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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 연대가>와 고대 러시아적 역사 언식과 

재현의 특수성에 대하여 

변 현 태. 

1. 서론 

10세기 말에 이루어진 키예프 루시의 공후 블라디미르의 세례는 키예프 루 

시의 역사에서， 아니 러시아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의 하나였 

다 블라디미르의 세례가 갖논 의미가 그 최초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으로 블라디미르는 최초로 세례릎 받은 러시아인， 심지어 러시아의 최초의 기 

독교 군주도 아니었다. 블라디마르의 세례 이전에 키예프에는 이미 기독교인 

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최초의 러시아 가독교 군주는 블라디미르가 아 

니라 그의 할머니인 올가였던 것이다. 블라디미르의 세례가 갖는 커다란 의미 

는 그의 세례가 키예프 루시 전체의 기독교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블라디미르의 세례와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를 야기하였던 정치적， 외교 

적， 이념적 맥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원 

초 연대기>1)의 기록에 따르면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급진성은 예컨대 키예프의 주민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만든 이후 블라디미르가 취한 최초의 행동이， 그 자신이 키예 

프의 공후가 되면서 세웠던 이교적 우상틀을 파괴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자신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FnOBeCTb BpeMeHHblX J1eT,g(H311. 2-oe , HCnp. H llon.) , cnô. , 1996. 이 하에서 〈원초 연대 
기> 텍스트를 인용할 때에는 nB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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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례명을 딴 바실리 성당을 세운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2)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이교도에서 기독교도가 된 “새로운 사람들(HOBbUI JDO.llH, 

f1BJI:55)"에게 자기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자기 인식의 문제에 첨예함 

을 더하여 준 것은 당대의 키예프 루시와 비잔티움과의 ‘경쟁적’ 관계였다. 러 

시아의 인문학자 토포로프(TonopOB B.H.)는 당시의 키예프 루시와 비잔티웅의 

관계를 ‘도전과 응전’의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이 상황의 긴장이란 “본질적으 

로 정신적 스승이자 후견인이었던 비잔티움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러시아적’ 답변을 정식화하려는 단호함으로써 "3)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다. 그는 이 ‘러시아적’ 답변이란 “러시아인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은총의 왕국 

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기독교 민족들보다 열등하지 않은， 동듬한 민족이 되 

었다는 확신으로부터 "4) 생겨 나오는 민족적 자기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이 ‘다른 기독교 민족들’이라는 표현 앞에 ‘무엇보다 비잔티움의 그리스 

인을 포함한’이라는 삽입구를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토포로프의 견해에 전적으 

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교에서 기독교로의 급진적인 전환과 당대의 비잔티움과의 관계가 제기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가졌던 당대적인 첨예함은 기독교와 함께 수용되었던 

문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키예프 공국 시기의 거의 모든 최초의 원전 언어 

2) <원초 연대기>의 980년 항목(nBJJ:36-38)과 988년 항목(nBJJ :49-54)을 보라 블라디미 

르의 키예프 공후 등극(980년 항목)과 세례 (988년 항목)를 다루고 있는 〈원초 연 

대기〉의 이 두 항목은 다분히 평행적， 대조적이다. 형 야로폴크를 죽이고 유일한 

키예프의 공후가 된 블라디미르는 “성 뒤편의 언덕 (Ha XO찌y BHe llBOpa TepeMHar이” 

(nBJJ:37)에 페룬을 비롯한， 슬라브족의 여러 이교도 신들의 우상을 세운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군주로서 헤르손 정벌에서 돌아온 블라디미르는 “페룬과 다른 이교도 

신의 우상이 서있던 언덕에 (Ha XOJ뻐e ， Hlle lI<e CTOJlme KyMHpb nepyHb H npO'lHH)" 

(nBπ53) 바실리 성당을 짓도록 명한다 두 항목 모두에서 과거에 이교도 신들의 

우상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현재 바실리 성당이 서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 

다(“Ha TOMb XOÆMe HWHe uepKBH CTOHTb, CBJl TarO BaCHAb쩌 eCTb", nB끼:37). 이 교도 신 

의 우상이 그에게 바치는 제물의 “피로써 러시아 땅과 그 언덕을 더럽히는"(TaM 

lI<e)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제 세례가 이루어진 키예프에서 악마는 신음하며 도망 

간다(‘더럽혀진 러시아 땅과 그 언덕’은 정화된다). <원초 연대기〉의 이 두 항목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평행과 대조는 우연이 아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이 논문 

의 2.3절을 보라. 

3) TonopoB B. H.(1995) lCBJl TOCTb H CBJlTble B pyCCKOI1 ,ayXOBHol1 KyJlbType.g, T. 1. M., c. 264. 

4) TaM lI<e. C. 265. 강조는 토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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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opHrHHanbHa~ CnOBeCHOCTb)에 러시아 민족의 자기 의식의 문제가 반영되었 

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즉 <원초 연대기>， 일라리온(I1napHOH)의 〈율법 

과 은총에 대한 말씀 (CnOBO 0 3aKOHe H 6narOllaTH)> , 보리스-글웹의 생애전 

연작，<이고리 원정기 (CnOBO 0 nonKy I1ropeBe)> 등과 같은 중요한 원전 언어 

체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키예프인들이 그리고 있는 ‘자기 상(像)’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5)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략 

1040-1120년대에 해당하는 키예프 공국의 초기 원전 언어체들에서 자기 인식 

의 문제， ‘자기 상(像)’의 형상화의 과제는 고대 러시아적 세계관， 혹은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에커니즘’이라 부르는 것과 

밀접하게 결합된다. 두 번째로， 키예프 공국 시기의 러시아 민족의 자기 인식 

의 문제는 일라리온의 글이나 보리스-글랩의 생애전 등에서보다는 <원초 연 

대기>에서 더 근본적이고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성성 (CBHOCTb)’이나 ‘종교 

적 계승’의 문제로 제한되는 보리스←글랩의 생애전이나 일라리온의 글에서와 

는 탈리 <원초 연대기>에서 자기 인식의 대상은 키예프 그 자체가 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예프 공국의 ‘자기 상(像)’의 재현이라는 과제에서 <원 

초 연대기>는 예외적인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원초 연대기>에서 키예프 공국의 자기 인식의 문제 

가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과 결합되는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고대 러시아적 역사관의 특수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문의 주요한 분석 대상은 <원초 연대기>의 988년 항목에서 서술되고 있는 

블라디미르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 소위 ‘헤르손 전설 (KOpcyHcKa~ nereHlla)' 이 

될 것이지만(2.3) ，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과제는 <원초 연대기> 그 자체와 

(2.1) 고대 러시아적 역사관의 특수성 (2.2) 에 대한 예비적인 서술을 요구한다. 

5) 예컨대 토포로프는 1040년대부터 시작된 키예프 공국에서의 러시아적 자기 인식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념으로 결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공 

간과 권력의 영역에서의 통일(<원초 연대기>， <이고리 원정기>， 2) 시간과 정신의 

동일， 즉 정신적 계승의 관념(<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대한 말씀>)， 3) 행위와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윤리적인 이상으로서의 성성 (CB~TOCTb)(보리스 글랩의 

생 애 전 연작)."(TaM )j(e, c.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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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 <원초 연대기〉와 키예프 공국의 자기 인식의 문제 

일반적으로 〈원초 연대기>는 ‘연대기적 전서(J1eTonHCHblìl C BO.ll)' , 즉 선행하 

는 언어체들(문어적， 구어적 언어체들) 혹은 동시대의 언어체들을 선별적으로 

결합시킨 편집체로 정의된다.6) 고대 러시아의 최초의 원전 언어제 중의 하나 

인 〈원초 연대기〉에 대한 어문학적 연구는 현존하는 연대기 텍스트(대표적으 

로 라브렌트， 이파티예프， 노브고로드， 라즈디빌로프 연대기 등)들의 비교 연 

구， 다른 번역 언어체， 원전 언어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원초 연대기> 텍 

스트의 재구성， 그 형성의 역사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샤 

흐마토프(UlaXMa T08 A.A.) 리하효프(지Hxa''!e 8 Il.C.) 의 연구를 통해 <원초 연대기 

〉가 여러 차례의 개작과 삽입을 거쳐 형성되어왔으며 이 개작과 삽입에 다양 

한 언어체들(예컨대 구어적 전설， 종교적 전설， 외국의 번역서들 등)이 사용되 

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 

6) JIHxa4eB n. c. (1 983) fTeKcTo .nOrHJ1.!J, JI. , c. 358-363. 

