 도스또엠스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악령」의 스쩨판 베르호벤스끼가 자신의 아들을 묘사하는 대목을 보라: “이건 희
화올시다! 아시겠어요， 난 그놈에게 소리치곤 하지요.<어립도 없는 소리， 네 놈
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네 자신을 제시하고 싶은 게냐>하고요.Il

ri t. Il rit beaucoup, il rit trop.

<... > Il rit

toujours( 그놈은 웃어 요. 그놈은 많이 ,

지나치게 웃는단 말입니다 ... 그 놈은 언제나 웃고 있어요)."37)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성성과 악마성의 대립 위에서 웃음이 악마의 자질로
간주되어졌던 것은 중세 러시아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중세 일반의 현
상이었다.38 ) 또한 웃음 문화는 서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중세 러시아에서도 존재하

였으며， 여기서 원시고대와 고대시기에 만들어진 웃음의 의미론은 보존과 대체를

거듭하면서 독특한 변형을 겪게 된다.
앞서 프레이멘베르그와 바흐젠을 통해 보았듯이， ‘방탕한 웃음’을 동반하는 다
양한 종류의 이교 근원의 축제들은 중세에도 살아남게 되었다. 이 축제들은 때로

합법적으로， 때로 반(半) 합법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몇몇 축제들은 교회의 월력 축
일과 겹쳐지게 되면서 보존/대체된다.39 ) 이교 근원의 축제들이 보여주는 이 생존

35) 기독교， 혹은 기독교적 중세의 웃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선， KapaCeB J1. B. (1 996)
φHJlOCOφM꺼 Ofexa. M. , c. 37-62; I'Io MHHa M. TaltHa CMexa HJlH 3CTeTHKa KOMH 'I eCKOrO ‘
M’ 3HaK. C. 180-218을 참조 할 수 있 다
36) naH 'I eHKO A. M.(1996) PyccKa~ KyJl bTypa B KaHyH neTpOBCKHX pe$opM // H3 HCTOpHH
pyCCK얘 Ky Jl bTypbl. T. III. (XVII - Ha 'l aJl O XVIII BeKa) M. , C. 80.
37) lloCToeBcKHIt φ. M.(974) nO JlH. co6p. CO 'l. B 30 TT. 11. , T. 10. c. 17 1. ~악령~ (김연경
역， 열린책들) 도스또엠스끼 전집 제 18권， 427쪽 참조.

38) 앞서 지적된 rypeBH 'I A. R (1 98 l) 외에， llapKeB때 B. n.(1992) HapoLlHa~ KyJl bTypa cpe lIHeBeKOBb~: napo뻐~ B J1H TepaType H HCKycCTBe , M.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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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응의 과정은 로뜨만과 우스뺀스끼가 서술하고 있는 중세 러시아 이교 문화

의 변형 모형과 유사하다: “1) 선행한 시대에 형성되었던 심층 구조는 보존된다.
그러나 옛 구조의 모든 기본적인 윤곽이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심층구조는 결정적

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 경우 문화의 태고적 골조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텍스트가 창조된다.

2)

문화의 심층구조 자체가 변한다. 그러나 이 변화한 심층구

조는 ‘옛 문화의 뒤집기’로， 앞서 존재했던 것을 기호교체를 통해 재배열하는 것
으로 구성되는 만큼 선행한 문화모델에 대한 종속성이 분명해진다 "40) 새로운 문

화와 옛 문화의 상호작용의 예로 로뜨만과 우스뺀스끼는 기독교 이전의 이교가
기독교의 문화시스템 속에서 살아 적응하는 과정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교

적 신들은 이중적인 변형을 겪는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악마와 동일시될 수 있
었으며，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종교의 시스템 안에서 부정적이긴 하나 전적으로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그들을 기능적으로 교체한 기독교
의 성자들과 결합될 수 있었다 "41)

