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골 초기작품들에 나타난 목가적 세계상의 변화 

이 경 완* 

1. 들어가며 

고골(H. B. rOrOJJb, 1809-1852)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의 처녀 

작인 r한스 큐헬가르텐(raHI.\ KIOXeJJbrapTeH)J0829)(이하 r한스.n)은 발표 당시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과 독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낭만주의 시 전통의 단순한 모방성과 고골 

의 미숙한 시적 기교가 주로 거론되어 왔다.1) 그러나 그 이외에도 그의 처녀 

작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 데에는 19세기 중， 후반과 20세기의 사실주 

의 문학 비평이 낭만주의를 가치펌하하면서 고골의 작품 세계를 주로 ‘낭만주 

의에서 사실주의로의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시대적인 배경도 작용하였 

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시기에 고골과 낭만주의의 관계 

가 주로 상정주의자들에 의해 잠시나마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거의 1세기 

가 지난 오늘날에는 고골의 작품 세계와 낭만주의의 연관성이 새롭게 문제 

제기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고골의 ‘가장 낭만주의적인’ 처녀작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고골 문학의 ‘낭만주 

의적 토대’를 진지하게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의 처녀작인 「한스」는 “그림으로 된 목가(H뻐]J]JHj! B KapTHHax)께라는 부 

제가 암시하듯 ‘낭만주의 목가(救歌)’로 장르가 규정된다.4) 참고로 이 작품이 

* 서울대학교 강사 
1) 이 작품에 대한 연구자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O. P. HHkonaeB(1989) “Y HCTOkOB 

roroneBCkoro XYlIOllCeCTBeHHoro MIIpa(no3Ma “ raHU KlOxenbrapTeH")," H. B, rorOJ/b H 

PYCCK8J1 J/Hrep8ryp8 XIX seK8, π: 끼Knl1 ， c. 3 참조. 
2) 고골 비평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경완(2003) r 고골 문학의 아라베스크 시학 연구: 

『아라베스끼』 문집을 중심으로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쪽 참조. 
3) H. B. roronb(1984) Coα CO 'l.: B 8 T, 1.4.: npaBlIa, T. 1, c. 272. 이 후 작품 인 용 시 에 

는 인용문 뒤에 출처를 ‘(전집의 권 변호: 페이지)’ 양식으로 기입한다. 
4) r한스J는 작가의 장르 규정과 큰 충돌 없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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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발표되던 1820-30년대에 러시아 문단에서는， 18세기의 감상주의 문학에 

서 인간의 감수성과 은밀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재현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인 

식되었던 목가 장르5)가 낭만주의적으로 새롭게 변형되었다. 즉， “인간의 ‘자연 

스러운 감정’을 문화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께 감상주의적 사고와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이원론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세계인식이 목가 장르 안에서 결합 

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 목가적 요소들은 혼종적이고 절충적인 특성이 특 

히 강한 낭만주의 뽀에마7)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러나 고골은 자신의 처녀작 「한스」를 낭만주의 목가로 창조하고， 그 안에 다 

양한 낭만주의 시 형식과 주제들을 접목시키고 있다. 

고골은 자신의 처녀작의 장르로 채택한 낭만주의 목가 양식을 구성， 주제， 

예를 들어， 니꼴라예프는 이 작품을 “고전주의적 목가 어조로 재현된 목가의 가정 

적인 삶과 낭만주의 뽀에마와 비가의 문체가 혼종된， 일종의 낭만주의화된 목가”로 

규정 한다(0. P. HH I<OJIaeB 1989, C. 3). 
5) 목가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16세기， 18세기 감상주의 
시기에 열광적인 인기를 얻은 장르이다. 16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옹 고전적인 목가 

를 러시아에서 감상주의적으로 변형시킨 대표적 시인은 니꼴라이 까람진이고， 이 

장르는 고골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량을 받는다. R. A. Maguire(I994) Exploring 

Gogol, Stanford, Ca1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3, 70 참조， 감상주의 
와 목가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들을 살펴보연， “감상주의 시에는 탈사회적인 ‘감성’ 

의 세계와 목가의 상호연관성이 특정적이며 목가는 ‘새로운 경향의 사상-미학적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된다’." H. C. MoBHHHa(2α)()) “l1lIeaJIbHblIl 

Tonoc pycC I<oll n033HH I<OHl.la XVIIT-Ha'laJIa XIX Be I<a", ηCCKaJl J1HTepaTypa, No. 3, 

c-n. HayI<a, c. 19. “감상주의는 감수성， 섬세하고 은밀한 감정들의 문화를 창조하 
고， 가정생활， 가정적인 삶， 내부 공간 내에서의 친밀함이라는 목가적 비전을 발전 

시 킨 것 이 특정 이 다." A. Schönle(998), “The Scare of the Self: Sentimentalism, 
Privacy, and Private Life in Russian Culture, 1780-1820," Slavic Review, v. 57, 

No. 4, p. 723. 
6)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을 문화의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는 감상주의 문학은 ‘감수성 

이 예민한’ 주인공을 사회구성체 너머， 자연과 가정생활의 영역에 배치한다. ‘자연 

스런 감정’의 세계와 사회적인 ‘문명화된’ 세계의 대립은 감상주의의 보편적인 특 

정으로， 다양한 장르， 아나크레온 풍의 시， 목가， 비가의 주요 주제가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모티브들 - 예를 들어 호라티우스의 전원과 도시 생활의 대립 - 을 새롭 

게 조명 한다(H. C. MOBHHHa 2α)()， c. 19). 
7) 낭만주의 뽀에마의 다종성 (pa3HopoIlHOCTb)과 절충주의 (3 I<JIe I< TH3M) ， 단편성 (lþpar

MeHTapHOCTb)과 역동적 통일성에 대해서는 삐. MaHH(1976) n03THKa pyccKoro poMaH

TH3Ma, M.: 1131laTeJIbCTBO HayI<a, CC. 143-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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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언어， 인물 형상 둥의 측면에서 자신의 산문 작품들에 다양하게 활용， 

변주한다. 예를 들어， 고골은 낭만주의적인 민속성과 환상성이 특정인 자신의 

최초의 문집 『지깐까 야화(Beqepa Ha xyTope 6RH3 nHKaHbKH)~(1831-1832)에서 

부분적으로 목가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2-3년 뒤에 

발표되는 두번째 문집 『미르고로드(MHpropon)~(1835)에 포함된 두 작품에서 

고골은 처녀작의 목가적 요소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활용한다. 그 두 작품은 

그 문집의 첫작품인 「옛지주 이야기 (CTapOCBeTCKHe nOMe뻐뼈)J (1835)(이하 「옛 

지주J)와 마지막 작품인 r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끼포로비치가 싸운 이야 

기 (nOBeCTb 0 TOM, KaK nOCCOpHRC $I HBaH HBaHOBHq C HBaHOM HHK빼OpOBHqeM)J 

(1834)(이하 r두 이반J)이다. 이 두 작품에서 고골은 처녀작에서 재현한 목가 

적인 세계상을 우끄라이나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시 

킨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전기적 사실을 배경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작 

품들에 재현된 목가적인 세계상의 변화 양상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8) 구 

체적으로는 화자의 형상， 시간의 작용， 인물 형상들， 그리고 목가의 공간의 변 

화 양상을 기준으로 세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8) r 옛지주」보다 r두 이반」이 1년 먼저 창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문집에 게재된 순 

서에 입각하여 두 작품을 진화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 오히려 두 작품의 창작 연대가 거의 비슷하고 작품 결말 부분에서 주제와 정 

조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서술 방식과 문체가 공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은 이 작품들이 실린 문집 r미 

르고로드』와 역시 1835년에 발표된 작품집 『아라베스끼』의 관계에도 적용가능하 

다. 두 문집 역시 일견 소재와 주제， 언어 등이 상이한데， 그 모든 차별점들이 고 

골의 작품 세계에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긴장과 통일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 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골의 작품 세계에 복잡하게 혼재하는 다양성들 속 

에서 통시적인 진화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물론， 이 연구 방식은 

창작연대가 ‘가정되는’ 진화의 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난관에 직면한다. 그러 

나 고골이 창작 연도를 무시하고 먼저 쓴 「두 이반」을 문집의 마지막에 배치한 

점， 그 다음 문집인 『아라베스크』의 주요 배경인 빼쩨르부르그가 전적으로 부정적 

인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통시적인 접근도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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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자의 형상 

r한스」는 혼종적인 낭만주의 뽀에마의 요소들이 응집되어 있는 낭만주의 

목가로서， 특히 낭만주의 뽀에마에서 전형적인 주인공의 형상 및 시인-화자9) 

와 주인공의 관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즉 작중 인물인 주인공 한스는 전 

형적인 낭만주의 뽀에마의 주인공의 형상으로 묘사되고，10) 작품 속 시인-화자 

와 주인공의 관계는 낭만주의 뽀에마의 특정인 보편성과 병치를 나타낸다.10 

낭만주의 뽀에마에서 그러하듯이 화자는 자신이 묘사하는 낭만적 주인공 한 

스가 지닌 이분법적 세계관과 이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우수를 상당 부분 공 

유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의 어조에 주인공에 대한 아이러니의 거리두기 장치 

가 없다는 점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주인공 한스의 도주로 인한 

여주인공 루이자의 상심을 묘사하면서， 화자는 한스를 “잔인한 폭군HlpaH lI<e-

9) 시인과 시 언어에 대한 바흐친의 이해는 r한스」에서 시인과 화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바흐친은 자신의 초기 저작에서 시인과 시 언어 사 

이에 어떠한 거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시 장르들에서 예술적인 인식은 ... 완전히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실현하고， 완전히 자신의 언어에 내재하며，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거리도 없이 그 언어로 직접 자신을 표현한다 ... 시인은 자신의 시적인 인 

식과 구상들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대립시킬 수 없다. 시인은 그 언어로만 표 

현하며， 문체의 경계 내에서 그것을 인식， 반성， 관계의 대상으로 삽을 수 없기 때 

문이 다" M. 5axTHH(1975) Bonpocu J1Hreparypu H 3CrerHKH, 1.4.: XOnOll<eCTBeHHa51 JJH 

TepaTypa. C. 98; c. r. 50'lapoB(I99이 “npa3nHHK lI<H3HH H nyTb 째3HH，" C/OX(eru pycc

Koll J1Hrepa rypu, 1.4.: íl3WKH pycCK얘 JJHTepaTypw, C. 202에서 재인용. 그리고 위의 인 

용문을 토대로 보차로프는 시인과 그의 시적 언어의 분리불가능성과 산문 작가와 

그의 산문 언어의 분리 가능성을 대립시킨다. 같은 책， 202쪽. 바흐친은 특히 서정 

시 장르에서 시인과 화자， 그리고 주인공의 단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바흐친의 초 