7) 샤흐마토프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리하효프의 가설에 따르면，<원초 
연대기>는 1040년대에 형성된， ‘최초의 기독교 전설 (CKa3aHHe 0 nepBOHa4aJJbHOM 

pacnpOCTpaHeHHH xpHCTHaHCTBa Ha PYCH)’에 기 반하고 있 다 애 초부터 연 대 기 적 형 

식(특히 연도 항목에 따른 배열)의 존재를 전제하는 샤흐마토프(그는 이를 ‘최고 

(最古) 전서 (tlpeBHeliwl깨 CBOtl)’라 명명한다)와 달리 리하효프는 ‘최초의 기독교 전 

설’이 아직 연대기적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 간주하는데， 이 ‘전설’에는 올가 

의 세례와 임종， 최초의 바랴그인 순교자， 러시아의 기독교화， 보리스와 달랩， 야로 

슬라프 현공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1070년대， 키예프의 페체르스키 

수도원의 니콘에 의해 ‘전젤’의 개작과 다양한 자료의 삽입을 통해 〈원초 연대기〉 

의 기본적인 형식들이 만들어진다(1-뻐 KHeBO-nep4epCKHll CBOtl). 1090년대， 역시 

키예프의 페체르스키 수도원에서， 샤흐마토프가 ‘최초 전서 (Ha4aJJbH뼈 C80tl)'라 명 

명한 텍스트가 만들어진다(리하효프는 이를 2-0li KHe80-ne4epcKI써 CBOtl라고 부른 

다) 이 ‘최초 전서’에 기초하여 1113년， 키예프의 페체르스키 수도원의 네스토르에 

의해 〈원초 연대기> 1차 편집본이 만들어진다.<원초 연대기> 2차 편집본의 형성 

은 1116년 키예프의 빅두비츠키 수도원의 실베스트르에 의해 주도되어졌다. 1118 

년，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장남 므스티슬라프의 주도 하에 〈원초 연대기> 3차 편 

집본이 만들어진다. 보다 자세하게는， 끼Hxa4eB n. c.(1947) I1'PyccKHe .neTonHCH,g, M.-JI. , 

c. 58-100, 145-172를 참조하라. 샤흐마토프와 리하효프의 가설 외의，<원초 연대 



〈원초 연대기〉와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째현의 특수성에 대하여 75 

‘연대기적 전서’라는 정의 자체나 개작과 삽입으로 이루어지는 그 형성사가 

보여주듯이 <원초 연대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장르적， 시학적 혼종 

성이다. 이에 상응하여 지금까지 <원초 연대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 

로 이 텍스트를 다양한 성층으로 분해하고 이 성층들 각각의 고유한 개별적 

인 속성틀， 논리들에 입각해서 그 속에 서술되어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재 

구성하는 연구 방법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리하효프는 <원초 

연대기〉의 초기 형성사를 ‘최초의 기독교 전셜’에 ‘이교도 공후에 대한 전셜’ 

이 덧붙여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8) 여기서 <원초 연대기>， 특히 그 초반부 

의 세계관적 혼종성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교회적 성층과 이교적， 민담적 

성층이라는， 서로에 대해 독자적이며 자신의 고유한 논리를 갖는 성층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된다. 

장르적 혼종성에 따른 성층 구분은 예컨대 예료민(EpeMHH H.n.)과 트보로고 

프(TBoporOB 0.8.)의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예료민은 <원초 연대기>의 성층을 

역사적인 연도에 따른 기록(norOIlHa}l 3anHcb)과 연대기적 paCCKa3, 연대기적 

nOBeCTb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트보로고프는 예료민의 구분을 수정하면서 

역사적인 기록과 연대기적 이야기 (paCCKa3)로 구분하고 있는데，9) 이러한 구분 

은 궁극적으로 각각 ‘역사’와 ‘문학’에 상응한다. 즉 역사적인 기록은 과거의 

사실적인 재현 혹은 그러한 재현으로의 지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에， 

연대기적 이야기는 서술 그 자체에 대한 지향， 즉 슈셋 형성 (c~*eTooõpa30BaHHe) 

에 대한 지향이라는 의미에서 ‘문학’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층 구분과 그에 따른 〈원초 연대기〉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기〉의 형성에 대한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KyCKOB B.B.(1989) 찌CTOpHJl I!peBHepyccKoη 

J1HTepaTYPb1J(H3 1J.. 5-oe, Hcnp. H lJ.on.) , M. , c. 43-49를 참조하라. 

8) JJHXa'leB Zl. c.(1947) c. 62-65. “[<원초 연대기〉에서-인용자] 손쉽게 두 성층(IJ.Ba 

CJlOJl)을 < ... > 발견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최초의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전설이，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최초의 이교도 공후들에 대한 민중적 전 

설이 그것이다."(TaM *e. c. 62.) 다른 한편 쿠즈민은 민중적 전설이 선행하고 “교권 

확장적 일탈”이 이후의 삽입이라고 주장한다(KY3bMHH A. r.(1977) ItHa l.{aJ1bHb1e 3Tanb1 

I!peBHepyccKoro J1eTOnHCaHHJlJ , M., c. 338-340, 350-359) 어 느 경 우이 든 교회 적 , 공 
식적 성층과 민담적， 구어적 성층의 뚜렷한 구별이 전제되고 있다. 

9) EpeMHH H. n.(l966) “KHeBCKaJl J1eTOnHCb Kal< J1HTepaTypH뻐 naMJlTHHK" , r지HTepaTypa 

lJpeBHeil PyCHJ, M.-JJ., c. 98-131; TBoporOB O. B.(1970) “C~*eTHoe nOBeCTBOBaHHe B 

J1eTOnHC JlX XI-XIII BB.", FJμ'CTOKH pyccKoil 6e.ππeTpHCTHKHJ ， JJ. , c.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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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 연대기>가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에 대한 편집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어지는 방법론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 

컨대 연대기의 ‘역사적 부분’과 ‘문학적 부분’의 구별은， 좁은 의미에서 역사나 

문학의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일정정도 연구 대 

상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성층 

구분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은 <원초 연대기>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 (ueJIoe)’이며 바로 ‘전체’로서 고대 러시아의 연대기자들에 의해 인 

식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만이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원초 

연대기>를 편집하고 이후의 여러 연대기들 속에 그것을 삽입하였던 고대 러시 

아의 연대기자들에게 <원초 연대기>는 하나의 이름의 권위 (aBTopUTeT)로 수렴 

되는 ‘전체적인 텍스트’였던 것이다 10) 예컨대 이파티예프 연대기의 흘레브니 

코프 본은 일반적으로 〈원초 연대기>의 세 번째 편집본(리하죠프에 따르면 

1118년， 당시의 키예프 공후였던 므스티슬라프의 이해관계에 따라 키예프의 

빅두비츠키 (BbWy6뻐K뻐)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편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간주되지만 네스토르(리하효프에 따르면 1113년의 최초의 편집자)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15세기 러시아의 연대기들은 봐두비츠키 수도원의 실베스트르 

(리하죠프에 따르면 1116년의 두 번째 편집자)를 <원초 연대기> 전체의 ‘작 

가’로 간주한다]1) 이러한 <원초 연대기>의 전체로서의 성격과 그에 대한 인 

식은 고대 러시아의 연대기자들이 가졌던，<원초 연대기>의 “고대적인 형태 

를 보존하려고 하였던 지향"]2)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초 연대기>가 고대 러시아의 연대기자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전체’ 

10) 텍스트 생성의 문제를 ‘권위 (aBTopIITeT)’의 문제로 수평시키는 헤브라이즘적 전통과 

‘저작권/작가성 (aBTopCBTO)’의 문제로 수렴시키는 헬레니즘적 잔통의 차이와 유사성 

에 대 해서 는 ABepllH l1eB C. c.0996a) “ rpe4eCKa51 ‘JJIITepaTypa ’ 11 6JJII:I<HeBOCT04Ha51 

‘CJJOBeCHOCTb’(npOTIIBOCT05lHlle 11 BCTpe4a ,'JByX TBOp4eCKIIX npIIH l1l1nOB)" , FPHTOpHKa 

H HCTOKH eBponeflcKO셔 JlHTeparYPHofl Tpa /JHL!HHdJ, M. , c. 13-75; ABepllHl1eB C C.0996 

6) “ABTOpCTBO 11 aBTopIITeT" , TaM :l<e. C. 76-100을 보라 

11) PaH411H A.M.(999) “XpOHIIKa reOpllrll51 AMapTOJJa 11 nOBeCTb BpeMeHH비X JJeT: KOHCTaHTIIH 

paBHoanOCTOJJbHbIl! 11 KH5I 3 b BJJa,'JIIMllp CB꺼TOCJJaBII4" ， FPyccKoe Cpe/JHeBeKoBbe 껴yXOBHb.μf 

Mκpdl， 1.1., c. 60→61을 보라 

12) JJllxa4eB n. c.(947) c. 361 이와 관련해서 리하효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4세기까지 일해왔던 연대기자들은 텍스트에 대한 자의적 왜곡이나 환상적인 성 

격의 이야기의 덧붙이기， 근거 없는 주장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TaM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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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원초 연대기〉 속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도 이질적인 성층들의 독자성에 비해 〈원초 연대기〉의 전체로서의 성격이 

우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어적이고 민담적인 텍스트나 외교 협상 문서， 

공후의 유언장， 생애전 등을 〈원초 연대기〉 텍스트로 끌어들여 삽입하고 편 

집하면서 고대 러시아의 연대기자들은 이러한 삽입으로 인해 <원초 연대기> 

텍스트의 전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13) 

따라서 우리는 삽입과 개작， 이질적인 성층들의 존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초 연대기〉를 ‘전체’로 받아들였던 고대 러시아의 연대기자들의 심리상(心 

理像/mentality)의 구조를， 그리고 그 심리상에 의해 받아들여진 <원초 연대 

기>의 ‘전체로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14) 

여기서 그 원제， 즉 “고대 러시아(PYCb)가 어디서 왔으며 누가 키예프의 최 

초의 공후였으며 고대 러시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지난 시절의 이야 

기 "(r라브렌트 연대기 J )가 보여주고 있듯이 〈원초 연대기〉가 근본적으로 ‘역 

사’，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키예프 루시의 자기 인식의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이 말은 몇 가지 부연설 

명을 요구한다. 

먼저，<원초 연대기〉를 ‘역사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단서가 펼요 

13) 이는 ‘저작권’을 ‘권위’로 대체하는 헤브라이즘적 전통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시편과 잠언은 그 일부가 다른 작가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 

어 텍스트 속에 그 다른 작가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에게로， 31 장은 ‘르무앨왕’과 ‘그 어머니’에게로 속한다) 

언제나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으로 불리고 인식되어왔다. 익명의 저자들은 

시편을， 잠언을 덧붙이면서 그 ‘권위’의 이름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 결과 시편과 

잠언 텍스트의 ‘전체’로서의 성격은 훼손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하게는 AsepHHlles 

C.C.(1996a) C. 20-21; AsepHHlles c.c.(1996õ) C. 76-79를 보라. 