이와 유사하게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을 가지고 있던 웃음도 이중적인 변형을 겪
게된다. ‘삶’， ‘죽음에서 삶으로의 복귀’라는 웃음의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은 기독교
적인 의미론으로 대체되면서 기독교적 축일에서 활성화되는 ‘그리스도 부활’의
형상들과 결합된다. 실제로 몇몇 기독교의 상정들은 이교적 모티프와 기독교의
모티프를 결합시킨다. 예컨대 프롭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절 달갈’은 원래 이교적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나는 달갈( O:t<HBJleHHOe 째UO) ’

에 근원을 두는 것이다 .42) 이 ‘살아나는 달갈’이라는 모티프는 때로 중세 유럽에
서 외경적 전설의 형태로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설 그 자체가 민중적인
동시에 공식적인 문화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3)

다른 한편으로 웃음의 의미론에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킨 기독교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점에서 크리스마스 주간의 “ ne DlHoe L\eHCTBO"
에서 구약의 세 소년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던

'xaJlL\e찌UbI’

라는 정화의 의무가 시사적이다 .44) ‘XaJlL\eHUbI’와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은 그들이

39)
40)

보다 자세하게는 Pey깨H M. 삐(1 996) C. 19-22를 보라.
지 )J

,

41)

TaM

>l< e.

42)
43)

nporITI B.

로뜨만， 우스뺀스끼

r 러시아 문화의 역학에 있어 이원적 모델의

역할(1 8세기말까

52-52면 .

J1 Hxa t !e B

53면.

.H.(1 963)
ll.

C.

100.

c. , naH 'I eHKO

A.

M. , nOHWpKO H. B. (1 984) C. 201-202.

44) 파민씬에 따르면 “ neU1Hoe lIeltcTBo" 의 nell\b는 ne'lb 에서 유래되며 lIeltcTB。는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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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공식적 제의였던 “ nelllHoe lleηcTB。”극(劇)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
미에서 공식적이다. 불꽃， 옷 갈아입기， 수염에 꿀 바르기 둥 ‘xaJllleAUbI’와 관

련된 다양한 모티프들은 기독교적인 부활， 승천 둥의 상정론과 교차하고 있
다쩌)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공식적 기능’ 외에 ‘XaJllle와UbI’는 민중적 축제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웃음 가득한 구경거리를 만드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성탄절을 전후로] xaJllleAUbl 는 광대 풍의 의상을 입고 손에 불을 든 채로 거
리를 뛰어다니며 건초더미와 행인들의 수염을 태웠다. 이것이 CB 5I TOHble pa)((eHble 이다얘)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동과 웃음은 이들을 어떤 불순한， 심지어는

악마적 인 것과 연관시키 게 만들었으며， 그 때문에 극과 축제가 끝나면 그들은
‘OMOBeHHe ’라는， 성 수로 이 루어 지 는 정 화의 식 에

참여 해 야만 했다찌 xa JllleAUbl

는 경건하고도 공식적인 종교적 예식의 참가자이자 동시에 웃음과 소동을 불
러일으키는 불순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주간의 축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러시아의 축일들에서도 놀이꾼들
에 게 ‘OMOBeHHe ’가 부여 되 었다. 스또글라브 (CTOrJlaB) 는 다음과 같이 중세 러 시

아의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바노프 제일(察日)과 성탄절 전야， 주현절 전
야에 남자들과 부인들， 처녀들이 모여 밤늦게 춤을 추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
고 악마의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며 불경스러운 일을 별이니

청년들에게는

추악함이요 처녀들에게는 치욕이 된다. 밤이 지나면 마치 악마 새끼처럼 고함

을 지르며 강으로 가서는 물로 씻는다생) 물론 이 경우 육체의 정화는 영혼의
정화에 상웅하는 것이다.
‘방탕한 웃음’을 수반하는， 동시 에 정 화 의 식 으로서 의 。MOBeHHe 로 끝나는 다양

신비극 (MHCTepH.ll)에 상웅한다

이 극에서 묘사되는 사건은 구약의 다니옐서 3장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왕의 우상 숭배를
거역함으로써 풀무 (net:fb) 속으로 던져지나 하냐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된다

는 내용이다. 이 극에 느부갓네살왕의 병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xaJl，lleß 라고 불
렸다. ‘종교극’으로서 “nellUl oe lleßCTBO"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φa째UhIH A. C. (1 995)
CkO뼈 poXH Ha

Py CH. Cn!5. c. 95-98; JJHXa'l eB ll. c. , naH 'I eHkO A. M. , nOHllIpkO H. B.(1984)

c. 158-160을 보라.