기 저작에 나타나는 서정시 개념을 이장욱의 설명을 통해 좀더 살펴보면， 바흐친 

은 원칙적으로 시인과 그의 서정시의 일인칭 화자를 동일시하지만， 실제 서정시에 

서 주인공이 낭만주의 주인공처럼 시인과 분리되는 ‘한정성 KOHe'lHOCTb’을 획득하지 

못하고 시인과 하나의 단일성 안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장욱(2003) r 바 

흐친과 ‘서정적 수치’러시아 연구』 제 13권 제 1호， 141-143쪽 참조. 
10) 한스는 낭만주의 주인공의 자칠들， 즉 먼 이상향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간과의 유리 (OT'IYll<neHHe), 도주， 우수 등을 지 닌다(10. MaHH 1976, c. 112). 
11) 유리 만에 따르면， 낭만주의 뽀에마의 구성 원칙은 작가와 중심 주인공의 경험의 
보편성과 병치를 특정으로 한다. 이 보편성은 헌사 혹은 에필로그의 구조로 주어 

지며， 작품 속의 행동은 작가의 폰재로부터 자유롭다. 같은 책， C‘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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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KHR" (1:293)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호칭에서 독자는 주인공에 대한 비난 

이나 조롱보다는， 오히려 낭만주의 주인공의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화자 

의 진지한 공감과 이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에펄로그에서 화자는 한스 

의 고향인 독일의 시세계를 찬양한다. “숭고한 사색의 나라! 공중의 환영들의 

나라!(CTpaHa BblCOKHX nOMl>llllJleHHR! 803따mHbIX npH3paKOB cTpaHa!)" (I:308)12) 결 

국 화자는 주인공의 낭만주의적 정서를 공유하면서 그의 ‘현실-이상’의 괴리 

로 인한 고통과 우수를 진지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정신세계는 주인공의 낭만주의 뽀에마의 정신을 한 층위 높 

은 곳에서 포용하고 있다. 그 예로 화자는 한스의 편력이 좌절과 절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멸의 고통을 맛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목가적 

인 안식과 평온이라고 말한다. “그에겐 이제 평안이 필요한 것이다(EMY nOKoR 

Tenepb Õbl HYlKeH.) " (1:302) 이렇게 화자는 낭만주의 주인공을 3인칭의 관점에 

서 묘사하면서 주인공의 내면과 행동을 평가한다. 한스의 고통스러운 낭만주 

의적 몽상， 즉 이상에 대한 동경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괴리 

로 인한 고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성숙한 화자의 목소리가 ‘llYMa’에서 확연 

하게 들린다. 

Korna * KOBapHble Me~TbI 간교한 환상들이 

B3BonH~T *~noß ~pKOß nOnH, 화려한 운명에 대한 열망으로 동요할 때， 

^ HeT B nyme *ene3Hoß BonH, 그러나 영혼에 강철같은 의지가 없고， 

HeT CHn CTO~Tb Cpenb cyeTbI, - 무상 속에 서 있을 힘 이 없올 때 

He ny~me nb B THmHHe yKpoMHOß 외딴 고요 속에서 

TIo noJJlO 째3HH npoTeKaTb 삶의 평 원을 따라 흐르면서 

CeMbeß nOBonbCTBOBaTbC~ CKp얘H얘 소박한 가족으로 만족하고 

11 mywy CBeTa He BHHMaTb ?(1:304) 세상의 소음을 무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12) 20년대 말에 러시아 문학적 인식에서 유럽 시 문화의 중심은 독일이다. 당시 러시 
아에서 독일의 정신을 숭배하는 기풍은 잡지 〈모스크바 통보〉를 중심으로 나타났 

다. 이 잡지에서 활동한 이반 끼례예프스끼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프랑 

스의 영향(까람진)에서 독일(쥬꼬프스끼)로의 이행으로 설명한다. 이 잡지와 관련 

이 있는， 대부분의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들은 독일의 시 정신과 괴테를 숭배한다. 

r한스」에서 “나는 독일을 노래한다”라는 화자의 말에는 역시 독일 문학을 시적 모 

델로 하는 작가의 시적 자의식이 내포되어 있다(0. P. HHKonaeB 198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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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화자는 낭만주의 주인공의 정신적인 방황의 종착지를 목가의 공 

간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화자가 낭만주의적 이상향에 대한 열망과 함께， 여 

주인공 루이자의 할아버지인 목사의 정서도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문 

자로 지칭되는 ‘목사(naCTOp)’의 형상은 구원자이자 수호자라는 측면에서 그리 

스도의 이미지 혹은 참회와 갱생의 길을 결은 성자의 이미지를 지닌다. 이 노 

인은 젊은 시절에는 사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던 군 

인이지만， 참회하고 속죄의 길을 결으면서 성스러운 영혼으로 부활한 것이 

다 13) 

화자가 목가적인 공간을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목사의 형상 이외에， 이 세계를 구성 

하는 다른 인물들과 자연과 사물들의 묘사에서도 확인된다. 각 구성 인물들과 

주위 환경의 묘사에 있어서， 목가적인 공간이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고， 목가 

적인 삶을 묘사하는 데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 

되고 있다. 

물론 같은 인용문을 통해 이 작품에서 목가적인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인 

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14) 한스에게 목가의 공간은 주어진 현실이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작고도 낮은’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화자는 도달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낭만주의적 향수를 주인공과 공유한다. 

그러나 화자는 그리스， 인도 등의 먼 이상향 대신에 한스가 속한 낭만적인 목 

가의 공간을 대도시의 저열한 현실에 대한 대립쌍으로 우월하게 평가하고， 주 

인공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 작품이 장르 규 

정상 낭만주의 뽀에마보다는 목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화자의 그러한 태도 

13) 고골이 목가의 이상적인 인간에 기독교적인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이교적인 목가 
의 전통이 기독교와 결합되는 18, 19세기의 혼종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 
럽 문화의 혼종적， 절충주의적 특정은， 상대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카톨릭을 종교 

적 토대로 하는 낭만주의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14) 낭만주의 목가의 혼종성 때문에 그러한 장르에서 감상주의적 정서와 낭만주의 정 
서를 구분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 작품에서 ‘루이자’라는 여주인공은 목가 

공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감상주의 목가의 전형적인 인물이지만， 그 

녀의 정서에도 낭만주의 주인공의 우수와 고독이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낭 

만주의적 인물로도 볼 수 있다. 화자는 여주인공을 ‘나의 루이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녀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이것은 여성을 숭배하는 감상 

주의와 낭만주의 시 전통에서 ‘시적으로 양식화된 태도’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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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15) 

r 한스」에서 화자는 ‘시골과 대도시’라는 감상주의적인 이분법을 ‘이상과 현 

실’이라는 낭만주의적 이원론과 결합하여 목가적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승격시킨다. 목가적 공간의 이상화는 『미르고로드』의 「옛지주」에서도 발견된 

다. 이 산문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이 속한 대도시의 번잡함， 무상함， 욕망과 

18세기 우끄라이나의 한적한 전원생활의 고요， 평화， 관습을 대립시키면서， 붕 

괴되어 가는 목가적 생활에 대한 낭만주의적 향수를 표현한다. “낮은 목가적 

삶(HH3MeHHa~ 6yKonHqeCKa~ 빼3Hb)" ( II :5)을 영위하는 미르고로드의 한 촌락의 

작은 영 지 는 화자에 게 ‘자아’의 공간이 되 고， “욕망， 소망， 악한 영 혼의 불안한 

소산들(CTpaCTH. *enaHH~ ， HecnOKoRHhle nopo*eH깨 3nor。 마xa)"( II :5) 이 지 배하 

는 대도시는 ‘타자’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16) 

이 화자는 「한스」의 화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골과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는 작중 인물로서 사건에 직접 참여하면서 옛지주들을 자신과 동 

일시하고， 반면에 러시아 성(姓)을 사는 ‘저속하고 경멸할 만한 우끄라이나인’， 

영지를 착취하고 영지의 붕괴를 앞당기는 영지 관리인과 하인들， 그리고 먼 

친척빨인 젊은 상속인은 ‘타자’로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목가적 공간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지닌 화자는 자신의 관찰 대상인 아 

파나시 이바노비치와 뿔헤리야 이바노브나에 대해 가벼운 아이러니가 내재된 

긍정적이고 따뭇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 부부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 

신’과 같은 존재들이며 17) 손님 접대를 지극히 좋아하는 선량한 시골 지주들 

15) 낭만주의에서 이질적인 두 정서인 평용과 우수는 ‘변증법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 
낭만주의자들은 영원한 불안， 우수， 환희를 찬양하는 동시에 평온함과 과장된 ‘무 

위도식’을 충일한 삶의 요소로 간주하고， 영원한 욕망을 추구하는 힘든 여정에서 

잠시 취하는 휴식을 이상적으로 미화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가끔 잠시 자신의 영 

역을 벗어나 목가의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대담한 환상’들로부터 벗어나 

고자 한다. H. B, KapTamoBa(1982) “CBoeo l5pa3He p。야야l‘i‘‘뻐t 

‘씨M싸Hψpropone’ " 1ψo6J1eMbl 3CTeTHKH H TBOp 'leCTBa pOMaHTHKOB, KaJIHHHH, C. 115. 
16) 로뜨만은 옛지주들이 속한 내부 세계가 외부 세계에 속한 화자에게도 내부 세계로 

인식되고， 화자가 실제로 속해 있는 대도시는 절대적으로 외부 세계로 인식됨을 

지적한다. 특히， 그에 따르면， 외부 세계가 옛지주들에게는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두 세계를 모두 아는 화자에게는 차갑고 산문적이며 정서상 

으로 ‘타자의 세계’로 인식된다. 삐 J10TμaH(1992) “npo l5JIeMa xyno*eCTBeHHoro npo

CTpaHCTBa B npo3e roroJI.lI," CTaTbH no ceMHOTHKe H THn0J10rHH KYJ1J1bTYPbl, T. 1, Ta

JIJIHHH: AlJe l<CaHnpa, c.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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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빌레몬과 바우키다 부부로 

비유된다.18) 이 옛 지주들은 비록 신화 속 인물들처럼 같은 시간에 죽지는 않 

더라도，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떤 운명의 끈에 의해 신비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이것은 ‘미지의 소리’에 의한 각각의 죽음을 통해 암시된다. 화자는 이들 

의 삶의 영역과 그 외부의 ‘탐욕스럽고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구역을 분리 

하고， 자연의 흐름과 습관에 따라 삶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낮은’ 목가의 삶 

을 신화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숭격시킨다，19) 

그러나 고골은한스」에서와는 달리 미르고로드의 목가의 공간에 목가의 

전형적인 특정， 즉 완전한 이상화와 영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부 

부의 목가적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맹’들로 대변된다. 이 구멍들은 이 작 

품이 일정 정도 목가의 양식화된 규범으로부터 이탈해 있음을 암시한다. 