14)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서의 〈원초 연대기〉 텍스트의 문제는 <원초 연대기〉라는 
개별적인 텍스트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고대 러시아(더 

나아가 유럽 중세)에서 기독교적， 교회적 성층과 이교적， 민중적 성층의 연관에 대 

한 접근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예컨대 두 성층 

을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리하효프나 쿠즈민의 견해를 두 성층의 

역설적인 결합 속에서 중세적 세계관의 본질을 보는 구레비치 (rypesH'I A. ~I.( 1981) 
fnpo6AeMU CpeßHeBeKoBOn HapOßHOn KyπbTypU，g， M. 특히 서 문과 제 6장)의 방법 론과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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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개략적으로 말해보자면 역사 그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관념올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와 역사에 대한 미분화된 관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경 

우는 구별될 수 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전통에서처럼 역사와 문학에 대 

한 차별적이고 메타적인 관념이 존재하는 경우15)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주지하듯이 그리스， 로마의 고 

전적 전통은 비잔티움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비잔티움을 통해 러시아로 건 

너오지는 않았다16)). 더 나아가 <원초 연대기>의 역사서적 성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우리에게 친숙한 근대적 의 

미에서의 ‘역사’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역사’라 

는 관념이 -과거의 사건의 직접적인 재현이라는 표상과 함께- 가치평가의 중 

심이자 인과적 사슬의 종착점으로서의 현재라는 시간의 발견을 전제로 한다 

면，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은 가치평가의 원천을 끊임없이 절대적인 과거， 시 

초에서 보고 있으며 여기서 이 절대적인 과거， 시초라는 범주는 시간적인 범 

주이기 이전에 의미론적이고 가치평가적인 범주인 것이다 17) 

두 번째로 자기 인식은 언제나 ‘나’와 나를 둘러싼， ‘내가 아닌 타자들’과의 

구별을， 그리고 ‘나’와 ‘타자들’과의 특정한 관계들에서 시작되며 이는 고대 러 

시아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8) ‘나’와 ‘타자’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기 

15) 예컨대 보다 보편적인 것을 서술하는 ‘문학’과 보다 개별적인 것을 서술하는 ‘역사’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을 보라. 아리스토텔레스(1998) ， F시학'.ß (천병희 역 개 

역 판)， 60-61쪽을 참조하라， 

16) 이에 대해서는 )f(HBOB B. f.1.( 1996) “PenHrH03Ha~ pe~pMa H HH~HBH~yanbHoe HaqanO B 

pyccKoil nHTeparype XVII BeKa ’, FH3 HCTOpHH PYCCKOI1 Ky.π'bTypbl.ß， T. 3. M. , c. 

461-464를 보라. 

17)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2.2에서 자세하게 서술될 것이다 한편， 가치평가의 중심 

이자 인과적 사슬의 종착점으로서의 현재의 발견은， 고대 러시아의 경우 16세기 

-17세기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JJHxa4eB n. c.(1979) Fn03THKa 

J1peSHepyccKo꺼 J1HTepaTypbl.ß (H3~. 3-be ~on .l， M. , c. 280-298을 참조하라. 한편 현재 

의 발견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근대 회화에서 소실점과 

원근법의 발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비교를 발전시켜보자연 고대 러시아 

의 역사관은 고대나 중세의 회화에서 발견되는 다(多)시점， 혹은 역(팽)원근법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에서 소실점과 원근법이 일차적으로 공간적 

범주라면 다시점， 혹은 역원근법은 공간적 범주이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의미론적， 

가치평가적 범주이다， 고대 러시아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다시점， 혹은 역원근법에 

대해서는 까Ixa4eB n. c. TaM *e. c. 36-5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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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와 ‘이교’， ‘문화’와 ‘자연’， ‘질서’와 ‘혼돈’ 등의 대립쌍으로 변주되면서 외 

부적， 대립적 관계로 설정될 수 있었다. 예컨대 <원초 연대기>나 <이고리 원 

정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와 폴로베츠의 대립이 그러하다 19) 다른 한 

편으로는， ‘나’와 ‘타자’의 관계는 내부적， 지향적일 수 있었다. 즉 ‘현재’와 ‘과 

거’， ‘우리들 당대인들’과 ‘우리의 선조들’ 등의 대립 속에서 전자는 후자와의 

일치를， 후자의 복원을 지향한다. 여기서 자기 인식의 문제는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의 특수성의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한다. 

<원초 연대기>에서의 자기 인식의 문제는， 예컨대 모스크바 공국 시기의 

텍스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인식의 문제와 비교해보면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 14세기 말-15세기 초의 고대 러시아 텍스트들 속에서 모스크바 공국 

에 부여되고 있는 영광은 몽고의 지배로 훼손되었던 키예프 공국의 영광의 

복원이자 발전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쿨리코보 전투를 승리 

로 이끌었던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매우 의도적으로 키예 

프의 대공 블라지미르와 동일시된다.때) 모스크바 공국의 문사들의 의식 속에 

서 키예프 공국은 일종의 ‘원모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스크바 

공국에 있어서 키예프 공국은 자기화되어야할 ‘타자’였던 것이고 모스크바 공 

국의 역사는 키예프 공국의 역사의 복원을 그 영광의 부활을 지향한다. 

키 예프 공국의 연대기자들은 모스크바 공국의 연대기자들이 가졌던 이 ‘타 

자’를 러시아라는 공간적인 경계 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절대적 과거’ 

18) 이러한 점에서 〈원초 연대기〉의 최초의 연도 기록이 시작되는 6360(852)년 항목 
은 매우 시사적이다· “6360년， 인덕타 15, 미하일이 통치를 시작하였을 때， 러시아 
가 이름 불리우기 시작하였다(Haqa CJI np03WøaTH PycICa 3eιIJI) ‘ 우리가 이를 

알게된 것은， 그리스의 연대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차르그라드를 침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부터 연도를 헤아려나갈 

것이다 "(nBJJ:12 ， 강조는 필자). 여기서 나타나듯이 ‘타자’(이 경우 비잔티움)의 존재 

와 그 존재에 의한 ‘나’에 대한 인식(고유명사로의 호명)이 ‘자기인식’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19) 특히 〈이고리 원정기〉에서의 이러한 대립쌍들의 변주에 대해서는 HHKOJlaeBa T. 
M.(1997) fC.nOBO 0 TlO.nKy HrOpeBe. n03THKð. H .nHHrBHCTHKð. TeKCTð.; C.π'OBO 0 TlO.nKy 

HropeBe H Tly DlKHHcKHe TeKCTbI.B, M., c. 9-118을 참조하라. 

20) 보다 자세 하게 는 PaH째H A. M.(l995) “KHeBCKa$l PyCb B pyCCK얘 HCTOpHOC때뻐 

XIV-XVII B." , I'repMeHeBTHKð. llpeBHepycCKo깨 지HTepð.TYPbl.B， C5. 8, M., c. 154-168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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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향되어 있는 고대 러시아의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은 <원초 연대 

기>의 연대기자들로 하여금 가치평가의 축이 되는 모형을 고대 러시아의 공 

간적 경계 너머에서 찾도록 하였고， 예컨대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 

잔티움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원형으로 하는 ‘헤르손 전셜’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보다 복잡해진다 즉， 여기서 

비잔티움은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의 관점에서는 내부적， 지향적인 관 

계에 놓여있지만 키예프 루시의 자기 인식의 관점에서는 외부적， 대럽적인 관 

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막 이교에서 기독교로 전화한 키예프 루 

시의 독특한 섬리상이 더해지면서 ‘헤르손 전설’은 독특한 의미망을 갖게된다. 

‘헤르손 전셜’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계기들과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 

과들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2.2.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파 재현의 메커니즘의 특수성파 절대적 파거 

앞서 우리는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에서 과거， 보다 정확하게는 절대적 과거 

가 독특한 의미를 획득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역사관 

에서 절대적 과거라는 범주는 시간적 범주이기 이전에 의미론적， 가치평가적 

범주라고 지적하였다. 엄밀하게 말해본다면 절대적 파거의 범주는 좁은 의미 

에서의 역사관， 즉 ‘역사란 이러이러하다’라는 진숨을 구조 중심으로 하는 추 

상적인 표상구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기술， 즉 과거의 사 

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메커니즘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데， 이 메커니즘(즉，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모스크바

타르투 학파에 의 해 주도되 어 졌다. 

로트만(지。TMaH 애. M.)은 <이고리 원정기〉에 나오는 “선조의 영광을 울리며 

(3BOHRYH B rrpaaeaH삐삐 C JlaBY)"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근대적 유형 

의 의식과 달리 “사유를 결말-결과가 아니라 시작-시초 (HayaJlO개CTOK)로 방 

향 지우는"21) 고대 러시아적 유형의 의식과 연관시킨다. 그에 따르면 고대 러 

시아의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이 갖는 특수성은 무엿보다도 과거 속에 

서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부각시키고 이 사건을 원형으로 하여 후대의 사건 

21) J10TMaH 매. M. (1993) “ 3BOH~'깨 s npalleH lO1O clIasy", f)μ'36paHHble CTaTbHjj , T 3. TallllHH, 

c.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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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술한다는 점에 있다. 이때 후대의 사건들은 이 시초의 원형적 사건의 

반향이자 반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오직 이 원형적 사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움， 사건성이라는 자질을 획 

득하게 되며 이 원형적 사건의 메아리이자 반향일 뿐인 ‘현재’의 사건들은 이 

원형적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된다. 즉 “모든 

새로운 사건이란 ‘최초의’ 그 원형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이 영원한 ‘이정표적인’ 사건의 복구(o6HOBJleHHe)이자 성장이다 "22) 예컨 

대 모든 형제 살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 

라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간주되는 카인의 원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모든 형제 살인자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카인’이다.잃) 

이와 같은 유형의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을 우스펜스키 (YcneHcK뼈 o. 
A.)는 좁은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시간 수용의 모델과 구별되는 ‘우주생성론적 

인 (KOCMOJlOrHQeCKHH) ’ 모델이라 규정한다.24) 그에 따르면 역사적인 시간 수용 

의 모텔에서 과거와 현재는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즉 여기서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되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되며， 다시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고 미래 

는 현재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텔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은 끊임없 

이 원인과 결과가 교체하는 시간대들의 고리로 연결된 직선적인 사슬의 형상 

이 된다. 반면 우주생성론적인 모텔에서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최초의 시발 

적 인 상황(nepBOHaQaJlbHOe ， HCXOnHOe COCTO~HHe)’과 연관되 어 있다고 간주되 

며， 여기서 이 ‘최초의 시발적인 상황’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면서 모든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 최초의 시 

간에 생겨난 사건들은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재현되는 

22) TaM *e, c. 108. 