45) JJHxa앤 B ll. c. , naH 'I eHkO A. M. , nOHμpkO H. B.(1984) c. 162-173.
46) TaM *e. C.1 6 1.
47) TaM *e. C. 175; CMHpHOB H. n. (1 977) llpeBHepycckl깨 CMex H JlO 대 Ka KO싸써eCKoro //

TOllP lI. T.

48)

XXXII.

1I .•

c.

308.

CTOr Jl aB. H311. 3-e. Ka3aHb , 1912. C.

90.

nponn B. ~1.( 1963)

C.

131-1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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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러시아 축제들은 이중적인 의미론으로 특징 지워지는 웃음이 중세 러
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적 중세는 웃음의 원시고대적인

의미론을 변형시켜 자신의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웃음에 악마의 기호를 부
여함으로써 그것을 정화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 결과 중세적 웃음은 이중적 의미
론을 가진 기호가 되고 있다.

구레비치는 중세 속에서 이교적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의 교차를 본다. 그에 따
르면， “그 근원에 따르면 이교와 이교적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중 문화와

기독교 교회의 제의들의 이질적인 층들은 단순히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면서 중세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왜) 기독교적

중세가 웃음에 대해 보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기독교적 중세 그 자체

가 갖는 두 이질적인 문화의 교체와 상호작용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이질적인

두 문화의 교체와 상호작용이야말로 중세 문화의 지배소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공식적 문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적 민중 문화를 관통하여 지배하는 법칙
이었다. 중세를 통틀어 웃음은， 혹은 웃음과 관련된 축제들과 그 축제들을 지배하
는 형상들은 그에 대한 관용과 금지의 진자 사이에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존재

조건 자체가 중세적 웃음에 독특한 뒤앙스를 부여해주었다.

3.

r 주점에의 예배 j 에 나타나는 웃음의 기독교적 의미론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원시고대에서 고대시기 웃음에 부여된 ‘생명’，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부활’이라는 의미론이 기독교적 중세에서 ‘악마성’이라는 기호에 의해서
대체되고 복잡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중세 러시아의 전통적 축제들 속에서 이러
한 이중적 의미론을 가진 웃음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17세기 러
시아 웃음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을 「주점에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웃음
의 기독교적 의미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문제를 살
펴보기 위해 몇 가지 예비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주지하듯이

「주점에의

예배」는 구체적인 예배 과정에

대한 패러디이며 그

결과 텍스트 속에는 rYacocnOBJ , rTpe$onorHßJ , rMHHe~ cny*e6Ha~J 등의

예배

텍스트가 패러디된다. 문학적 패러디라는 관점에서 「주점에의 예배」는 17세기

49)

rypeBH 'I A, .11, (1981) C,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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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문학 중에서도 그 완성도가 탁월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기

도문 (OTt-le HaWe) 에 대한 탁월한 패러디를 보라:

QTqe Ham , H*e eCH Ha He6ecax , ßa
TBoe , ßa 6YßeT
ßa*ßb HaM

ßH eCb

BO Jl~

TBO~ ， ~J< O

CB~THTC~ HM~

TBOe , ßa npHHßeT uapCTHe

Ha He6eCH H Ha 3eMJlH, x Jl e6 Ham

H OCTaBH HaM ßOJl rH

Ha띠 H ， 쩌(0

*e H

MbI OCTaB~eM

HamHM, H He BBeßH HaC BO HC J< ymeHHe , HO H36aBH HaC OT

‘’