인물 형상에 있어서， 젊은 시절의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한스」의 ‘성스러 

운 아버지’ 목사의 형상을 다소 지닌다. 그 역시 목사처럼 젊은 시절 군인이 

었고， 아내를 친척들로부터 납치해 올 정도로 저돌적이고 무모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목사는 젊은 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속죄의 길을 결으면서 영혼의 평 

안과 신성을 얻는 반면 이바노비치는 젊은 날을 망각하고 참회하지 않음으로 

써 부활하지 못한다. 또한 목사에게는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반면， 이 노부부에게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목가의 공간이 소멸될 

위기를 겪는다. 

그 이외에도 이 목가의 공간에는 어휘적으로 그리고 슈셋상으로도 ‘구멍’들 

이 존재한다. 먼저 어휘적인 층위에서 살펴보면， 화자는 풀헤리야 이바노브나 

의 영지 순례가 “한 번”인 것처럼 언급하지만， 어느새 관리인에 대한 그녀의 

지시를 불완료형 동사로 바꿈으로써 당시의 사건에 반복성을 부여한다.때) 또 

17) 이들은 같은 부칭을 통해 심리적， 형이상학적인 근친상간성 - 내적인 합일성， 분리 
불가능성 - 을 획득한다 

18) 그리스 신화 속의 이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제 
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한다. 두 신은 이들의 따뜻한 접대에 대 

한 보상으로 그들의 집을 장엄한 사원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다. 부부는 한날한시에 같이 죽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소원대로 동시에 

죽어서 나무로 변하여 나란히 함께 있게 된다(R. A. Maguire 1994, 33-34), 
19) 바흐친(1988) r목가 소설의 크로노토프J，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 서경 

희 · 박유미 옮김， 창작과 비평사， 439-μ0쪽 참조. 

20) 이 사건의 성격이 일회성에서 갑자기 일상성으로 변하고， 형식상의 ‘논리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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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골은 사건과 정경을 묘사하면서 ‘거의 (no'nH)’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결합하면서， 묘사하는 화자의 인식의 완결성올 약화한다찌 이로써 화자의 서 

술은 r한스」에서처 럼 완결성과 확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정 정도의 부정 

과 착오를 허용한다. 또한 외부의 음험한 운명적 힘이 암시되는 ‘야생숲’에 사 

는 산고양이들은 울타리 밑으로 구멍(./lI>1pa)를 내어 밑으로 기어서 경계를 넘 

나든다. 이러한 경계 이월 행위는 ‘아래’를 의미하는 ‘nOll-’라는 접두어들이 결 

합된 동사들로 묘사된다. 

그리고 사건 슈셋상의 구멍으로는 뿔헤리야 이바노브나가 아무리 주의를 

주고 감독을 해도， 어느새 여종들의 배가 불러온다거나， 영지내의 산림의 나 

무들이 점차 사라진다거나 관리인부터 하인들까지 주인의 창고를 약탈하고 

재산을 횡령하는 것， 그럼에도 이 부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 

들의 생활 습성에 만족하는 것， 집 안에 액자와 거울 틀과 천장에 파리들이 

새까망게 들끓는 것 둥이 있다. 이것은 목가 공간의 구멍들로서 그것의 붕괴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외부의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주인공들의 죽음 

을 신비적으로 예고하는 것 역시 이 목가의 공간이 불가항력적인 죽음과 시 

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힘 앞에서 형용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작품의 전체 정조를 우울하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신비롭고 음산한 죽음의 부름은 세계 질서와 

운명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암시한다，22) 그리고 화자가 어린 시절 

실은 비논리성을 의미하는 것을 머과이어는 ‘전치 (displacement)’ 개념을 벌어 설명 

한다. 더불어， 그는 이 작품이 문체， 슈셋， 구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치의 원칙 

에 따라 구성 된 것으로 보고 있다(R. A. Maguire 1994, 22-34), 
21) 보차로프는 이 부사의 빈번한 사용이 현실에 대한 인식의 애매모호성과 불투명성 

을 입 증한다고 지 적 한다， C, r , óo4apoB(1985) “3araLlKa <Hoca> H Ta꺼Ha J1Hua," 0 

xYI10*eCTBeHHbIX MHpax, M,: COBeTCKa .51 pOCCH.5I, c, 150, 
22) 존 코퍼는 인간의 인식 작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외부의 힘과 법칙에 대한 고골의 

인식은 r따라스 불리바」를 제외한 r미르고로드』의 모든 이야기들에 반영되어 있으 

며 모든 이야기들이 그 힘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한 f지깐까 야화』에서 『미르고로드』로 가는 과정에서 고골의 이원론적 세계인식이 

낭만주의 미학의 철학적 토대인 웰링의 내적 직관 개념에서 칸트의 “물자체” 개념 

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작동하는 인과관계가 사 

건들을 결정해버린다는 칸트의 견해를 고골은 “사물의 낯선 철서”로서 수용한다고 

지 적 한다 J. Kopper(1992) “The “Thing-in-itself" in Gogol’s Aesthetics,"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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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체험하는 ‘죽음과 같은 정적’과 지주의 집의 문들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들의 불협화음도 역시 외부에 존재하는 불가해한 힘을 암시하는 일종의 

‘구멍’들이다. 

결국 이 목가의 공간에 대한 화자의 묘사에는 목가의 공간이 붕괴와 파멸 

의 위험 아래 있고， 머지않아 이 공간이 외부 세력에 의해 침해， 파괴될 것에 

대한 암시들이 풍부하다. 그 결과 두 부부에 대한 화자의 따돗한 시선은 이상 

적인 목가 공간의 상실에 대한 우수의 시선으로 변화된다. 

한편， 뚜렷이 지각되는 화자의 목가적인 정서는 두 노인들에 대한 아이러니 

칼한 묘사에서 다소 복잡해진다. 두 노인의 습관적인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화자의 아이러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작품에 산재해 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부부의 삶은 먹고 자고 또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삶에 대한 화자 

의 무심한 묘사는 옛지주들의 삶의 공허성을 미묘하게 암시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들의 습관적인 삶을 화자는 욕망과 열정에 들뜬 젊은 

이들의 삶에 대해 우월한 것으로 펑가하다. 이것은 풀헤리야 이바노브나가 죽 

은 지 5년 만에 화자가 옛지주의 영지를 방문하여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를 보 

면서 느낀 상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화자는 아파나시의 무감각해지고 우둔 

해지고 어린 아이처럼 순진한 상태로 퇴행해버린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봄으 

로써， 일견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아파나시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습관적인 삶을 열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비속한 사교 

생활을 영위하는 한 젊은이의 삶과 비교하면서 영속적인 습관이 순간의 열정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 H Ta !<aJl llOJlraJl, Ta l<aJl lI<ap !<aJl ne t:faJlb? 4TO lI<e CHJlbHee Hall HaMH: 

on Gogol: Logos and the RussÎan Word, eds. by S. Fusso & P. Meyer, Illinois: 
Northwestem University Press/Evanston, p. 50. 고골이 초월적인 법칙의 인식 가 
능성을 부정하였다는 코퍼의 지적은 『미르고로드』에서 f검찰관』에 이르는 시기에 

만 적용될 수 있다. 고골은 로마에서 자신의 초기 세계관， 즉 직관을 통한 신성과 

의 합일이라는 웰링의 미학적 세계인식을 종교적인 미학관을 변화시키고， 낭만주 

의 문학의 모티브들 - 참회， 성지 순례， 예술 창조와 삶의 동일성， 예술이 갖는 삶 

의 창조 능력 등 -을 스스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다. 그 결과 고골의 1840년대 

삶과 예술은 낯설고 냉담한 외부의 초월적 질서에 대한 공포에 머물지 않고， 기독 

교를 발판으로 초기의 미학적 세계인식을 종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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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aCTb HnH npHBWqKa? HnH BCe CHnbHWe nOpWBW, BeCb BHXOpb HamHX *enaHHA 

H KHn~mHX CTpaCTeA - eCTb TOnbKO Cne~CTBHe HamerO ~pKOrO B03paCTa H T。

nbKO no T얘y O~H얘y Ka*yTC~ rny60KH H cOKpymHTenbHW?~ 4TO 6w HH 6ωI。’

HO B 3TO BpeM~ MHe Ka3anHcb, ~eTCKHMH Bce HamH CTpaCTH npoTHB 3TOA ~on

roA, Me~neHHoA ， nOqTH 6eCqyBcTBeHHoA npHBWqKH.( II :26) 

그토록 오랜， 그토록 애처로운 슬픔이란 말인가? 욕망과 관습 중에 어 

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까? 모든 강렬한 충동， 우리의 소용돌이 

치는 바램과 타오르는 열망은 - 단지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나이의 결과이 

고 바로 그런 이유로 깊이 있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이는 걸까?" 그러나 어 

쨌든 간에， 이때는 이 길고 느린 거의 무감각한 습관에 비하여 우리의 모든 

열망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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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 사람의 반웅을 대비하면서 고골은 감상주 

의의 주요 논제， ‘습관-욕망’의 문제에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다. 고골은 화자 

의 평가를 통해 외적으로 죽은 듯한 습관적인 삶이 젊은 날의 타오르는 욕망 

보다 더 진실되고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뿔헤리야가 죽은 지 5년 

의 세월이 지나고도 죽음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가 건강하다가 다리를 잃은 사람에 비유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 비유는 

아파나시와 뿔헤리야가 서로 공생하는 분신으로서 양성이 한 몸을 이루던 ‘분 

리 이전의 신화적인 시대’에 속해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23) 

한편 두 지주의 사후에 이 영지를 상속받는 젊은 친척은 ‘서구주의자’의 희 

화화이다. 그는 우끄라이나 대지의 유기적인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고 영국식 

23) 주인공들의 분신성에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사상과 그노시시즘과 같은 신비주의 

의 이원론적 세계인식이 내재해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R. A. Maguire, Susanne 

Fusso, MHxaHn BaAcKO때 등)이 지적한다. 특히 바이스꼬프는 고골의 문학 세계 전 

체에 작용하는 심미적 메카니즘이 플라톤 사상과 그와 동류의 신비주의적 이원론 

- 신플라톤주의， 그노시시즘， 바로크의 종교 철학， 웰링 철학， 그 모든 것의 복합체 

인 낭만주의 - 그리고 정교적 세계관과 내적인 친연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1835년까지 고골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이원론 전통에 대해서는 M. Weiskopf 

(1992) “The Bird Troika and the Chariot of the Soul: Plato and Gogol," Essays 
on Gogol: Logos and the Russian W ord, pp. 126-133, 고골 초기 작품에 나타나 

는 분신 성 에 대 해 서 는 M. BaAcKomþ(1989) “nyTemecTBHe B ErHneT: On퍼T HCTonKOBa

HH~ roroneBCKor。 “BH~"" ， Wiener 5뼈1Jistischer Almanach, Band 24, CC. 23-39, 여 

성과남성의 신화적 통일성에 대해서는 M. BaAcKO빼(2002) C!O:KeT rorOJ1J/: μopiþoJ10rHJ/， 

Hl1e0J10rHJ/, KOHTeKcT, M., CC. 54-6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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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기구와 과학적인 농지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영지의 황폐화를 가속 

화시킨다. 고골은 그의 피상적이고 조야한 현실 인식과 생활 방식을 두 노인 

의 목가적인 삶의 방식보다 열둥한 것으로 펌하한다. 