23) 바로 이 때문에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의 익명의 저자는 스바토폴크를 ‘진정으로 
두 번째 카인 (no HCTHHe BbTopaaro KaHHa)’(강조는 필자)이라고 부른다. <CKa3aHHe 

o BopHce H rJle6a> , I"EH6.πHOTeKa AHTepaTypu φeBHelt PYCH，g( 이하 BJlDP로 약칭함) 

T. 1. cn6. , 1997. c. 332. 

24) YcneHCKHH B. A. (1996a) ‘깨CTOpH~ H ceMHoTHKa", I"H36paHHue TPY/1bl,g, T. 1. M. , c. 

9-70; YcneHCKHH B. A.(19966) “BocnpH~THe HCTOpHH B DpeBHeH PyCH H ~OKTopHHa 

‘MOCKBa - TpeT때 PHM"’, ff'H36paHHue TPY/1blJ , c. 83-123. 또한 ‘우주생성론적 모델’이라 

는 용어와 그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TonopOB B.H(l998). ff'npe/lHCTOpHJI AHTepaTypu 

Y CAaBJlH - onUT peKOHCTpyKIÆHH,g, M. , C. 59-63과 엘리아데 M(1984). rr우주와 역샤，g， 

r정진홍 역)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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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같다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최초의 형태들의 실현으 

로서 나타난다 "26) 

근대적인 시간 수용과 고대 러시아적인 시간 수용의 양식을 비교적 뚜렷하 

게 구별하는 로트만과 달리 우스펜스키는 역사적인 모델과 우주생성론적 모 

델을 근대/고대의 이분법에 집어넣지 않는다. 오히려 우스펜스키는 이 두 모 

텔들이 종종 공존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그의 분석은 이 공존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향한다. 예컨대 그가 분석하고 있는 ‘모스크바-제3로마셜’ 

은 이 두 모델의 독특한 종합에 기반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합은 우주생성론 

적 모델의 역사적 모텔에 대한 우위 속에서 이루어진다. 

로트만과 우스펜스키의 연구를 따라 우리는 순수한 형태의 우주생성론적인 

역사 수용과 재현의 메커니즘， 혹은 우주생성론적 모델의 역사적 모텔에 대한 

우위 속에서의 종합이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의 주도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모텔에서 절대적 과거가 차지하는 예외 

적인 중요성은 그 시간적 선재성(先在性)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적 차원에서의 의미로부터 주어진다. 따라서 절대적 과 

거라는 범주는 역사적이기보다는 몰역사적인， 시간적이기보다는 시간 외적인 

범주이다. 예컨대 〈원초 연대기〉의 1097년 항목에서 서숨되고 있는 ‘테레보 

블의 바실코 로스티슬라비치가 실명하게 된 이야기 (rrOBeCTb 06 OCJlerrJleHHH 

BaCHJlbKa Tepe60BJlbCKoro)’(이하 ‘바실코 이야기’로 약칭함)는 이러한 절대적 

과거 범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원초 연 

대기>에서 서술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바실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전개의 사실성과 상황 묘사의 생생함으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무엇보다 

도 실제 사건의 참가자였던 사제 바실리 (rrorr BaCH재ìí) 자신의 서술이 〈원초 

연대기>의 1097년 항목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η) 이야기는 개략적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097년， 공후들간의 내란과 폴로베츠인들의 침입이라는 ‘내우외환’에 처한 

러시아의 공후들이 류베치(때6e'l)에서 최초의 공후 회의를 연다. 

스바토폴크， 블라디미르[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인용자l. 다비드 이고레비치， 

25) YcneHC I< 1깨 5. A.(19966) c. 84 

26) TaM :>I<e‘ c. 85. 

27) JIHxa4es ll. C.(1947) c. 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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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설코 로스티슬라비치， 다비드 스바토슬라비치 그리고 그의 형제인 올렉이 

류베치로 와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회의를 열고는 다음과 같이 서로 말하 

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끼리 반목함으로써 러시아를 멸망시켜야 하겠소 이 

러는 사이에 폴로베츠인들이 우리 땅을 찢어 가져가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서로 

한 마음으로 합쳐서 러시아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공토(OT째Ha)를 가지기로 합시다" < ... >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입맞추었다 
“만일 지금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치변 우리 모두와 신성한 십자가가 그 

를 칠 것이오 모두가 말하였다. “그렇소， 신성한 십자가와 전 러시아가 그 

를 칠 것이오‘"(nBJI:109- 1l 0) 

이러한 평화협정을 모두가 기뻐하였으나 악마는 “그들의 사랑에 괴로워”하 

였고 몇몇 사람의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다비드 이고레비치 

에게 “블라디미르가 바실코와 협정을 맺고 스바토폴크와 당선을 칠 것 "(nBJI: 

110면)이라고 말하게 만든다. 다비드가 이 ‘거짓’을 믿고 키예프의 공후인 스 

바토폴크로 하여금 바실코를 적대시하도록 만든다. 결국 스바토폴크는 자신의 

성으로 바실코를 유인하여 사로잡은 후 그를 키예프 근처의 소도시 벨고로드 

로 끌고 가 그의 눈을 차례로 하나씩 파내어 버린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분 

쟁은 3년 간에 걸친 공후들간의 내전을 가져왔고， 결국 이 내전은 1100년 맺 

어진 협정에 따라 바설코에게는 원래의 영지인 테레보블을 돌려주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다비드로부터는 그의 원래 영지인 블라디미르를 박탈하는 것 

으로 종결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바토폴크와 다비드에 의해 저질러 

진 사건， 즉 바실코의 설명에 대한 다른 공후들의 반응， 보다 정확하게는 그 

반응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이 소식을 듣고 블라디미르 모노마흐는 “러시 

아에서 우리 할아버지들 대에서도 우리 아버지들 대에서도 그와 같은 죄악은 

없었다(Cero He 6bIBaJIO eCTb B PycbcKe꺼 3eMbJIH HH npH llelleX HaWHX, HH npH 

OTUHXb Ha뻐X ， OIKOrO 3JIa)"(nBJI:111-112)라고 말하고 스바토슬라비 치 들인 다 

비드와 올렉 역시 “우리 가문에서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Cero He 6NJIO B POllY 

HaweMb)"(nBπ112)라고 말한다. 

우선 직접 화법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발언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사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1097년의 평화협정에 참석하고 있는 러 

시 아의 공후들은 모두 야로슬라프 현공(51pocJIaB MYllP뼈)으로부터 시 작되 는 가 

계(家系)에 속하는데， 이미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할아버지인 야로슬라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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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대에 영토를 둘러싼 러시아 공후들의 내전과， 무엇보다도 형제살인 -야 

로슬라프 현공의 형제인 스바토폴크는 자신의 형제들인 보리스， 글랩 그리고 

스바토슬라프를 살해한다- 이 있었던 것이며， 만일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가 

아닌 ‘우리 가문’ 전체로 시야를 확장해본다면 이미 야로슬라프 현공의 아버 

지 블라디미르 대에서도 영토를 둘러싼 형제살인(블라디미르의 형제인 야로 

폴크는 동생 올렉을 죽이고， 블라디미르는 다시 자신의 친형인 야로폴크를 죽 

이고 키예프의 왕관을 획득한다)은 결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 

었던 것이다. ‘그들의 가문에서 그와 같은 일은 빈번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스바토슬라비치들의 이 대사는 연대기의 

대부분의 직접화법이 그러하듯이 정형화된 틀을 따른 ‘에티켓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잃) 다시 말해서 이 발언들은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스바토슬라비치들의 실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다 궁극적으로는 

바실리와 연대기자의 가치평가를- 표현하는 형식이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바실코 이야기’는 이 사건의 실제 참가자인 사제 바실리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1097-1100년 항목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종종 1인칭 

화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실리의 서술은 사건의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에 

대한 뚜렷한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즉 그는 바실코를 동정하면서 십자가의 

서약을 캔 스바토폴크와 다비드를， 그리고 다비드를 부추긴 그의 신하들을 비 

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실리의 가치평가적 태도는 <원초 연대 

기> 속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킨 연대기자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바실리와 연대기자의 가치평가적인 태도가 이 이야기를 연대 

기의 <보리스-달랩의 생애전>과 함께 ‘공후들의 범죄에 대한 연대기의 비판 

적 이야기’라는 연대기의 한 하부장르의 최초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제공해주는데， 리하효프에 따르면 이 장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공후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정세 속에서 구체적인 특정 공후와 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된다.29) 블라디미르와 스바토슬라비치들의 대사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비판’의 ‘에티켓적인 형식’， 즉 특정한 상황이 요구하는 특정 

한 대사， 전형적인 표현이 되고 있으며 설제로 이 대사들은 스바토폴크와 다 

비드 이고레비치의 범죄에 대한 바실리와 연대기자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 

28) J1Hxa'!eB ll. C. TaM :l<e. c. 114-131. 한편 고대 러시아의 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에티 
켓’， ‘에티켓적 성격’에 대해서는 J1HXa'leB ll. c. (1979) c. 80-102를 참조하라 

29) 이에 대해서는 깨Xa'leB ll. c. (1947) c. 215-24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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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정도의 비난을 담고 있다. 