QTqe Ham , *e eCH Ce ßH m HblHe ßOMa , ßa CJl aBHTua
HblHe H TbI

J<

HaM , ßa 6YßeT

qe. XJl e6 Ham 6YßeT. llaH *e
ßO Jl rH Hama ,

~J< O

*e H

BOJl~ TBO~ ~J< O
Te6~ ，

HayCmbHbI찌

ßO ll*H HJ< OM

lIYJ< aBarO

H~

TBOe HaMH , ßa npHH ßH

Ha ßOMY , Ta J< O H Ha

J< a6a J< e

Ha ne-

rOCnOßH , H cero ßHH , H OCTaBHTe ßO ll* HH J< H

MbI OCTaBJI쩌 eM

*HBOTbI

CBO~

Ha

J< a6a J< e

,

H He BeßH Te HaC

Ha npaBe* , HeqerO HaM ßaTH , HO H36aBHTe HaC OT TlOp뻐 .(76)50)

‘훌륭한’ 패러디가 텍스트의 몇몇 형식적 자질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인 구조의

뒤집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점에의 예배」의 작
가는 예배 텍스트를 잘 아는 성직자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
다. 능숙한 패러디꾼으로서 작가는 무엇보다도 원텍스트가 갖는 종교적， 정신적
의미를 구체적， 실제적， 축자적인 차원으로 대체함으로써 희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예컨대 원텍스트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용시고 (OCTa뻐 HaM ßOJl깨 HaW J.l,

Jl KO lJ< e

J.I

뻐1 OCTaBmeM

llO Jl)J(HJ.l KOM HaillHM)" 라는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태복음 6:12)" 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빚
(llOJlr) ’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메타포이며， 동사 OCTaBJ.l Tb 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51) 작가는 ‘빚’이라는 말을 축자적으로， 그리고 。CTaBJ.lTb 라는 동
사는 다른 돗으로 사용함으로써 원래 텍스트와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적으
로는 전혀 다른 문장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점에 남겨두듯이 우
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혹은 우리가 받을 빚을 돌려주도록 하시
고)" 거 의 똑같은 통사구조에 서 (OCTaB J.I HaM llO Jl r J.l HaW J.l

50)

J.I

OCTaB J.l Te llO Jl)J(HJ.l KJ.I

r 주점에의 예배」에 대한 인용은 AllPHaHOBa-nepeTU B. n. (1 937) Qqep써 no HCTOpHH

pycC J< oll CaTHpHqeCKOll

51)

--

QCTaBH깨

-

~3 b1J< a. T.

II.

J1HTepaTypbl

XVII

Be J< a. M-JJ. 에 따른다.

매。 CTHTb ， Cpe3HeBc J< Hll H. H. (1 895) MaTepHaJ뻐 띠~ C JlOBap~ ßpeBHepycC J< oro

CT6. 73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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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0JIfH Hama)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주점에의 예배」의 작가가

탁월한 패러디꾼임을 증명해준다고 할 것이다.

「주점에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패러디의 탁월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주

점에의 예배」를 유사한 서유럽의 텍스트와 비교해보면 당대 러시아의 ‘술꾼들’의
구체적인 삶(예컨대 ‘벚쟁이’， ‘태형’， ‘감옥’ 등과 같이， 가난과 음주로 인해 빚어진

현실틀)이 텍스트 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럼으로써 텍스트가 구체성과 생생함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그리고 이러한 구체성과 생생함이야말로

「주점에의 예배」가 러시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주점에의

예배」의 희극성이 패러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

예배 텍스트를 패러디함으로써 생기는 유희 외에도 -

술꾼들의

희화화와 비판에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술꾼들의 희화화와 비판이 작가의 의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주점에의 예배」를 포함한 17 세기 웃음 문학