결국 화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비속함으로 인해 과거의 낭만적인 이 

상이 파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나타난다. 화자는 아이러니를 사용하 

여 영지를 약탈하고 지주를 속이는 관리인과 청지기는 “존경할 만한 통치자 

들(，Il0cToAHble npaBHTeJlH)"( II :12)로， 상속인으로부터 영지 관리를 맡아 영지를 
붕괴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후견인은 “지혜로운 후견인 (MY，Ilpa.ll one I< a)" 

(ll :27)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평가를 표출하기도 

한다. “저열한 우끄라이나인(HH3 I<째 MaJlOpOCCH.lIHaM)" “경멸할 만하고 불쌍한 

족속들(npe3peHHble H lI<aJlI<He TBOpeHH.lI)"( II :7) “끔찍 한 약탈(CTpamHble x뻐e

HH.lI )"(ill:12)들에서 탐욕스러운 ‘타자’에 대한 화자의 경멸과 분노가 노골적으 

로 드러난다. 결국한스」에서와는 달리 「옛지주」에서 목가적 공간은 잠재적 

으로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붕괴하고 만다. 

한편두 이반」에서는 목가적 공간의 붕괴가 이미 주어진 컨텍스트로， 사 

건의 실질적인 배경이자 주요 동기로 내포되어 있다두 이반」에서 일견 칭 

송되는 묘사 대상의 목가적인 서정성과 평온， 유쾌함， 선량함에 대한 찬사들 

은 아이러니를 통해 ‘뒤집힌다’. 이 작품에서 미르고로드의 주요 주민들은 ‘애 

꾸눈， 절름발이， 게으른 뚱보’ 그리고 돼지， 거위， 닭 등이다. 고골의 문학 세 

계가 보여주는 외적인 불구성은 가치론적으로 ‘뒤집힌’ 공간성과 더 나아가 

인물들의 내적인 불구성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어조와 서술 태도 그리고 사건 진행 자체에는 아이러 

니가 깊이 침투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골이 미르고로드의 바속한 삶을 

가벼운 아이러니 장치를 사용하여 묘사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화자에게 투영 

하여 화자 스스로 대상에 대해 아이러니적인 거리를 갖게 하는지， 아니변 화 

자까지도 자신의 아이러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작가는 결 

말에 이르러 이전까지 자신의 유희의 대상으로 삼던 화자의 서술에 자신의 

진지한 의도를 투영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말에서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화자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에 걸 

쳐서 작가와 화자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작가와 화자의 관계의 유 

동성을 반영하는 텍스트 구성 방식을 통해 고골이 기존의 목가적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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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변용하는 지 살펴보자. 인물 형상의 측면에서한스」의 목가적 인 

물들인 성스러운 목사와 빌헬름， 베르타의 형상이 r 옛지주」에서는 풀헤리야 

이바노프나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로 다소 ‘진지하게’ 변용된다면두 이반」 

에서는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끼포로비치라는 분신들로 완전히 ‘뒤집힌 

방식으로’ 변용된다. 이 두 인물은 같은 이름으로 외적인 분신성은 유지하지 

만， 이전의 분신들과는 달리 더 이상 공생과 유사의 의미가 아니라 갈등과 대 

립 관계에 있다.24) 그리고 모순되게도， 외적인 갈등과 대립의 이면에는 비속 

함이라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AHTOH npoKOtþbeBH'I nOnOnY3, KOTOp에ß nO CHX nop e.e XOnHT B KOpH'IHOBOM 

clOpTyKe C ro.ny eí뻐H pyKaBaMH H oeíenaeT no BOCKpeCH뻐 nHj!M y cynbH, 06μK
HOBeHHO rOBopHR, '1TO HBaHa HHKH(φpOBH'Ia H HBaHa HBaHOBH'Ia caM '1epT CBj!-

3M BepeBO'lKOß. 

안폰 쁘로꼬피예비치 뽀뽀뿌즈는 지금도 푸른색 소매가 달린 갈색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판사 집에서 점심올 먹는데， 그는 흔히 이반 니끼 

포로비치와 이반 이바노비치는 악마 자신이 끈으로 묶은 사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글에서 두 인물의 분신성은 악마적인 속성을 부여받는다. 이 분신 관계 

는 r 옛지주」에서 노부부가 신비적인 양성합일성을 내포하는 것과 첨예하게 

대립된다. 뽀뽀뿌즈의 그로테스크한 형상과 생활 방식이 두 이반의 악마적인 

분신 관계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이 두 이반뿐만 아니라， 다른 미르고로드 관리와 지주 

들 사이에도 그로테스크한 공생 관계가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다. 그 예로， 

뽀뽀뿌즈는 작품 말미에서 화해의 전권대사의 임무를 띠고 이반 니끼포로비 

치의 집에 파견되는데， 이 때 그의 이름은 골로뿌즈로 변화되어 있다. 동일인 

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는 것은 작가의 실수라기보다는 인물의 내적 

분열을 암시하는 의도적인 장치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그의 이름의.어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각각 이반 니끼포로비치와 이반 이바노비치와도 분신 관 

24) 분신관계는 주로 인물의 병치로 표현되는데， 유사성， 공생성， 갈둥의 세 가지 부류 
로 구분된다. 노부부는 습관에서는 유사성을， 죽음에서는 공생성을 띠는 분신 관계 

인 반면， 두 이 반은 갈둥 관계에 있다. K. Pomorska(1992) “Problems of 

Parallelism in Gogol ’s Prose," Jak.obsonian Poetics and Slavic Narrative , 

Durham and London: Duke Univ. Press, pp.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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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 

그 이외에 주인공 이반 이바노비치와 다른 애꾸눈 이반 이바노비치도 동명 

으로 인해 분신 관계에 있고， 제미얀 제미야노비치， 뾰뜨르 표도로비치， 이반 

이바노비치， 예프찌히 예프찌히예비치， 따라스 따라소비치， 옐례프레리 옐례프 

레예비치 등은 부칭과 자신의 이름이 동일함으로 인해 아버지와 분신 관계를 

갖는다. 이 작품에는 이외에도 마차와 같은 사물들의 분신성， 대화나 상황의 

반복성이 나타난다. 화자는 이러한 분신성에 대해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않 

고， 그저 무심하고 아이러니칼한 어조로 분신들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다. 

이 그로테스크한 분신성은 미르고로드 도시와 거주민들의 삶의 복제성과 출 

구없음을 암시한다. 

묘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이러니칼한 태도는 유쾌하고 희극적인 정조를 

유지하다가 점차 욕망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사건의 동기로 작용하면서 비극 

적이고 진지한 사색으로 변화한다. 화자의 마지막 발언 “여러분， 이 세상은 

우울하군요(CKyQHO Ha 3TOM CBeTe, rocno.aa!)"( II :234) 안에 는 비 극적 인 우수가 

배어있다. 결국 화자의 가벼운 유희와 조롱의 분위기는 삶의 무상함과 비속 

함에 대한 진지하고 비극적인 사색으로 변화된다. 

『미르고로드』의 제 2부에 수록된 작품인 r비이 (BlI I-l) J (1835)와 「두 이반」에 

서 긍정적인 현실 공간은 붕괴되고， 이후 고골의 작품에서 현실을 소재로 한 

이상적인 공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26) ‘빼쩨르부르그 이야기들’에서 고골 

은 비속함의 온상이자 상정인 빼쩨르부르그를 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이 

반」의 풍자적인 아이러니를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킨다. 

25) 그의 서로 다른 이름이 갖는 어원은 ‘배꼽’을 의미하는 ’nyn ’, 신체의 ‘배’를 의미하 
는 ’ny30 ’, 그리고 ‘별거벗은’이라는 형용사 ’ rOJJbll!’이다. 이 이름과 뽀뽀뿌즈의 비 

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쉽게 니끼포로비치의 비만과 그의 벌거벗은 상태와 결부 

되고， 또한 니끼포로비치에 의해 정신적으로 ‘발가벗겨진’ 이바노비치의 상태와도 

결부되어， 각 이반과 분신 관계를 맺는다(R. A. Maguire 1994, 375, 41이. 
26) 로마와 이탈리아와 같은 고골의 미학적인 이상향들은 작품에서 동시대의 현실로 
등장하기보다는 탈시간화된 신화적인 공간으로 등장한다 또한 긍정적인 러시아의 

삶은 『미르고로드』의 제 1부에 실린 「따라스 불리바」에서 묘사되고는 있지만， 이것 

은 19세기의 동시대 현실에서 동떨어진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역시 파괴 

된다. 마지막으로 ‘지옥-연옥-천국’의 삼부작으로 기획된 『죽은 혼(MepTBble llymH)~ 

(1842)에서 연옥과 천국 편은 기획으로만 남을 뿐 작품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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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역할 

감상주의와 낭만주의 목가의 전형적인 시간 개념은 탈시간성과 영속성을 

특정으로 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낭만주의 목가 r한스」에서의 시간은 주기적 

으로 순환되는 신화적인 시간이며 그러한 시간성을 부여받는 공간은 동일성 

을 특정으로 한다.낌) 회화적으로 묘사된 목가적 공간의 부속물들을 살펴보면， 

묘사된 부속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특히 낭만주의 주인공의 2년간의 부재 이후에 다시 이 공간이 묘사되는 

지점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년간의 방랑 끝에 돌아온 한스와 목가의 

거주민들이 벌이는 연회는 2년 전과 동일한 형상이며 이러한 동일성은 불완 

료 현재형의 동사들로 강화된다. 

또한 한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고향 풍경 역시 떠날 때와 동일한 모 

습으로 묘사된다. 

B NHpHON ~HeHCD。빼e 평 화로운 류센도르프에 는 

nO- lIpell<HeNY KpacyeTc~ ， UBeTeT; 예 전처 럼 아름답게 피 어 난다. 

Bce Te * 3aÕOTW, H 3aGaBw Te *e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놀이들이 

BonHy~T *HTeneR 1I0K얘Hwe cepDua. (1 :299) 사람들의 평온한 마음을 흥분시킨다. 