스바토폴크와 다비드 이고레비치를 비난하기 위한 대사가 왜 그러한 형태 

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먼저 블라디미르의 대사나 스바토슬라비치들의 대사 

에서 스바토폴크와 다비드 이고레비치의 범죄가 똑같이 과거， 즉 ‘선조의 과 

거’에 비추어 평가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하자. 물론 여기서 ‘선 

조의 과거’는 단순히 현재에 선행하는 시간으로서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비 

추고 현재를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절대적인 시초로서의 

과거를 의미한다，30) 그런데 연대기자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범죄는 그들의 

‘선조의 과거’에 ‘없었던 일’， 즉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 속에서 모 

든 현재적인 사건들은 절대적인 시초의 사건， ‘시발적， 원형적’ 사건의 반향이자 

반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현재의 죄란 실은 시발적이고 원형적인 죄의 

반복이자 그 양적인 성장이 된다. 새로움이란 언제나 시발적이고 원형적인 사 

건의 자질이다. 역으로 어떤 사건이 시발적이고 원형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 

는 ‘새로움’이라는 자질을 획득해야만 한다. 우스펜스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 

럼 표트르 대제의 신화는 바로 그 ‘새로움’에서 기인한다페 이러한 역사관에서 

가장 커다란 죄악은 새로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범죄가 된다.32) 즉 과거에 없 

었던， 원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새로운 범죄가 됨으로써 시발성 

과 원형성을 획득하는 범죄야말로 가장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이다. 

스바토폴크와 다비드 이고레비치에 의한 바실코의 설명이라는 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보리스와 글랩의 살해자였던 ‘저주받을 스바토폴크(OKajlHbI뼈 CBnOnOJJK)’의 경 

우처럼 카인의 죄를 반복하는 것， 혹은 다른 유사한 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서 

술될 수 있었다.잃) 두 번째로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죄악의 시초자로서 제 

30)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다음과 같은 반 
응이 등장한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은 러시아를 지켰건만 우 

리는 파괴하고자 하는구나." (nBJJ: 112) 

31) YC lIeHC빼 5. A.0996a) c. 31. 

32) JJoTMaH 10. M.(1993) c. 108. 

33) 바로 이 러 한 관점 에 서 『노브고로드 l차 연 대기(HoBorp~CKaß nepBaß ßeronHcb)J에 

기록되고 있는 〈랴잔 공후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신의 친족들을 잔치로 

불러들여 살해한 글랩 블라디미로비치와 그의 형제 콘스탄틴을 연대기자는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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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었다. 사제 바실리와 연대기자는 후자를 선택하였으며， 물론 이 경 

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그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이었다. 

‘바실코 이야기’는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 속에서 가 

치평가적 범주로서의 절대적 과거가 갖는 의미와 기능이 텍스트화되어진 적 

절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러시아적 역사관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 

여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로트만과 우스펜스키의 테제는 그것이 갖는 의의 

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적용에서 교정적 차원의 정교화와 논리의 세부화 

를 펼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블라디미르의 세례를 서술하고 있논 

<원초 연대기>의 ‘헤르손 전설’에 대한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 

다. 

2.3. ‘헤르손 전설’ -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과의 연관 속에서 

〈원초 연대기〉의 도입부에서 키예프 공국의 자기 인식은 기독교적인 세계 

사 속에 키예프 러시아의 역사를 시간적， 공간적， 의미론적으로 위치 지우는 

것으로 실현된다.34) 대홍수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분화에 따른 민족적， 지리 

적 분화 과정에 대한 서술 속으로 키예프 러시아의 과거로서의 ‘슬라브족들’ 

의 옛 과거의 명칭들과 그들의 거주 위치들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삽입되 

며 최종적으로 ‘바라그에서 로마(H3 Bapj! rb JlO PHMa)’에 이르는 좌표들 속에서 

고대 러시아의 공간적인 좌표가 확정된다. 

기독교적인 세계사의 흐름 속에 키예프 루시의 좌표의 기입이라는 자기 인 

식의 관점에서 키예프의 공후 블라디미르의 세례라는 사건은 커다란 의미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교적 러시아에서 기독교적 러시아로의 전환점에 해 

당하는 이 사건은 전체 〈원초 연대기〉의 서술에서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블라디미르의 세례에 대한 서술은 〈원초 연대기>의 986 

년 항목에서 988년 항목에 이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원초 연대기>에 

에， 그리고 이를 통해 스바토폴크에 비교한다. <PaCCKa3 0 npecTynneH뻐 P1I 3aHCKHX 

KH1I3eìl> , I'BJlllP.Jj, T 5. c. 88 

34) 예컨대 비롤라이넨은 “「원초 연대기」의 도입부는 러시아의 역사가 전개되어져 나 
갈 시간적， 공간적 좌표들을 성화(聖化)한다(caKpanH3yeT )"고 말한다(BHponaìlHeH M. 

H.(1996) “ABTOp TeKCTa HCTOp뻐 CIOlI<eTOo6pa30BaHHe B neTonHcH", '"ABTOP H TeKCT.Jj, 

Bbln. 2. cn6.,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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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는 블라디미르의 세례를 둘러싼 사건들의 전개가 일종의 ‘인위적 

인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각 항목에서 서술되고 있는 사건 

틀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986년 항목에서 블라디미르는 각 종교의 대표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종 

교에 대한 토론을 나눈다. 이슬람 종교의 불가리아인 (60JIbrapμ Bepbl 60XbMH4e) , 

로마로부터 온 독일인 (HeMbUH OT PHMa) , 하자르의 유대인 (*HnOBe Ka3apbCTHH) 

과의 문답에 대한 서술 이후， 소위 ‘현자의 말(Pe4b I!>HJlOCO때a)’로 불리는， 그리 

스인 현자(rpb뻐 빼JlOCO!þb)와 블라디미르의 대화가 길게 서술된다. 그 이전의 

경우들과는 탈리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블라디미르에게 현자는 세례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신앙에 대해 알고 싶으니 조금 더 기다리겠 

다"(nBJI:48)고 답한다. 

987년 항목에서는 소위 ‘신앙 검증(HcnblTaHHe BepbI)’이 서술된다. 블라디미 

르가 “ 10명의 명예롭고 현명한 자들”을 불가리아와 로마， 그리고 비잔티움으 

로 보내어 그들의 종교들을 살펴보도록 명하고 그들이 돌아와 여러 종교들 

가운데 비잔티움의 법(3aKOHb rpe4bCKHH)이 우월하다고 보고한다. 세례를 결 

심한 블라디미르는 가신들에게 묻는다: “어디서 세례를 받을까?" 이에 대해 

가신들이 “공후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nBJI:48-49)라고 답하면서 세례는 다시 

뒤로 미루어진다. 

988년 항목에서는 먼저 세례와 관련된 슈셋에서 일탈이 생겨난다 즉 블라 

디미르가 비잔티움의 도시 헤르손으로 진격하여 이를 함락시킨다.35) 블라디미 

표는 비잔티움의 황제들의 누이인 안나와의 결혼을 요구하고 이에 비잔티움 

측에서 세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블라디미르가 이 조건을 승낙함 

으로써 슈켓은 다시 세례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또 하나 

의 모티프가 등장한다. 즉 “신의 뜻에 따라(no DO*blO *e YCTPOIO)" (nBJI:5Q) 블 

라디미르는 눈병을 앓게 되고 세례는 이 눈병의 치유를 동반한다. 

986-988년까지 ‘현자와의 대화 - 신앙 검증 - 헤르손 정벌 - 결혼 - 질병 

의 치유와 세례’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슈셋의 흐름은 그 자체로도 다분 

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을 지연을 보여주고 있지만，￡) 블라디미르의 생애를 

35) 이 갑작스러운 슈셋의 일탈에 대해 연대기자는 어떠한 동기부여도 제공해주지 않 
는다. 헤르손 정별 이전의 그리스 정벌을 포함한 다른 도시의 정벌에 대한 이전의 

많은 서술들이 대부분 ‘공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대기자의 ‘침묵’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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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블라디미르의 생애전 >37)에서 서술되고 있는 기록과 

<원초 연대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갖는 작위적인 지연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진다. 11세기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블라디미르의 생 

애전>에서 블라디미르는 988년， 헤르손이 아니라 987년， 키예프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헤르손 정벌은 988년이 아니라 세례 받은 

후 ‘서l 번째 해’， 즉 98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38) 또한 <원초 

연대기〉에서는 헤르손 정별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는 것에 비해 

<블라디미르의 생애전>의 경우 이미 세례를 받은 블라디미르가 “기독교인들 

과 사제틀을 잡아서 온 [러시아] 땅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계명 

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39) 헤르손 정별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서술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당대의 실제적인 사건의 역사적인 흐름의 재구성이나 

그 구체적인 날짜의 설정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암서 언급된 사 

실들이 보여주듯이 <원초 연대기〉에서의 블라디미르의 세례에 대한 서숨이 

작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작위성이 블라디미르의 세례를 특정한 슈 

셋， 즉 ‘도시의 공격， 결혼， 질병， 그 치유와 서l 례’의 모티프들로 연결되는 슈셋 

과 연관시키고자 하였던 연대기자의 의도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에 있다 

샤흐마토프와 리하효프는 ‘헤르손 전설’을 <원초 연대기>의 최초본， 즉 ‘최 

고(最 I'n 전서’ 혹은 ‘최초의 기독교 전설’에 대한 이후의 편집에서 삽입되어 

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두 학자 모두 블라디미르의 세례에 대한 최초의 연대 

기적 기록은 <블라디미르의 생애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 즉 블라디미르 

의 키예프 세례설을 내용으로 하였을 것이며， 반면 ‘헤르손 전설’은 다분히 구 

36) 예컨대 쿠즈민은 실제로 블라디미르가 세례를 받은 것은， 986년 키예프에서 현자 
와의 대화가 있은 직후였으며 〈원초 연대기>의 ‘헤르손 전설’은 블라지미르의 세 

례뜰 헤르손 정복과 연관짓기 위한 연대기자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 이 라고 주장한다(KY3bM뻐 A.r.(1977) c. 273-274) 

37) <naM~Tb H nOXBana KH~3~ pyCCKOMY Bna띠MHPY> ， F[jJllJp,g, T. 1. c. 316-327. 