에서 웃음은 종종 웃는 사람 자신을 포함하는 전(全) 세계를 향하는 웃음이 되고

있으며， 또한 종종 웃음의 대상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포함하는 복잡
한 웃음이 되고 있다.
만일 「주점에의 예배」의 회극성의 복잡성을 전제한다연， 술꾼에 대한 작가
의 비판과 희화화와 관련해서， 술꾼의 무가치한 삶에 대한 묘사는 두 개의 언
어， 즉 “하나님께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술꾼들에

대한 기독교적 설교자이자

박식한 문사의 언어”와 “민중 문화의 대표자의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
목할 수 있을 것이다 .53) 먼저 ‘기독교적 설교자’의 차원에서 작가는 술꾼의 무
가치한 삶을 비판하면서 17세기 당대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주제인 ‘순종하지
않는 탕아 (6.nyllH뼈 CblH)’의 주제를 끌어들인다. 예컨대 「고레-즐로차스찌 이야
기 (nOBeCTb 0 rOpe-3JIOyaCT짜i) J 의 젊은이가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한 것(:I<HTb

no CBOe깨 BOJIe) ’이 파멸적인 운명으로 귀결되었듯이주점에의 예배」의 주인
공의 ‘불순종’ 또한 삶의 파괴로 귀결된다.

Er~a

*e

HaKa3aHH~

52)

~OCTHrOma

~HOmeCKarO

B03paCTa H He H3BOJIHma no OTeyeCKOMY

’

*1 TH , HO H3BOJIHma !!o CBOeH BOJIH

XOnHT~ ，

*e

3~epaBmH

예컨대 r 주점에의 예배」를 보다 서유럽의 보다 학자적인 패러디 r 술꾼들의 예배
(BcenbJl He 따la Jl JIHTyprHJI)J (0033HJI BaraHTOB. (1 975)

53)

pO~TeJIH

CT때 eeBa

O. c(996)

Hapo뻐 aJl

06pa Jl llOBa Jl

CI써BOJIHKa

M. , C. 347) 와 비 교해 보라.
H

MH~JIOrHYeCKHe npe~CTaBJIeHHJI

B n03THKe C~~6~ Ka6aKY ν TOllPJI. T. XLIX. C06. , c. 139.

중채적 웃음의 이중척 의미론과 r 주점때의 예배 j 의 희극성

HX H He

B03MOr。미 a

lIama XOL\HTH Ha
HH l< al<싸쩌
)j( e

H npenama BO.IIH HX.

Be껴 epH

H Ha

아왜 npHnO*HmaC~

pol\H Te.IIH

B에” 싸!oroe ，

Ha l< a3aHMH H npenama BO .IIH HX. QHH

)j(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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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OHeM Haka3HHM H Ha

HX He B03MOrOma 3nep)j(aT H

6뻐 a 6y~BH

He npeBOneJIl\hI, HH 3eMJIeneJI l\hI, !3I.a ae HekVB qaCTb

H xpa6pH , He

6때a

’“‘eHHI OTO OTeu

CBOHX. H npHHnO.a Ha kOPqKHUV. pa3TOqH.a ae HweHHe CBoe He 60ra

쁘핸 (9 1.강조는 인용자).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탕아’의 주제를 텍스트로 도입한 것은 아마도 r 주점
에의 예배」가 갖는 교훈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홍미로운 것은
「주점에의 예배」나 「고레-즐로차스찌 이야기」외에도 ‘탕아’와 ‘술꾼’에 대한 한 막

간극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가 발견된다는 사실이다주점에의 예배」의 테마와
관련해서 이 막간극은 시사적이다. 예료민에 따르면 이 막간극은 다음과 같다.