이러한 동일성과 반복성에서 목가적 삶은 습관이 지배하는 삶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공간에도 생로병사의 변화는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삶의 

질서와 법칙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변화 역시 영원한 통일 

성과 순환성의 지배를 받는다. 목사의 죽음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비록 한스가 귀향했을 때 목사는 고인이 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은 목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의 영속성을 오히려 증명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그리고 한스 

역 시 목사의 삶의 궤 적 을 반복할 가능성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한스가 여 

27) 바흐친은 이를 ‘장소의 통일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수많은 세대의 삶(일반적 
으로 인간의 삶)이 목가 안에서 지니는 통일성은 대개의 경우 장소의 통일생[역자 

강조]에 의해， 즉 수많은 세대의 삶이 대대로 한 장소에 뿌리박고 있으며， 삶의 모 

든 사건들이 이 장소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된다 .... 장소 
의 통일성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시간적 경계의 불명료성은 또한 목가의 

특정인 순환적 리듬의 창조에도 본질적인 공헌을 한다” 바흐친 (1998) r 목가 소설 

의 크로노토프J，장편소설과 민중언어~，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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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귀향한 이후 체험하는 영적인 변화는 목사의 젊은 날의 참회와 부활 

의 반복에 다름아니다. 

H cnaJJ CTpa.lIaHH꺼 T51:I<KHA COH 

C ero .aym; :l<HBOA, cnoKoAH뼈， 

nepepO.lIHJJC꺼 CHOBa OH. 

Ha Bpe~ 6ypeA B03MYmeH, 
TaK CHOBa 6JJe띠eT MHp Ham CTpoAHWA; 

B OrHe 3aKaJJeHHWA 6YJJaT 

TaK CHOBa j!p'le BO CTO KpaT. (1 :307) 

고통의 무거운 꿈은 그의 영혼에서 

잠들었다; 그는 생기 넙치고 

평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폭풍의 시간 동안 격정에 휩쓸리다가， 

우리의 정연한 세계가 다시 빛난다; 

불로 단련된 강철이 

그렇게 다시 백배는 더 밝게 타오른다. 

폭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찾아온 고요와 평화는 결코 폭풍 전의 어린 

아이같은 ‘순진한’ 평화와 같지 않다. 목사가 폭풍의 시간을 겪고 ‘돌아온 탕 

자’가 되어 회개하여 ‘부활’하는 것처럼 한스도 아직 낭만주의적인 향수를 간 

직하기는 하지만 ‘돌아온 탕자’가 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시 

련-부활의 과정을 통해 한스가 목사의 뒤를 이어 성스러운 아버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 예측된다. 

또한， 목가의 시간은 범신론적인 세계인식과 관련이 있다. 목가에서는 시간 

과 날씨의 변화가 인물의 삶과 심리 변화와 상응한다.갱) 목가의 삶은 주로 동 

이 트는 아침과 황혼이 물드는 저녁에 이루어지며， 주인공들의 활기넘치고 순 

진무구한 어린 시절은 봄으로， 주인공의 격정적인 청춘 시절은 여름과 여름의 

폭풍으로， 반면 2년간의 편력 이후 한스가 쓸쓸하게 귀향하는 시점은 가을의 

우울한 날씨로 묘사된다. 

「한스」에 나타나는 시간의 영원성 반복성에 대한 작가의 유토피아적인 인 

식과 범신론적인 시간 인식은 r 옛지주」에서는 염세적인 관점에서 반복된다. 

목가적 공간의 신화적인 탈시간성에 대한 인식은 미르고르드의 영지에서는 

죽음과 물리적 시간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된다. 

r 옛지주」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이상향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동경과 우수의 

정서를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옛지주의 영지를 방문하면서 체험한다. 

그는 이 방문을 통해 풀헤리야 이바노브나의 생존시에 이미 붕괴 조짐이 있 

28) 바흐친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삶의 결합， 그 리듬의 통일성， 자연현상과 인생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공통의 언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목가의 특정을 발견한다 

(같은 책，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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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목가적인 공간이 붕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Korna JI nOllbexaJl KO nBOPY, nOM MHe nOKa3aJlCJI BnBOe CTapee , KpeCTbJl

HCKHe H3ðY COBCeM J1erJlH HaðoK - ðe3 COMHeHH껴， TaK *e, KaK H BJlaneJlb~ 

HX.(2:24) 

내가 마당에 다가갔을 때， 집은 두 배는 더 낡아보였고， 농노들의 오두막 

은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집의 주인들과 동일한 상 

태였다. 

여기에서 탈시간적인 목가적 공간은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들의 삶 

과 나란히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형이 

상학적인 적대적인 힘에 의해 신화적인 목가적 공간이 침탈당하는 것이다. 외 

부의 공간으로부터 목가적인 공간을 방어하던 울타리와 담장들이 하녀들에 

의해 밸감으로 뽑히는 것은 목가적 공간 속에 내재하던 ‘구멍’들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이 공간이 붕괴하는 것을 상징한다. 

r 옛지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가적 공간이 붕괴되는 현상은 r두 이 

반」에서도 반복된다. 화자는 사건 발생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반 이 

바노비치의 마당올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아무 이유없이 많아졌다고 간결하게 

언급한다. 이것은 r한스J 의 목가적인 요소， 즉 아이들이 신화적 인 순수함과 

삶의 영속성과 기쁨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것의 패러디이다.29) 미르고로드의 

아이들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의 3년은 목 

가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이후 화자는 싸움과 소송 사건이 시작되고 거의 15년 만에30) 미르고로드를 

다시 방문한다. 여기에서 고골은 「옛지주」의 결말에서 나타나는 삶의 무상함 

에 대한 우수어린 탄식을 날씨와 연계하여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 exaJl B nypHoe BpeM쩌 • Torna CTO껴J1a OCeHb C CBOe~ rpYCTHO-CYPO~ no-

29) 목가에서 어린이들은 “성장과 새로운 삶의 출발 및 죽음” 둥과 연관되어 등장하 
고， 어린이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같은 책， 432쪽). 

30) 두 이반의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고서 3년 만에 이웃들 간에 화해의 시도가 이루 
어진다.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화자는 

미르고로드를 방문하게 되고， 그 방문 이후 5년 만에 이 가상의 실화를 글로 옮기 

게 된다. 결국 두 이반의 싸움 이후 어림잡아 20년 이후에 화자는 그 사건을 기술 

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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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lOIO, rpJl 3b1O H T)'MaHOM, KaKaJl -TO HeHaTypaJlbHaJl 3eJleHb - TBOpeHHe CKY

'1HhlX, 6ecnpe뻐BHhIX lIo*lIeA - nOKphlB때a *HIIKOIO CeTbIO nOJlJl H HHBhI, K KOTO

P뻐 OHa TaK npHCTa.na, KaK ma.nOCTH cTapHKy, po3h1 - CTapyxe, Ha MeHJI TOrlla 

CHJlbHOe BJlHJlHHe npoH3BOllHJla norolla: R CKy'lμ1 ， KOr lIa OHa 6h1J1a cKy'lHa, 

(II :232) 
나는 좋지 않은 때에 갔다. 그 때는 가올이어서， 우울하고 축축한 날씨에 

진창에 안개가 자욱했다. 우울하고， 끝없이 내리는 벼로 생긴 어떤 부자연스 

러운 풀이， 흐르는 그물처렴 밭과 이랑을 뒤덮었다. 풀은 그 밭과 이랑에 마 

치 농담이 노인에게， 장미가 노파에게 붙어있듯，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 당시 날씨는 내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날씨가 우울할 때면 나도 우울해 

졌다. 

애매하고 불명료한 날씨와 정경 묘사가 화자의 우수의 정서와 상응하고 있 

다. 이 우울한 날씨 를 통해 작가는 미 르고르드가 반(反)목가적 인 ‘우울한’ 공 

간임을 암시한다한스」에서는 주인공 한스가 가을에 쓸쓸하게 귀향하는데 

반해옛지주」와 「두 이반」에서는 화자가 목가적 공간으로 되돌아와서 외부 

의 우울한 날씨와 상응하는 우수를 체험하는데， 두 작품에서 화자가 느끼는 

우수는 실질적으로 목가 공간이 붕괴되는 현실과 결합된다. 

위의 인용문 다음에 화자는 두 이반을 “감동적인 우정으로 살았던 유일한 

두 사람， 두 명의 유일한 친구(B TpOraTeJlbHOA JlPY*ôe JlBa e마HCTBeHHble 

qeJlOBeKa, JlBa eJlHHCTBeHHμe Jlpyra)"( 11 :233)로 규정한다. 이 표현에는 사건이 

있기 전에 두 인물이 맺은 표면적인 우정에 대한 작가의 아이러니칼한 태도 

가 내재해 있다， 15년의 시간은 두 사람의 표면적인 우정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시키고， 미르고로드의 비속성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다. 그러한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 미르고로드는 우수와 권태의 공간으로서， 

고골이 체험하는 19세기 러시아 현실의 축소판으로 간주된다，31l 

고골은 이러한 비극적 세계 인식을 ‘빼쩨르부르그 이야기들’에서 더욱 발전 

시킨다，32) 빼쩨르부르그를 배경으로 하는 1835년 전후의 작품들에는 이 도시 

31) 이 문집은 첫 작품 r 옛지주」와 끝 작품 r두 이반」이 거울대칭을 이루면서 하나의 

순환 구도를 이룬다. 결국 이 두 작품은 상대적인 목가적 공간과 반(反)목가적 공 

간으로 대비됨으로써 이 문집에 역동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32) 포노마레프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고골의 내면에는 삶에， 특히 예술에는 악이 존 
재한다는 지각， 자신의 예술에도 악마적 혹은 허무주의적 상상력의 형태로 악마적 

인 힘이 폰재할 것이라는 인식， 악마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로부터의 정화와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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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위성과 환상성과 악마성이 안개와 회색의 우중충한 날씨와 무서운 혹한 

으로 형상화된다. 작가의 시선이 미르고로드에서 19세기 근대 도시의 전형인 

빼쩨르부그르로 향하면서， 고골은 미르고로드에서 체험한 삶의 ‘공허성’과 비 

속성에 대한 공포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다. 

4. 정경 묘사 변화 

고골의 작품은 보편적으로 회화적인 묘사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위의 

세 작품들에는 한적한 시골의 정경과 구체적인 사건 과정이 때로는 작가 스 

스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 (KapTHHa)’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시각적으로 생 

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r한스」는 장르상 ‘그림으로 된 목가’이며， 

각 장 역시 ‘그림’으로 명명된다. 즉 전원적인 풍경 묘사와 인물들의 삶과 감 

정 묘사가 회화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들은 언 

어로 된 시적인 그림의 각 구성요소들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옛지주」에서도 우끄라이나의 ‘낮은 목가적 삶’을 재현하기 위해 작가는 

영지의 구석구석을 그림들로 재현하여 하나의 완전한 목가 그림을 창조한다. 