38) TaM )j(e. C 324 참고로 비잔티움의 연대기에서도 블라디미르의 헤르손 정별은 989 
년으로 기록되어 있다.<원초 연대기〉에 대한 리하효프의 주석 (nB끼 458)을 참조 

하라 헤르손 정별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대해 

서는 게오르크 오스트로고프스키 (1999) ， F비잔티움 제국샤 324-1453.1](한정숙， 김경 

연 옮 김 ), 241-242면 TBoporOB 0.B. (1994) 이peBH5f5f PyCb: co6b1 TH5f Jf J]，때I/!Jf，g， cnô. , C 

10을 참조하라 

39) <naM~Tb H nOXBaJla KH~3~ pyCCKOMy BnaIlHMHpy>, c. 325‘ 



〈원초 연대기〉와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특수성때 대하여 89 

어적인 별개의 작품으로 폰재하였을 것이라 가정한다. 샤흐마또프는 1090년대 

의 편집을 통해 ‘헤르손 전설’이 <원초 연대기〉 속으로 삽입되었을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리하효프는 이러한 삽입이 1070년대 니콘에 의해 주도되어진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리하효프는 니콘에 의해 주도되어진 편집의 이념적 배경을 무엇보다 

도 당대 키예프의 페체르스키 수도원(neqepCI<뻐 MOHaC TbIpb)의 지배적인 분위 

기였던 반(反) 비잔티움적 경향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40)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헤므손 전설’을 독특한 ‘신앙의 획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즉 기독교는 비 

잔티움에서 러시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비잔티움으로 획득한 것이 

라는 해석이 등장한다.41) 이 해석에 따르자면 헤르손 정별은 비잔티웅의 황녀 

안나와의 결혼을 목적한 것이며 세례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인 셈이다. 이러 

한 해석은 ‘헤르손 전셜’이 등장하게된 이념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슈셋 형성， 즉 ‘도시의 정별-결혼-질병-그 치유와 세례’라 

는 모티프들의 연결로서의 슈셋의 흐름 그 자체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원초 연대기>에서 직접 거명되고 있는 게오르기 하마르톨로스의 연대기에 

서 서술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 특히 그의 세례를 둘러싼 전 

설은 블라디미르의 세례의 이야기， 즉 ‘헤르손 전설’이 왜 ‘도시의 정벌-결혼

질병-그 치유와 세례’라는 모티프들을 갖게되었는가를 설명해준다.42) 우선 하 

마르톨로스의 연대기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를 둘러싼 전셜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자신의 아버지인 녹색의 콘스탄츠(KOHCTaHUI깨 3eJJeHblli)의 죽음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병을 앓는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HDOJJbCKHe HepeH) ’ 

40) 리하효프는 올레그， 이고르 등의 그리스 정벌에 대한 이야기가 니콘에 의해 주도 

되어진 편집을 통해 〈원초 연대기〉로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그리 

스 정벌이라는 테마 자체가 반비잔티웅이라는 이념을 부각시켜준다. JJHXa'leS II 
c.(1947) c. 82-93을 보랴. 

41) 예컨대， neTpyxHH B . .1'1., PaeSCK때 ll. c.(1998) 'O'lePKH HCTOpHH Hapol!OB POCCHH B 

I!peBHOCTH H paHHeM CpeI!HeBeKOBb.!}. , 1.1., C 300. 

42) <원초 연대기〉의 ‘헤르손 전셜’과 게오르기 하마르톨로스의 r연대기」의 ‘콘스탄티 

누스 대제의 생애전’에서 나타나는 모티프의 유사성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검토는 

nJJIOXaHOSa 1.1.(1995) 'ClOX<eTbI H CHMBO쩌 MOCKOBCKoro rOCYl!apCTBa.!} , cnõ., c. 107-108, 
120-123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작품의 비교는 BHpOJJallHeH M. H.(1996)과 PaH째H A. 
1.1.(1 999)에서 보다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의 논문은 이들 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석의 보완， 수정，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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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에게 어린아이의 피로 목욕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어린아이들을 궁전으로 잡아들이지만 자식에게 닥쳐온 죽음을 통곡하는 어머 

니를 본 콘스탄티누스가 아이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달 밤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선 사제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하여 설베 

스터라는 수도승을 만나라는 계시를 전달하고 설베스터는 그에게 세례를 주 

면서 동시에 그의 질병을 고쳐준다. 세례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서 막센 

티우스에 의해 자행되는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센티우스 정벌에 나선다. 

이제 기옥교인이 된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의 계시’틀 본다) 이교도인 막센타우스를 정 

복하고 막센티우스는 ‘그 자신이 교활하게 다리로 막아’ 만든 강에 빠져 죽는 

다 막센티우스를 정복한 콘스탄티누스가 왕위에 오른다떠) 

‘헤르손 전셜’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서l 례를 둘러싼 전설의 비교는 전자기 

후자의 중요한 모티프 즉 ‘도시의 정벌 질병의 치유 - 세례’라는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헤르손 전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 

라는 원형적 사건을 모형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μ) 이러한 사실은 

당대인플， 당대의 러시아 문사들이 블라디미르의 세례와 그 뒤플 잇는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를 어떻게 받아틀였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당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블라디미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비교/동 

일시되었다. 이러한 동일시는 블라디미르의 세례와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 

이후 즉시， 그리고 강력하게 당대의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블라디미르와 관련된 11-12세기의 거의 모든 텍스트틀에서 블라디 

43) MaTBeeHKO B M. , WerOJJeBa 끼 11.(2000) 'BpeμeHHHK reOprHJI MOHaxa: pyCCKHH TeKCT, 

KOMMeHTapH.μ， yKa3 aTe.nHjJ, M. , c. 261-265. 한편 콘스탄티누스의 세례에 대한 이 이 

야기는 말 그대로 ‘전섣’이다. 실제로는 콘스탄티누스의 세례는 그의 임종 전에 이 

루어졌다 nJJIOXaHOBa M. (1995) c. 107-108을 참조하라. 

44) 플류하노바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하라’ “[‘헤르손 전설’은 - 인용자] 기독교 

군주의 등장에 대한 슈셋이며， 이는 콘스탄티누스와 헬레나의 생애전에 그 유사물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블라디미르는 도시릅 정복하고， 황녀와 결혼하고， 세례를 

받아 병을 치유한다 < ... >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전에는 이 모든 모티프들이 다 등 
장하며 단지 결혼의 모티프만이 약화되 어 있다 " (nJJIOXaHOBa M. 5. (1995) C. 120) 한 

편 플류하노바가 지적하듯이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전이나 블라디미르의 ‘헤므손 전 

설’은 ‘도시의 정복-결혼-왕위 등극’이라는 동화적 틀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TaM l!<e. c. 190-192, BHpOJJaHHeH M. H.(1996) c. 39-41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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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는 ‘제 2의 콘스탄티누스’ 혹은 ‘러시아의 콘스탄티누스’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45)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블라디미르의 원모형이 되며， 따라서 콘스탄 

티누스 대제의 세례 과정은 블라디미르의 세례 과정의 원모형이 된다 모티프 

들의 반복， 유사한 슈셋의 형성은 펼연적인 성격을 갖는다 최초의 러시아의 

기독교 군주의 세례 과정은 최초의 기독교 군주의 세례 파정이라는 모형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최초의 기독교 군주인 콘스탄티누스와 블라디미르의 동일시는 

블라디미트의 세례와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가 갖는 의미를 러시아라는 공 

간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블라디미르는 ‘러시아 

의 콘스탄티누스’일 뿐만 아니라 ‘제 2의 콘스탄티누스’였던 것이다 1037년 블 

라디미르의 아뜰 야로슬라프 현공과 최초의 러시아인 대주교(MeTpOnOJIIH) 일 

라리온에 의해 주도되어진 소피아 사원의 건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되어칠 수 있다. 블라디미르가 ‘제 2의 콘스탄티누스’이기 때문에 그의 도시인 

키예프는 ‘제 2의 콘스탄티노플’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아베린체프가 지적하고 

있듯이 키예프는 콘스탄티노플파 동등한 위상을 가져야만 했으며 따라서 콘 

스탄티노플에 소피아 사원이 건섣된 지 정확혀 500년 후에 키예프에서 똑같 

은 이룹의 사원， 즉 소피아 사원이 건설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46) 15세기 러시 

아에 년리 확산되었던 ‘모스크바 제3로마설’， 즉 모스크바에 의한 콘스탄티노 

플의 계승이라는 러시아적 이념은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갖는다. 

암서 우 리는 고대 려시아의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의 특수성이 시초 

적， 절대적 과거의 원모형의 반복으로서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로트만과 우 

스펜스키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 테제는 교정적 차원의 정 

45) 예 컨 대 <CnOBO 0 3aKOHe H 6narO~aTH MHTpOnO재Ta KHeBCKOrO I1napHoHa> , FBJTlJPJ] 

T, 1. C, 48; <naMJlTb H nOXBana KHJl 310 pyCCKOMy Bna~HMHpy> ， C 320; nB끼 C 58; 
〈니TeHHe 0 CBJl TbIXb MyqeHHKaXb 50pHce H rne6e>, F)j(HTHe CBJ/ TblX My'leHHKOB Bopμca 

H rJJe6a H c.지)/;f<6bl m f. npHrOTOBHJJ K ne 'laTμ lJ.H. A6paM06H'l./(naMJl THHKH ~peBHepycCKoH 

nHTeparypbI. Bbln , 2). nr" 1916. c. 4를 보라 

46) AsepHHueB c,c,(1972) “K yJl cHe배애 CMbIcna Ha~nHCH Ha~ KOHX얘 ueHTpanbHOH anHCH며 

Co빼H KHeBCKOη 이!{JeBHepyccKoe μCKyCCTBO: xYI10 ;f<eCTBeHHaJl KyJJb Typa I10MOHrOJJbCKOH 

PycκM c. 44 “[중세 러시아인들의 의식속에서←인용자] 블라디미르의 도시는 콘 
스탄티누스의 수도와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따라서 블라디미르의 

도시의 주 사원은 콘스탄티노플의 주 사원에 500년 전에 주어졌던 바로 그 이름 

(그것도 여러 의미를 갖는)을 가질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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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헤르손 전셜’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적절한 

예를 제공해준다. 