‘탕아가 술을 마시고 있다. 그에게 술꾼이 다가와서 건강을 위해 한잔 사달라고
한다 탕아는 좋은 마음에서 그에게 술 한잔을 가져다준다. 술꾼이 술을 마시고

쓰러진다. 종들이 그를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는다. 술꾼은 죽고 악마가 그의 영혼
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탕아는 사자(死者)를 매장해주라고 명령하고 나서 계속 잔
치를 즐긴다.’없)

이 막간극에서는 ‘탕아’와 ‘술꾼’의 테마가 ‘죽음’의 테마와 결합되고 있다. 즉

술꾼의 영혼은 지옥에 속하는 것으로 술꾼은 미래 지옥의 거주자인 셈이다. 그와
같은 표상이 r 주점에의 예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CKoHlI aBwycJI eMY
OT BOpoBcTBa HHKTO no HeM He nOTy*HT , HCnOnHHT JIeTa CBO Jl B nHTHH H ïrO lDl a 6..
6ecv lIVII a er0"(70. 강조는 인용자)，

XPHCTHaHCkom cwePTH~ MH03H lI eJIOBe l\H

“ He

OT Te t'í e YMHpalOT’ '(73. 강조는 인용자)，

“ nO

ceM KaHYH , TBopeHHe XTO

t'í e3

YMa H

t'í e3

n aMJI TH nbeT , !!e kpeTHSHCkH CkOHqaeTQa. ’'(80.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도 ‘순종하

지 않는 탕아’와 ‘술꾼’의 테마가 결합되 고 었다: “nbJlH때 t'íe3BOll<Jlep*aH뼈 H HenocJIYψlHBbIX llYwa B pyKax t'íecoBcKHX"(68). 더 나아가 작가는 미 래 지 옥의 거 주

자로서의 술꾼의 모습을 악마와 유사한 것으로 묘사한다:“t'íec HCKyCH HX H
。t'ípeTe HX , 10 1I06H..X ce6e , "(TaM

lK e.

강조는 인용자). 술꾼은 이미 이 세상

에서도 악마와 유사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의 언어는 다른 서숨어의 차원， 즉 민중적 문화의 대표자의 언어로

54) EpeMHH H. n.(1953) CHMeOH nonol\I< Hll - n0 3T H npaMaTpyr ν CHMeOH nOJIOl\ K뼈. H36p.
CO 'l. M. 끼.，

c.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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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다. 그리고 이 언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웃음의 기독교적 의미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주점에의 예배」의 민중적 상징체계를 분석하면서 스따페
예바는 작가가 술꾼을 묘사하면서 민중적 악마학 (HapOßHa~ ~eMOHOnOrH~) 을 이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었다. 실제로 텍스트 속에서 잠재적인 지옥의 거주자
로서의 술꾼은 ‘살아있는 부모(빼Bble poßHTenH)’와 유사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nponpoßuhI

인용자] C 60COTO~ npHneBa~T， r~~T H3 3aneqb~ qTO

-

hle pO매 Te JlH ， qTO
rH , pO llC H, qTO

lICyrH

HC

l< aJly

1< 0Te Jl Hhle .1I Ha

,

BhlnO Jl 3J1H, n때aT.

3y6 h1

CBeT Jle~T ，

<... > 6eJ뻐e

r Jl a3 h1

nHJlH l< a~T ，

ropnhl

phl l< a~T ，

a l< H nC hI rphl3YT"(65); “ nOe .1leM C nOJl aTeH oroJIH ry3HoM Ha neqb npHBhl l< aH
60 JlM,
b,

noc 깨깨CJI

lICH B

HayqHCb , 3ar JlJl.1lhl BaH H3 3aneqb Jl C HaMH , qTO

lICHB

py l< H, qTO OllCO

lICHBOH

1<

no

pO .1lHTe Jl

npoBOH Jl JI , r Jl a3a nHJlHl<a~T ， 3y6퍼 CBeTJle~T"(73).