그리고 「두 이반」에서의 ‘낮은 목가적 삶’은 미트고로드의 두 지주의 영지와 

읍의 중심가， 재판소 내부의 정경들의 그림으로 재현된다. 특히 주인공들의 

싸움 이후 밤에 은밀히 거위집을 짓고 또 그것을 잘라내는 장면을 묘사하면 

서 화자는 자신의 언어 작업을 화가의 회화 작업에 비유한다. 또 작품에서 가 

장 충격적인 장면들인 이반 니끼포로비치가 ‘거위’라고 말하는 순간 이반 이 

바노비치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들은 가장 명료하게 회화적인 방식으로 묘 

사하고 있다. 느닷없는 강한 충격에 몸이 한순간 마비된 사람들의 각 동작과 

표정들이 세세히 묘사된다. 

먼저 낭만주의 목가의 원칙을 거의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한스」를 살펴보 

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화된다， 자신의 예술의 악마성에 대한 고민이 그를 금욕주 

의적인 구도와 예술의 메시아적 본질의 회복의 추구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고골은 자신의 마지막 10년을 ‘악마적’ 상상력의 자연스런 흐름과 표현을 

막는 데 할애 한다. C. V. Ponomareff(1987) “Gogol and Lermontov: Two Russian 
Demons," On the Dark Side 01 Russian Literature, 1709-1910, Peter Lang ,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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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작품의 공간은 집 주위의 이상화된 자연을 포함한 목가의 공간과 이 

질적인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경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목가의 

공간은 외부 세계와 뚜렷이 경계 구분되는 ‘갇힌 공간성， 즉 폐쇄성’을 특 

정으로 한다. 이 목가의 공간은 그 주민들과 화자에게 ‘자아의 공간’으로， 외 

부 세계는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한스와 젊은 날의 목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자아의 공간올 이탈하거나 그 공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다. 그리고 한스도 ‘돌아온 탕자’처럼 귀향 이후 외적으로는， 목사처럼 목가의 

공간을 자아의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목가의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적한 시골의 자연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정형화된 문학적 이미지 

들로 미화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대에서부터 16세기에 이트는 목가 

의 보펀적인 공간(Topos)은 ’유쾌한 한적한 곳’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이러 

한 미학화된 목가의 공간에는 목자， 동물들， 피리 소리， 유쾌하고 한적한 시 

골， 나무， 초원， 샘 혹은 시내， 노래와 꽃들. 바람의 숨결 등이 보편적인 구성 

요소들로서 존재한다.염) 이 작품에도 위와 같은 목가의 전통적인 구성 장치들 

이 지나치게 과밀도로 축적되어 있어서， 목가의 모티브들에 대한 완전한 목록 

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KaKoR *e ~eHb! Becenwe BHnHCb 얼마나 멋진 날인가! 즐거운 종달새들이 

H nenH *aBpOHKH; XO뻐깨 BOnHhI 굽이굽이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OT BeTpy 30nOTOrO B none xneða; 바람 결에 물결이 황금빛 들판에 일령였다， 

CrycTHnHcb BOT Ha~ HHμH ~epeBa ， 저기 물결 위로 나무들이 무성해졌고， 

Ha HHX nno~hI npe~ COnHueM HanHBanHCb 거기에는 열매들이 태양 앞에서 투명하게 

np03paQHhle; B~anH TeMHenH BO때 무르익고; 멀리 초록빛 물이 

3eneHhle; CKB03b pa~앤H뼈 TYMaH 거무스레지고; 무지개빛 안개 사이로 

HecnHCb MOP꺼 ~ymHcThlx apoMaToB; (1 :276) 진 한 향기 들이 바다처 럼 흘 렀 다; 

이 인용문에 사용된 시적 이미지들은 종달새， 금빛 곡식의 물결， 나무， 열 

매， 먼 곳， 무지개빛 안개， 향기 등이며 그 다음 섯구에서는 꿀벌， 잠자리， 사 

33) 최초의 목가 시인으로 알려진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시인 테오크리토스와 고대 
로마의 베르걸리우스의 목가에서 연원되는 목가의 공간은 이상적인 경치를 특정으 

로 한다. 고대로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목가가 영위하는 보편적인 공간의 모티 

브들은 거의 모두 감상주의와 낭만주의까지 지속된다(애. MaHH 197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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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노래， 숲， 골짜기， 소떼 등이 둥장한다. 위의 시적 이미지들은 감상주의와 

낭만주의 목가에 전형적으로 동장하는 부속물들로서， 한스의 공간을 전형적인 

목가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한편 고골은 이 작품에 각 낭만주의 시 형식의 정형화된 모티브들을 공간 

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한다. 목가의 일반적인 시간은 하루 중 아침과 

저녁인데 반해， 낭만주의 주인공의 주요 활동 시간은 낭만주의 비가와 뽀에마 

의 주요 시간적 배경인 밤이다. 이것은 독일 낭만주의에서 두드러진 밤을 숭 

배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한스의 사색과 몽상 고통의 시적 시간은 밤이 

며， 더불어 그의 시선은 늘 ‘먼 곳(.llaJJb)’을 향한다. 그리고 그의 귀향은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가을에 해당한다. 또한 루이자가 꿈속에서 보는 ‘밤의 환영 

들’은 낭만주의 비가와 발라드의 요소들이 결합된 신비로운 달밤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서 달밤의 모티브들로 등장하는 낭만주의적 이미지들로는 밤， 달 

이외에 물의 요정인 루살까， 무덤， 죽은 이의 환영 등이 있다. 

결국 작품 전체에는 목가적인 공간이 지배적이고 목가의 장면들이 연속되 

지만， 그 내부는 다양한 낭만주의 시 장르의 전통들로 채워진다한스」에 다 

양한 낭만주의 시 장르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발견되는 사실은， 고골이 이들을 다양하게 패러디하면서 장르의 내부 규칙들 

을 상당히 파괴한다는 점이다.34) 먼저 고골은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기존의 

양식화된 모델을 학생처럼 열정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정보 과잉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 한스 묘사에 낭만주의적 형상이 지나칠 정도로 농축되어 

있다. 목록을 나열하는 듯한 묘사 방식은 낭만주의에 등장하는 자연력과 자연 

의 형상들의 묘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35) 그러나 고골은 패러디를 통해 기존 

양식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는 기폰의 재료를 자신의 언어 스타일과 구 

성양식으로 활용하여 낭만주의적 세계인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스」 

34) 니꼴라예프는 고골의 첫 작품에 영향을 준 전통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작가가 뽀에마에 나타나는 전통들의 성격과 시의 세계를 어 

떻게 자기화하는가가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고골은 시적 전범들을 자기화하면서 자신의 시행올 실험하고 당시에는 충 

격적인 방식으로 시행 형식들을 결합시킨다. 예를 들어 고골은 목가에 전형적인 6 
보격을 사용하지 않고 5보격의 양브를 사용한다. 1829년에 이 규칙은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그는 비목가적인 형식의 시행으로 목가를 창조한 것이다. O. P. HRKOJJaeS 

(989), CC. 5-8. 
35) 같은 책， 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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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방성과 혼종성은 아이러니를 내포한 패러디가 아니라 진지한 모방이다. 

고골은 언어 실험을 통해 낭만주의 시 전통을 이탈하면서 역동적인 시적 통 

일성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에펄로그는 낭만주의 뽀에마의 진지한 모방으로 

서， 목가의 시 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골은 에필로그에서 한스의 

고향인 독일과 독일의 시 정신의 권화라 할 수 있는 괴테를 칭송하는 것이다. 

r한스」에서 낭만주의 시 양식의 진지하면서도 독창적인 모방을 통해 구성 

되는 목가적 정경은 r옛지주」에서는 우끄라이나의 미르고로드를 배경으로 새 

롭게 변형된다. 이 작품에서는 목가의 장면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모티브와 상 

투어구들이 우끄라이나의 토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들과 일상적인 표현들로 

변화된다，36) 이러한 현상올 낭만주의 뽀에마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한스」 

에서는 낭만주의 뽀에마의 사실적인 묘사 경향이 약한 반면에옛지주」에서 

는 우끄라이나의 구체적인 사물들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다. 

3a HHM llYmHCTa.51 'Iepet.tyXa , l..\eJlhle p.5lL1μ HH3eHbKHX φpyKTOBhIX L1epeB, nOTO

nJleHH비X Garp.5l Hl..\eM BHmeH H .5IXOHTOBbIM MOpeM CJlHB, nOKpblTblX CBHHI..\OBblM 

MaTOM; pa3BeCHCT뼈 KJleH, B TeHH KOTOporO pa30CT JlaH LlJl.51 OT L1h1Xa KOBep; 

nepeL1 L10MOM npOCTOpHblR L1BOp C HH3eHbKO~ CBe*e~ TpaBKO~， C npOTOnTaHHO~ 

L10pO*KO~ OT aMGapa L10 KyxHH H OT KyxHH L10 GapCKHX nOKOeB; LlJlHHHOmeRHbI꺼 

rycb, n~IllHR BOllY C MOJlO때MH H He*HblMH, KaK nyx, rycT.5ITa뻐， 'IaCTOKOJl, 
oGBemaHHblR CB.5I 3KaMH cymeHblx rpym H .5I GJlOK H npoBeTpHBa~IllHMHC .5I KOBpaMH 

(Il :5-6) 
그것[집-인용자 주] 뒤에는 향기로운 벚꽃， 낮은 과일 나무들， 앵두의 진 

홍빛과 루비빛 바다에 가라앉은， 납빛 거적으로 뒤덮인 자두들의 긴 행렬이 

있다. 가지가 무성한 단풍나무 그늘에는 휴식올 위해 돗자리가 깔려 있고， 

집 앞의 너른 마당에는 낮은 신선한 풀과 창고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주인 

댁 방으로 난 닦여진 길이 있다. 목이 긴 거위는 작고 깃털처럼 부드러운 새 

끼 거위들과 함께 물올 마신다. 울타리에는 말린 배와 사과 묶음들과 통풍을 

위해 널어놓은 양탄자들이 잔뜩 걸려 있다. 

옛지주의 집을 에워싼 과일 나무들과 안마당의 묘사에서 전통적인 모티브 

36) 낭만주의 뽀에마에서는 이상적인 풍경의 상투적 표현법이 파괴되고 구체적인 경치 

들이 지배적이다 낭만주의 작가들은 낭만주의의 상투적인 양식을 각 민족의 민속 

적인 외면파 결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낭만주의 뽀에마 중에서도 ‘묘사적 뽀에마 

onHCaTeJlbHa .51 n03Ma’는 동시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통해 급속도로 대중 

화되었다(삐. MaHH 1976,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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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우끄라이나의 세태와 결합하여 우끄라이나의 목가 

적인 풍경을 구성한다. 앞의 r한스」에서 인용한 시구와 비교하였을 때， “향기 

로운”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향기에서 벚꽃 향기로 막연한 열매들은 앵두와 

자두로， 나무는 단풍나무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연관된 단 

어들， 창고， 부엌， 주인 방， 거적， 돗자리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순수하게 자연만 묘사되는 장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주들의 영지 묘사에 

고골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화의 경향은 음식과 의복 묘사에서 그리고 집안의 가구와 살림 

살이 묘사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고골이 호머적인 열정을 가 

지고 장황하게 열거하는 음식들의 묘사에서 그의 문체의 변화가 선명하게 감 

지된다한스」의 <그림6>에서 빌헬름의 아내이자 루이자의 어머니인 브레타 

가 아침에 참나무 식탁에 “향기로운 음식 (llymHcTa51 51CTBa)"( 1 :283)을 차린다. 