우선 ‘헤르손 전셜’은 모티프의 반복이 그 의미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원형이 되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는 ‘헤 

르손 전셜’에서도 반복해서 생산된다. 무엇보다도 ‘질병의 치유’라는 모티프는 

기독교를 통한 영적， 정신적 구원이라는 관념을 함축하며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과 ‘헤르손 전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세례와 관련 

해서 등장하는 ‘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도 반복된다. 우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의 생애전에서 세례와 관련된 물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와 정신적 구원의 매 

개자로 기능한다. 동시에 그의 적대자들에게 물은 파멸을 가져온다. 막센티우 

스와 그의 군사들은 ‘돌처럼’ 깊은 강으로 빠져 파멸한다. 

‘헤르손 전설’에서도 물은 이중적인 상징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다찌 

먼저 블라디미트가 헤트손인 아나스타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수로를 파서 물줄 

기를 바꾸니 “사람들이 갈증으로 괴로워 항복하였다. "(nBJI:50) 헤르손인들에 게 
파멸이 물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새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키예 

프인들에게 구원의 순간은 무엇보다도 물의 충만함으로 형상화된다: “사람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니 어떤 사람은 목까지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잠겼 

으며 어린 아이들은 강가에 가슴까지 잠겨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린 아기를 

껴안고 있었으며 성인들은 돌아다녔다. 사제들이 서서 기도를 하였다. "(nBJJ:53) 

이와 함께 ‘헤트손 전셜’은 원텍스트의 반복이 동일한 의미의 반복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생산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르손 전설’에서 원형의 반복은 역사적， 이념적인 맥락과 결 

합하면서 원형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 즉 키예프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계승 

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키예프의 연대기자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 

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맹아를 획득하고 있는 이 관념은 이후 ‘모스크바-제3 

로마셜’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48) 

47) PaH1.IHH A. M.(999) c. 66 

48) 이후 블라디미르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일시， 비교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14세기 말 15세기 초의 텍스트， 그리고 16세기의 <CTeneHHa$l K뻐ra>에서 다시 등 

장한다. 예컨대 〈대공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의 생애전〉에서 블라디미르는 “러시아를 

세례시킨 새로운 콘스탄티누스(Hosaro KOCT뻐깨Ha， KpeCTHsmaro 3eM.llJO PYCKYJO)"로 

불 려 진 다(<C.1l0S0 0 )((HTbH H 0 npeC TaS .1leH째 Se.1lHKarO KH$l 3$1 llMHTpHa HsaHosH1.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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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헤트손 전셜’은 원텍스트의 반복이 그에 대한 변형을 수반하면 

서 역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라디미르의 ‘헤르손 전 

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에 대한 전설의 중요한 모티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변형시키고 있다. 이 변형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성격， 이야기의 구 

체적인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 대 

제의 경우 기독교인 콘스탄티누스가 이교도 막센티우스를 ‘하나님의 도움으 

로’ 정복한다. 블라디미르의 경우 아직 이교도인 블라디미르가 이미 기독교 

지역인 헤르손을 정복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경우 이러한 슈셋의 연결이 

갖는 함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개종，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승리. 블라 

디미르의 경우는 보다 복잡하다. 이교도 블라디미르의 승리， 그리고 개종. 전 

자의 경우 ‘하나님의 도움’이 승리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반면 이교도 블라 

디미르의 승리는 헤르손인 아나스타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헤르손 전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에 대한 전 

설에서는 이차적이었던 의미를 전변화시킨다. 이 점에서 기독교 군주의 주요 

한 덕성으로서의 자비 (philanthropia)의 테마가 이 두 이야기에서 갖는 상이한 

위치는 매우 시사적이다 49) 먼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에서 자비는 구 

원의 슈셋의 출발점에 놓이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다. 콘스탄티누스는 “죄 없 

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짐과 

음식”을 주어 돌려보내라고 명한다. 그가 명한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 날 

밤” 사제 베드로와 바울이 그의 꿈에 나타나 “그대가 아이들을 살려준 것에 

l1ap~ PycKarO>. BJlllP. T 6. 1999. c. 206) 홍미로운 것은 여기서 블라디미르가 ‘대 

공’(Be재KHR KH~3b)이 아니라 ‘차리(l1apb)’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차리’라는 

명칭이 러시아의 군주에게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 키예프 루시 이후라는 사실을 감 

안해본다면 이러한 시대착오적 호칭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언급한 키예프의 영광의 복원이라는 모스크바 공국의 문사들의 역사 

관적 지향과 관련된다. 키예프 루시 이후의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블라디미르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일시， 비교의 관념의 부활， 황제권의 신성화， 모스크바-제3 

로마설 등의 주제들이 갖는 함수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49) 러시아어 MHJlO C e PllH e에 해당하는 이 ‘자비’의 범주는 비잔티움에서는 대표적인 기 

독교 군주의 덕성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Vlasto A.P.(1970) [fThe Ent.η 

of the Slavs into ChristendomJ. Cambridge. p. 266; lngham N. W.(984) “The 

Martyred Prince and the Question of Slavic Cultural Continuity in the Early 

Middle Ages". 엔1edieval Russian CultureJ. Ed. by Bimbaum H .• Flier M 

(Califomia Slavic Studies. Vol. 12). Berkeley; Los Angeles. p. 4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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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가”로 건강과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다.50) 여기서 자비는 구원의 슈셋 

의 출발이자 전제이다. 

반면 ‘헤르손 전셜’에서 자비는 구원의 슈셋의 끝에 위치하면서 이교도 블 

라디미르와 기독교도 블라디미르의 급격한 대조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블라 

디미르의 세례와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화가 갖는， 앞서 언급된 것과는 또 다 

른 의미를 부각시킨다. 헤르손을 점령한 이교도 블라디미르는 헤르손 공후의 

딸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로 주며 그리고 

공후와 공녀를 죽인다.51) 이러한 이교도 블라디미르의 잔인함에 세례 후 기독 

교도가 된 블라디미르의 자비로움이 대조된다. 연대기자는 이미 989년 항목에 

서 “이후 블라디미르는 기독교의 계율 속에서 살았다"(nB끼 :54)고 기록하고 있 

으며 996년 항목에서 서술되고 있는 에피소드는 기독교 군주의 덕성으로서 

자비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52) 

이러한 대조， 즉 이교도 블라디미르와 기독교도 블라디미르의 대조는 ‘헤르 

손 전셜’을 블라디미르와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 (980년 항목)와 비교해볼 

때 보다 뚜렷한 근거를 갖는다. 먼저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는 다음과 같 

이 전개된다: 

블라디미르가 바랴그인들과 함께 노브고로드로 돌아와 야로폴크의 도시장 

블(nocaIlHHn!l에게 ‘내 형제에게로 가서 ‘블라디미르가 네게로 가니 그와 싸 

울 준비를 하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브고로드에 머물렀다 그리고 

폴로츠크의 로그볼로드에게로 사신을 보내어 ‘그대의 딸과 결혼하고 싶소’라 

고 말하였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블라디미르와 결혼하고 싶나’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길 ‘노예의 아들의 신발을 벗기고 싶지 않아요. 야로폴크와 결 

혼하고 싶어요’라고 답하였다. < ... > 블라디미르의 시동들이 그에게로 돌아와 
폴로츠크의 공후인 로그볼로드의 딸 로그네다의 말을 전하였다. 블라디미르 

가 많은 군사들< ... >을 모아 로그볼로드를 치러갔다. 이때 이미 로그네다를 

야로폴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블라디미르가 폴로츠크를 치고 로그볼 

50) MaTSeeHKO B.M. , lIleroJlesa 끼.H.(2000) c. 262. 

51) <원초 연대기〉에 대한 리하효프의 주석을 참조하라(nBJI: 458). 

52) 996년 항의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블라디미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도둑들이 들끓자 수도사들이 블라디미르에게로 와서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왜 그들 

을 벌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블라디미르는 ‘죄짓기가 두렵소’라고 하였다." (nBJI:56) 
이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자비의 테마는 다분히 ‘에티켓’적이다. 유사한 에피소드 

가 보리스-글랩의 생애전이나 불가리아의 공후인 바쓰슬라프의 생애전에 동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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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야로폴크를 

치 러 갔다.(nBπ36)531 

한편 블라디미르와 로그네다의 결혼 이야기는 라브렌트 연대기의 1128년 

항목에서 <원초 연대기〉와는 다소 다른， 보다 확장된 형태로 서술되는데， 여 

기서는 도브리냐가 블라디미르의 중매인이자 행동의 중개인으로 등장한다. 폴 

로츠크를 함락시 킨 후 도브리 냐는 “블라디 미 르로 하여 금 부모들 앞에 서 그녀 

[로그네다-인용자]와 함께 하도록 하고”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 

이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고리슬라바라 부르고 그녀로부터 이자슬라 

프를 낳았다 "54) 

‘헤르손 전셜’과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가 갖는 유사성은 이미 여러 연 

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55)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유사성과 동시에 

‘평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두 이야기의 비교는 유사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대조의 관점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로그네다와의 결 

혼 이야기와 ‘헤르손 전셜’의 긴밀한 연관은 <원초 연대기〉에 따르연 ‘몇 명 

의 아내와 800명의 첩’을 가진 블라디미르(nBJl :37) 의 여인들 중에서 오직 이 

둘만이 그 고유명사로서(안나와 로그네다)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잘 드러 나고 있다.56) 

또한 플류하노바가 지적하고 있듯이 슈셋의 전개에서 ‘도시의 정별 - 결혼 

- 대관(BouapeHHe)’이라는 민담의 틀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 

는 동일한 구도를 갖는다.57) 더 나아가 큰 틀의 슈셋의 전개에서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세부적 기술에서도 이 두 이야기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여자 모두 블라디미르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결혼에 앞서 블라디미르 

는 무력으로 도시를 취한다. “이 두 도시의 정복은 일종의 예비적인 힘의 과 

53) ‘헤르손 전설’과 마찬가지로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도 원래의 슈셋의 일탈， 새 
로운 에피소드의 삽입으로 구성된다 즉 폴로츠크 정별과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 

기는 블라디미르의 야로폴크에 대한 공격， 키예프 공후로의 대관이라는 중심 슈셋 

으로 삽입된 것이다. 