스따페예바에 따르면 ‘부모들’이란 실은 ‘죽은 조상’과 관련되며 여기서 주인공
은 ‘살아있는 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미 민중적 언어로 자리잡았을

조상 숭배의 상정들은 문학적인 비유를 위한 질료가 되고 있다. 술꾼은 빼치까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비슷하게 보인다. 작가는 민중적
표상에 따른 사자(死者)의 모습으로 또한 술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55)

장례 제의에서 빼치까가 관이 놓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
은 더욱더 설득력을 지닌다. 작품 속에서 술꾼의 공간은 무엇보다도 nanaTb 이

며 ‘빼치까 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검맹이 (ca)J(a) 가 술꾼의 항구적
인 특징 이 된다: “OTe l.\KO때 CbJ H Ha nOnaT~X B ca)J( e nOBan~nc~"(64) ， “ 11 omycT
Ha nOnaTH CnaTH"(77). 민중적

제의에서 ‘검탱이’는 종종 사자의 특정이다 .56)

‘우스운 동시에 무섭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웃음， 정확하게는 「주점에의 예

배」에 나타나고 있는 술꾼의 형상은 그러한 웃음의 대상에 대한 중세 기독교
적 표상체계에 정확하게 상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술꾼은 가벼운 아이러니와
희화화의 대상이다. 술로써 재산을 말 그대로 ‘날려버리는’ 과정에 대한 다음
과 같은 유희 적 인 묘사를 보라: “ nepCTHH ,

1.! eJJOBe 1.! e , Ha pyKe Mema lO T , HOra[BH l.\b1]

55) CTaφeeBa O. c.(996) c. 137-139.

56)

예컨대 마슬레니짜의 제의적 장례식에 대한 프롭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보라: “썰
매에는 바퀴가 달린 긴 장대가 설치되고 바퀴위에는 술과 빵을 든 남자가 앉는다.
검탱이를 얼굴에 칠하거나 여자의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술취한 남자는 썰매 위나
혹은 말 위에 거꾸로 앉을 수 있었다 "(nponn B. }I .(1963) c. 7 1)

중셰적 웃음의 이중적 의미론과 r주점에의 예배」의 희극성

T$I)j(e JlO HOCHTb , rrOpTKH Ha rrHBO MeH $l ew"(61-62).
함께 노골적 인 조롱이 함께 한다.
My~pOCTb ， J.l cTyrr J.l

)j( e HarOTa ,

J.I

“TOMy

이 러 한 유희 적 인

rrOqy뻐MC $I，

óe3yM J.leM HarrO JlHJ.l X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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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화화와

B Ma Jle qaCe , KaKO
B J.I~$1띠J.lM

J.l 3qe3e

Ha CMeX , a ceóe

C rrporro~ Ha BeJlHKy~ cpaMoTy ’'(6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희화화와 조롱의 대상으로서의 술꾼은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도 형상화되고 있다. 즉 「주점에의 예배」의 작가는 사
자에 대한 민중적 표상을 이용하여 술꾼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술꾼의 모습

은 우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상됨으로써 -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무서운 것이 되고 있다. 희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r 주점에의

예배」 속의 ‘술꾼’의 형상에서 희극적인 것은 악마적 형상과 결합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형상에서 우리는 웃음의 기독교적 의미론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웃음의 기독교적 의미론이 이 작품의 희극성에 독특함을 부여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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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Двойная семантика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смеха и

комическое в Службе кабаку

Вен Хен Тэн

Наша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сематическим образам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смеха и коми

ческому в Службе кабаку. Под словом 'средневековый смех'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бо
лее

всего, определеннье

зрения

нововременного

культурное

явление,

которое

идинвиду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и

нельзя

поня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

точк~
смеха.

В течение христианско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том числе русского, за подобныI.I
типом смеха закрепляются особен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образы,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1
к язычесв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христианству, с другой.
Первая семантика смеха, которая восходит к традициям, уходящим своими кор

нями в архаический ритуал, отличается разными образами жизни и перехода от
смерти к жизни. В условии христианско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такая семантика пере

секается с христианскими образами. Вторая семантика смеха, т.е. смех как знак
сатана

организуется

таким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м

святости

и

сатанинства,

которое

OCHOBНbW образом характеризует христианское Средневековое не только запад
ноеврапейского, но и русского.

Идея автор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двойная семантика среденвекового смех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лияет на структуру комического в Службе кабаку.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текст русской смех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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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ека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ый оттено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