그 음식들로는 “노란 치즈， 맥주， 포도주， 달콤한 비쉐프， 설탕， 갈색 와플” 그 

리고 “광주리에 든 잘 익은 빛나는 열매들”로서 “영롱한 포도송이， 향기로운 

산딸기， 호박처 럼 노란 빛을 띠는 배， 푸른 자두， 빛나는 복숭아” 등이 있다. 

여기에 열거된 음식 이름들은 목가의 이상적인 부속물들로 시화되기 위해 상 

투적인 수식어구들과 결합하여， 유쾌하고 선명한 목가의 장면을 창조한다. 

반면에 「옛지주」에서는 음식이 다소 실제적이고 아이러니적이며 과장된 양 

상으로 묘사된다. 

Ee llOM !ÍblJI COBepmeHHO noxo:t< Ha XH뻐'1eC I<YKl JlaÕOpaTOpHlO. nOll JI !ÍJlOHeKl 
Be'lHO !ÍblJI pa3 J10 :t<eH OrOHb, H HHI<Or lla nO'lTH He CHHMaJlC껴 C :t<eJle3HOrO Tpe

HO:t<HHI<a I<OTeJl HJIH MellHblß Ta3 C BapeHbeM, :t<eJle , naCTHJlOKl, lleJlaHHblMH Ha 

MellY, Ha caxape H He nOMHKl ell\e Ha '1eM. nOll llpyrHM llepeBOM I<y 'lep Be'lHO 

neperOHJlJI B MellHOM JleM!ÍHI<e BOllI<y Ha nepCHI<OBμe JlHCTbJl, Ha '1epeMyxOBblß 

UBeT, Ha 30JlOTOTblCJI'IHHI<, Ha BHmHeBble I<OCTO'lI<H’ ... (II :10-11) 
그녀의 집은 완전히 화학 공장과 홉사했다. 사과나무 아래에 영원히 불이 

펴져 있고， 철재 삼발이에서 꿀， 설탕，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로 만든 

챔， 첼리， 과자가 든 솥이나 구리 대야가 거의 결코 내려온 적이 없었다. 다 

른 나무 아래에서는 마부가 영원히 구리 렘비크에 복숭아 잎， 벚꽃， 수레국 

화， 앵 두씨 로 된 보드까를 증류하였다 ... 

위의 인용문을 보면， 동시대의 미르고로드 옛지주들이 즐겼던 음식과 음료 

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화학 공장’이라는 표현은 목가적인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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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시적이지 않은 용어로서 이질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부사 

역시 오히려 목가의 탈시간성과 영속성을 다소 과장， 희화화하는 기능을 한 

다. ‘화학공장’， 엄청나게 많은 챔과 보드까에 대한 강조， ‘영원히’라는 부사는 

시적인 목가적 정경에 ‘가벼운 아이러니’ 효과를 부여한다. 

고골이 r옛지주」에서 기존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의 목록 나열 방식을 강화 

하는 것은， 이 작품이 형식의 구속성이 적은 산문이고， 낭만주의 뽀에마에서 

확립된 사실적인 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작가가 태어나고 성 

장한 우끄라이나의 전원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고골은 

r한스」에서는 양식화된 목가의 공간을 창조한 반면옛지주」에서는 풍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미르고로드의 옛지주들의 목가적인 삶을 구체적으 

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한스」에 구현된 낭만주의 목가의 요소들이 집중적 

으로 재현되는 데서 장르적 혼종성이 확인된다. 이 작품에 재현되는 낭만주의 

목가의 요소들로는 디테일의 구체적인 사실성과 무수히 많은 구획된 공간들 

이 암시하는 ‘갇힌 공간’ 개념 그리고 당시 낭만주의에서 인기 있었던 대상들 

의 파면적인 병치 기법 둥이다. 낭만주의 묘사의 파편성과 부조리성은 연관성 

없는 대상들을 동일선상에 병치함으로써 역동적인 통일성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종적인 경향은 『지깐까 야화』에서도 발견되며， 또한 이것은 고골의 

작품 세계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eCJlH MHe C.ny1.(HTC~ HHorlla 311ecb yC JThIIIlaTb Cl<pbln llBepeA, Torlla MHe 

Bllpyr Tal< H 3anaXHeT llepeBHelO, HH3eHbl<oA 1<0MHaT l<oA, 03apeHHOA cBe1.(l<oA 

B CTapHHHOM nOllCBe1.(HJ’I<e , y:tcHHOM, y*e CTO~DlHM Ha CTOJle , MaAc l<OIO TeMHOIO 

H01.(bIO, r~JlJIDlelO H3 Calla, CI<B03b paCTBOpeHHOe OI<HO, Ha CTOJl, yCTaBJleHH뼈 

npH60paMH, COJlOBbeM, o l511alODlHM Call, 1l0M H llaJlbHIOIO pe l<y CBOHMH paCKaTaMH, 
CTpaXOM H mOpOXOM BeTBeA.. H 6o:t<e. KaKa~ llJIHHHa~ HaBeBaeTC~ MHe Torlla 

BepeHHua BocnOMHHaHHA! (2:9) 

만일 여기에서 어쩌다 가끔 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때 

갑자기 마을， 낮은 방， 오래된 춧대에 꽂힌 밝힌 초， 이미 탁자에 차려져 있 

는 저녁， 정원으로부터 활찍 열린 창문 사이로 식기가 차려져 있는 식탁을 

바라보는 5월의 어두운 저녁， 정원， 집， 먼 강을 자기의 구르는 노래 소리로 

감싸 안는 종달새， 공포， 나무들이 사그락거리는 소리의 향이 풍겨온다 ... 신 
이여， 그 때변 내게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긴 행렬을 지어 찾아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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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오월의 어두운 밤에 마을의 옛지주들의 방과 자연의 서정적 

인 묘사 장면인데， 구체적인 사물들의 긴 목록 사이에 갑자기 ‘공포’가 포함되 

는 것올 볼 수 있다. 언어로 된 시적인 그림 속에 구체적인 사물들과 함께 추 

상적인 개념의 ‘공포’가 병치되는 것이다. 

결국 「한스」에서는 여러 장르와 정서들이 공존하지만 그것들이 낭만주의 

목가의 보편적인 이원론적 원칙에 안정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 전 

체의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구조는 견지된다. 반면에 r옛지주」에서는， 낭만주 

의 목가의 양식을 산문의 틀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낭만 

주의적 병치 기법을 파격적으로 사용한다. 이 작품올 보면， 서술 층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충돌이 표현 층위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이질적인 디테 

일들의 역동적인 공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r한스」와 r옛지주」 모두 화자가 이상적인 목가적 공간을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목가적 공간은 비목가적 공간과 첨 

예하게 대조되고 목가 내의 공간은 동질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 작품은 만족시킨다. 이 두 작품의 목가적 인물들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세계에서의 삶은 안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목가의 공간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한스」에서는 목가적 공 

간이 외부의 적대적인 현실과 대비되면서 례쇄성을 띠고옛지주」에서도 옛 

지주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사물들이 구획， 분리， 폐쇄되어 있다. 

집 건물， 마당， 과수원， 심지어 방의 벽에 걸린 그림들조차 모두 주랑， 울타리， 

담장， 액자 동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렇게 목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춘 옛지 

주들의 영지는37) 화자에게 단순하고 평범한 집이 아니라 집의 원형으로서 ‘집 

(lloM)’으로 숭격된다. 모든 공간이 보호막으로 에워싸인 이 공간은 중세 시대 

의 수도원의 정원 모델 더 나아가 인류 태초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38) 

37) 로뜨만은 이 작품의 예술 공간 전체가 두 개의 비균둥한 부분 - 지주의 영지의 공 
간과 거의 세밀화되지 않은 ‘남은 세계 전체’ - 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 
는 더불어 옛지주들의 세계의 가장 주요한 특정으로 구획성 (OTropo*eHHOCTb)을 강 

조한다. 이 경계 개념은 지주들의 생각의 복합체를 분할하는 기본 원칙이 되고， 그 

들의 생각을 종속시킨다. 또한 지주들의 거주지는 원모양의 위상학을 가진 세계로 

서 중심에 근접할수록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10. llOTMaH 1992, 426). 
38) 리하효프는 그 세계를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인간에게 본질적인 모든 것， 모든 종 

류의 나무와 식물이 풍성하고 동물들 -고골에게는 말， 거위， 황소， 작은 회색 고양 

이 이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주장한다(n. C. llHxa4es (1985) “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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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 마지막의 지배적인 정서인 낭만주의적 우수와 권태는 정신적 고향 

으로서의 ‘집’을 파괴하는 산문적이고 비속한 현실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작가 

의 이원론적 세계인식이 독일 낭만주의의 이미 문학화된 이원론적 세계상의 

단순한 수용에서， 보다 체화되고 심리화된 이원론적 세계인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들이 죽은 이후 처음에는 정겹고 따뜻하고 풍요롭 

던 전원이 점차 쓸쓸하고 줍고 퇴락하고 황폐화된 공간으로 변형되는 현실 

에 대한 화자의 묘사에 이러한 우울한 정조가 깊이 배어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옛지주」에서 나타나는 목가적인 특징들이 「두 이반」에서는 아이러니와 그 

로테스크를 통해 전도된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두 이반의 영지와 집을 모두 

위의 장치들을 통해 유쾌하게 희화화한다. 외적으로 두 이반의 영지는 목가적 

공간의 속성들을 내포한다. 즉 두 지주의 영지도 각각 울타리와 문으로 구획 

되어 있고， 묘사 방식이 혼합적이고 단편적이며 병치 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두 지주의 공간의 폐쇄성은 두 사람의 충돌 이후 서로에 대한 적대감 

의 강화를 상정할 뿐이며， 목가의 전통적인 ‘자아-‘타자’의 이분법은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두 이반 모두 처음에는 「한스」의 목사처럼 목가적인 평화와 

휴식을 즐기는 노인들로 칭송되다가 두 사람의 충돌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목가적인 가면이 벗겨진다. 이에 상용하여 처음에는 목가 공간 내의 ‘유쾌한’ 

장식물로서 두 집안의 우애와 화목을 상징하던 담장과 울타리， 문이 그들의 

갈등 이후에는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로 기능하게 된다. 이로써 목가 

공간이 갖는 전형적인 속성인 대외적인 폐쇄성과 대내적인 개방성이 이제는 

같은 공간 내에서의 분리성과 폐쇄성으로 변질된다. 