54) J'nOJ1HOe COφ'dHHe pyCCKHX J1erOaHCe，찌， T. 1 (lIaspeTbescKaJl J1eTOnllcb), M., 1997. c. 때). 

55) <원초 연대기〉에 대한 리하효프의 주석을 참조하라(nBlI :449) 

56) BHJlOpallHeH M. H. (1996) c. 40 

57)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민담의 틀은 콘스탄티누스의 세례에 대한 전설에도 
변형되어 -플류하노바의 표현에 따르자연 ‘결혼’의 모티프가 약화되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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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같은 것으로서 그 뒤에는 결혼이， 그리고 그 결혼 뒤에는 중요한 최초의 

목적의 달성이 뒤따른다않) 안나와 함께 블라디미르는 세례를， 영혼의 구원 

을 얻는다. 그렇다면 로그네다와 함께 블라디미르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키 

예프의 왕좌를 얻는다. 블라디미르는 야로폴크로부터 키예프의 왕좌를 빼앗기 

전에 먼저 그의 여자를 빼앗는다. 헤르손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체물이듯 폴로 

츠크는 키예프의 대체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과 이야기 구조의 유사성들은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를 연 

대기로 삽입한 것이 ‘헤르손 전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 간 

주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로그네다와의 결혼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 

보다도 ‘헤르손 전셜’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즉 이교도 블라디미르와 

기독교도 블라디미르의 뚜렷한 대조의 부각에 있다. 이는 먼저 기독교도 안나 

와 이교도 로그네다의 대조로부터 시작된다. 

안나와 결혼을 요구하면서 블라디미르는 비잔티움의 황제 바실리와 콘스탄 

틴에게 헤르손을 정벌하였듯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포로로 가느니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을 것 "(nB끼:187)이라며 블라디미트를 거 

절하는 안나를 황제들은 “아마도 < ... > 네가 그리스를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러시아가 그리스 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 

는지 너도 보지 않았느냐? 이제 만일 네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TaM lI<e)라고 설득한다. 이 설득을 받아들임으로써 안 

나는 비잔티웅을 위협적인 파멸로부터 구원한다. 반면 로그네다는 블라디미르 

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욕함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자 

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신의 혈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대공과 키예프 러시아에 대 

해서도 안나와 로그네다의 역할은 대조적이다. 안나는 자신의 혈족을 파멸적 

인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면서 동시에 블라디미르의 세례를 통해 키예프를 이 

교로부터 구원한다. 반면 로그네다의 역할은 다분히 파멸적， 파괴적이다. 라브 

렌트 연대기의 1128년 항목에서는 로그네다와의 결혼이 블라디미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가져온 것으로 서술된다. 즉 “블라디미르가 이후에 더 많 

은 아내를 얻고 그녀[로그네다-인용자]가 분노하였다. 한때 블라디미르가 그 

녀에게로 와서 잠이 드니 그녀가 칼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 암살의 기 

58) BUJlOpal!HeH M. H.(1996) 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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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연에 의해 -“그가 잠에서 깨게되어 실패로 돌아가지만59) 이로써 유 

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안나와 로그네다의 결혼은 뚜렷한 대조를 획득하며， 이 

대조는 다시 로그네다의 배우자로서 이교도 블라디미르와 안나의 배우자로서 

기독교도 블라디미르의 대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블라디미르의 ‘헤르손 전설’은 〈원초 연대기>의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 

니즘이 텍스트적， 구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블라 

디미르의 세례는 그 원형이 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를 둘러싼 

전설을 구조적， 모티프적으로 반복하면서 구성된다. 이 반복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례가 갖는 의미를 반복하는 동시에 당대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맥 

락과 결합하면서 원텍스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미를 생산해낸다(콘스탄 

티노플의 이념적 계승의 문제). 더 나아가 모티프의 반복은 당대의 역사적， 이 

데올로기적 맥락으로부터 기인하는 필연적인 변형을 수반하면서 원텍스트와 

는 다른 기능을 갖는 의미를 부각시킨다(이교도 블라디미르와 기독교도 블라 

디미르의 대조). 이를 달리 표현해보자면 원모형이 갖고 있던 잠재적， 부가적 

의미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블라디미르의 ‘헤르손 전설’에서 기 

독교 군주의 주요 자질로서 ‘자비’의 테마는 이교도 블라디미르와 기독교도 블 

라디마르의 대조를 통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의 경우 보다 더 증폭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애전은 그 슈켓 

적인 구조나 의미에서 배제되거나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변형된다. 

〈원초 연대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 

즘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예컨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이나 <안드 

레이 보고류프스키의 생애전〉이 그러하다). 여기서 원형적 사건의 반복에 입 

각해서 이루어지는 슈셋의 구성은 새로운 의미의 생산이나 원형적 사건의 모 

티프들 자체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텍스트와 

관련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맥락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원초 연대기〉의 ‘바실코 이야기’와 ‘헤르손 전셜’을 

59) I!rTOJ1HOe COφaHHe pyCCKHX J1eTonHcelt,ff, T. 1, 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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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고대 러시아적 역사 인식과 재현의 메커니즘의 특수성을 살펴보았 

다. 물론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의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고찰 

은 우리가 이 논문에서 검토하였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중세적인 사유틀 

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고대 러시아의 역사관의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고 

찰은 궁극적으로 중세적 사유틀 일반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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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0)‘e 

<nOBeCTb BpeUeHHYX neT> H OCOÕeHHOCTH 

ßpeBHepyccKoA HCTOpHOCOφHH 

60H, XOH-T3 

llaHHa~ pa60Ta nOCB~lI(eHa OC06eHHOCUM .1lpeBHepyccKoR HCTOPHOCO<þHH, 
T04Hee, OC06eHHOCT~M .1lpeBHepyccKoro MeXaHH3Ma n03Ham쩌 ” 
BocnpOH3Be.1leHH~ HCTOPHH. OC06eHHOCTH .1lpeBHepyccKoR HCTOpHOCO<þHH 

3 aKJlI04aIOTC~ B Bbl.1leJleHI써 p~.1la np006pa30B (apXeTHnOB) B nOTOKe npo띠J1b1X 

C06bIT써게. npH 3TOM 3TH np006pa3bI npellCTaBJI~IOT c060때 TaK Ha3bIBaeMOe 

‘a6COJllOTHOe npOIIIJlOe’, KOTOpOe KaK 6bI HHKOr.1la H He HC4e3aeT • B TOM 

CMbICJle , 4TO OHO npO.1l0 JDl<aeT peaJI“30Ba TbC~ B nOCJle .1lYlOII(HX C06b1TH~X BO 

BC~Koe BpeM~. C 3TO깨 .1lpeBHepyccKoR HCTOpHOCO<þCKOR T04KH 3peHH~ BCe 

nOCJle .1ly lOII(He C06bITH~ ， B TOM l써cJle H HaCTO~lI(erO H 6Y.1lYlI(ero, ~BJI~IOTC~ 
nOBTopaMH, 3XaMH a6COJllOTHOrO npOIIIJlOrO. 

B HaIIIeR pa60Te paCCMaTpHBaIOTC~ HeKOTOpble OC06eHHOCTH 

.1lpeBHepyccKoR HCTOpHOCO<þ짜i Ha MaTepHaJle <nOBeCTH BpeMeHHbIX J1eT>, 

T04Hee, TaK Ha3bIBaeMOR ‘KopCyHCKoR J1ereH.1lbI’ }이ieBCKoR KH.s! 3~ BJla .1lHMHpa 

CB~TOCJlaBH4a. MO~HO C4HTaTb ‘KOpCyHCKYIO J1ereH.1lY’ npHMepOM peaJlH3aUHH 

HCTOpHOCOφCKO외 KOHuenUI써 .1lpeBepyccKHX KHH~HHKOB. B OCHOBe ‘KOpCyHCKOR 

J1ereH.1lbl’ B KOTOpoR nOBecTByeTc~ HCTOpH~ Kpe띠eHH~ BJla .1lHMHpa 

CB~TOCJlaBH4a ， J1e~HT ‘~HTHe KOHCTaHTHHa’ reoprH~ AMapTOJla. npH 3TOM 

KOHCTaHTHH paBHOanOCTOJlbHbIß KaK nepBbI때 xpHCTHaHCKHR BJlaCTHTeJlb 

nOCJI~HJI np006pa30M BJla .1lHMHpa CBHOCJlaBH4a. HMeHHO n03TOMY B 

KOpCyHCKOß J1ereH.1le ’ nOBTop~IOTC~ TaKHe Ba~Hble MOTHBbI ‘~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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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CTaHTHHa’, KaK B3~THe ïOpO~a ， H3Ae4eHHe ÕOAe3HH H Kpe띠eHHe. Hap~~y 

C 3THM B paÕOTe OTMe4aeTC~ ， 4TO ‘KOpCYHCKa~ Aere~Ha’ He TOAbKO 

nOBTop~eT ‘~HTHe KOHCTaHTHHa’, HO H TpaHC~opMHpyeT 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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