1) Pe6~THmKH BamH nepene3a~T ~pe3 nneTeHb B MoR ~BOp H Hrpa~T c MOH

빼 C06aKaMH.( II :196) 
당신의 아이들이 울타리를 념어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서 우리 개들과 놀 

기도 하잖아요. 

~ax. Ca~ H KynbTypa EBpom... Can H KynbTypa Pocc째，" R. A. MaguÎre(1994), p. 23 
에서 재인용). 수도원을 모델로 하는 옛지주들의 안마당 너머로는 낙원을 상정하는 

작은 과일 나무 과수원이 울타리로 에워싸여 존재하고， 그 너머로 에워싸이지 않 

은 야생적인 자연이 시작된다(같은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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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통해 두 이반의 충돌이 있기 전에 울타리는 목가적 공간 내 

에서 주인공들의 삶의 동일성과 유대감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리적인 경계는 있으되 질적으로는 경계 안과 밖이 동질적 

이다. 목가 공간의 내적인 개방성과 균일성은 미르고로드 읍내의 정경 묘사에 

서 주민들의 정직성과 개방성의 상징으로 반복된다. 

2) nneTeHb Bcer~a yõpaH npeQMeTaMH, KOTOp퍼e ~ena~T ero eme õonee *H

BonHCH뻐 HnH HamlneHHO~ nnaXTO~， HnH COpo'lKO~， HnH mapoBapaMH, B MHpro

po~e HeT HH BopoBCTBa, HH MOmeHHH'IeCTBa, H nOToMy Ka*~bll! BemaeT, '1TO eMy 

B3~YMaeTCjf ， (II :205) 
울타리는 언제나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 사물들로 인해 그것은 훨 

씬 더 그림과 같아진다. 울타리는 때로는 겨우 입은 직물， 때로는 와이셔츠， 

때로는 바지들로 장식된다. 미르고로드에는 도둑도 사기도 없다. 그래서 모 

든 사람은 눈에 뜨이는 대로 매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울타리가 표면적으로는 미르고로드의 정직함과 도덕적 순수성 

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정되면서 내용의 층위에서는 1)에서보다 더욱 강한 아 

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도 아직은 아이러니의 유회적인 

효과가 강하게 부각되고 화자의 아이러니에 양가성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소총의 소유권 문제로 촉발된 두 이반의 갈둥이 ‘거위’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이후 울타리는 전혀 상반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 

다，39) 

3) HBaH HBaHOBH'I BH~en， KaK õaõa y*e nOCTaBHna Hory Ha nneHeHb C Ha

MepeHHeM nepene3Tb B ero ~BOp， KaK B~pyr nocnblmanCjf ronoc HBaH HHKH~O

pOBH'I: ~Ha3M! Ha3a~! He 배lI<HO! ~ ( II :202) 
이반 이바노비치는 할망구가 이미 울타리를 넘어 자기 마당으로 들어올 

양으로 다리를 울타리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그 때 갑자기 이반 니끼 

39) 정경 묘사에서의 화자의 양가적인 유희성은 도시 관리들이 외눈박이， 외발이， 절 
름발이 동 기형적인 인물들로 형상화된다는 점， 인간이 ‘거위’， ‘돼지’， ‘새’ 등 동물 

과 유비된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의 의도적인 가치펑하 

기법은 18세기의 우끄라이나를 가볍고 산발적인 아이러니와 그로테스크로 묘사한 

r옛지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두 이반」에서 대상의 그로테스크한 과장된 

묘사는 희극적인 유희에서 대상의 허구성과 비속함에 대한 더욱 진지한 폭로의 효 

과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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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비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로 물러! 뒤로 물러! 그럴 필요 없어!’ 

위의 인용문에서 울타리는 목가 내에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이로써 목가 공간 내의 통일성이 파괴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된다. 동질적인 사회 내에서 인물들의 상호유대감이 파괴되는 

현상은 작품 마지막에서 세계 전체의 분열과 의사소통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한다. 

울타리의 기능은， 이반 니끼포로비치가 밤에 몰래 이반 이바노비치의 영지 

와 울타리를 침범하여 거위장올 짓는 장면에서 다시 변화된다. 이반 이바노비 

치는 몰래 이 거위장의 다리를 톱으로 자르는 것으로 복수한다. 그리고 두 사 

람은 자신의 ‘적’의 그러한 행위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음해 공작으로 공소장 

에 기술한다. 이들에게 울타리는 침범불가능한 절대적인 보호막을 의미하고， 

따라서 울타리로 구획되는 경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 울타리 내의 거주자의 

정체성과 생명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동일시된다. 

두 이반의 싸움의 절정의 순간 역시 인물들의 정지 동작을 통해 스댐 사진 

처럼 회화적으로 묘사되는데 갈등이 폭발되는 순간의 극적인 장면 묘사는 고 

대 로마의 원로원에서의 진지한 논쟁 장변의 패러디이다. 이 장면에서는 이반 

이바노비치가 고대 로마 시대의 집정관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기적인 욕망으 

로 영혼이 죽어버린 저속한 현실이라는 내용과 숭고하고 장엄한 묘사는 내용 

과 형식의 미묘한 불일치를 초래하면서 대상에 대한 아이러니적 유희와 비판 

의 효과를 창출한다. 

아이러니의 유희성을 통한 가벼운 조롱과 폭로성은 이미 ‘3장. 시간의 흐름’ 

에서 언급한 것처럼 1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비극적 파토스로 변형 

된다옛지주」의 종결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화자의 낭만주의적인 비극 

적 세계인식은 「두 이반」에서 더욱 강조， 심화된다. 

결국 「한스」에서 낭만주의 시 전통이 결합된 목가적인 공간의 전원 풍경의 

요소들은 진지한 목가 공간을 창조하였고옛지주」에서는 아이러니와 그로테 

스크가 미묘하게 가미된 반(半)목가적인 공간야 창조되며 이 불완전하지만 진 
지한 목가 공간이 최후에 파괴됨으로 인해 주요 정서가 비극성의 파토스로 

이행되었다면두 이반」에서의 목가적 공간은 가벼운 아이러니와 그로테스크 

를 거치면서 완전히 뒤집힌 반(反)목가적인 공간으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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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골의 낭만주의적 세채인식의 변화 

지금까지 목가적인 세계상이 배경이자 테마로 작용하는 「한스J，옛지주J ， 

「두 이반」을 각각 화자의 형상， 목가의 시간인식， 정경 묘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의 세 작품들에서 목가적 세계상이 구현되는 양상은 서로 차 

별화된다한스」에서 어린 고골은 전형적인 낭만주의 목가를 창조하지만， 

r 옛지주」와 「두 이반」에서 20대 초반의 고골은 현실에서 목도한 이상적인 목 

가 공간의 상실과 파괴 속에서 낭만주의적인 우수와 비애를 표현한다. 특히 

r두 이반」에서 고골은 전형적인 목가 공간을 아이러니， 그로테스크， 패러디의 

방식으로 ‘뒤집어서’ 자신의 낭만주의적인 우수를 나타낸다. 

고골의 작품 세계에서 목가 양식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에는 「한스」와 『미 

르고로드』에 수록된 r옛지주J，두 이반」 사이에 존재하는 거의 6년에 이르는 

시간적 거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골은 빼쩨르부르 

그에서 처녀작이 참패하고서 2년 뒤에 자신의 첫 문집을 내어 대성공을 거둔 

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이듬해에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직변하게 된다. 고 

골은 1833년에 체험한 이 정신적 위기를 통해 자신과 현실， 그리고 예술에 대 

한 더 깊은 자의식을 갖게 되고 40) 1834-35년 경에 더 원숙한 작품 세계를 형 

성하게 된다.41)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 이전의 작품들과 세계 인식과 문체， 

소재， 구성 양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4이 1833년 고골이 겪은 정신적인 위기는 빼쩨르부르그의 소위 ‘악마적인 특징들’， 즉 

비속성과 관료성， 이식된 서구적 관료제의 기만성과 환상성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그의 심리적인 소심함과 결벽증이라는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후에 고골은 1833년 위기의 시간이 작가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술회한다. B. Bepecaes (199이 rOrO.l1b B )#(H3HH, M.: 

MoCI<. pal5o'l뼈， c. 599. 
41) 1833년의 정신적 위기와 동요를 겪고 난 이후 고골은 1834년을 희망과 환희에 가 

득 차서 맞이하면서， rl834년 J(1833)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현실 인식을 피 

력한다. 그는 빼제르부르그를 “빽빽이 들어선 집들， 북적대는 거리들， 꿈틀대는 상 

인근성， 유행， 행렬， 관료들， 야만적인 북부의 추악한 밤들”로， 반면에 끼예프는 “고 

대의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열매가 풍성한 정원들로 장식되어 있는，(...) 납부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늘， 안식을 주는 밤들， 조화로운 구릉으로 뒤덮인 산과 깨끗 

한 드네프르”로 묘사한다.(7: 17) 그는 두 도시를 ‘북과 남’이라는 낭만주의적인 이항 

대립쌍 - 어둠과 빛， 혼돈과 조화 - 으로 대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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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1835년 사이에 고골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목가적 세계상의 변화는 

이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것은 위기를 기점으로 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세계인식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다. 고골은 r한스」에서 현실과 이상 

의 조화라는 예나 학파의 유토피아적인 세계인식을 보이는 반면옛지주」에 

서는 전형적인 낭만주의 형식으로 가벼운 유희를 즐기면서도 불가해한 초월 

적 힘에 대한 염세적인 세계인식을 표출한다. 이 때 고골에게 신성은 더 이상 

웰링이 설파한 것처럼 직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조화와 통일성과 미의 원칙 

이 아니라， 오히려 칸트처럼 무심함과 불가항력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불가 

해한 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염세적인 사고는 이상과 현실의 극복할 수 없 

는 괴리를 인식하고 난 후 후기 낭만주의자들이 갖는 보편적인 정서， 즉 환 

멸， 체험， 도피의 정서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인식의 변화가 고골이 낭만주의적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19세기 전반기에 러시아 문학이 낭만주의 

에서 이탈하면서 낭만주의적인 이원론과 초월적 관념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낭만주의의 지향점인 예술을 통한 삶의 변형 

과 지상에서의 이상 실현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예술을 

기독교적으로 정화시킴으로써 예술이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 

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고골은 예술과 삶의 연관성에 대한 낭만주의의 개념을 자신의 작품과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대단히 흥미롭게 

도 자기 인물들의 낭만주의적인 삶을 ‘실현한다.’ 사실 예술과 삶의 유기적인 

상관성과 동일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념이 19세기의 러시아 작가들 가운데 

고골에게서 만큼 순수하게 구현된 작가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한스」에 

서 〈그림 17>에 포함되어 있는 시 「두마(llYMa)J 와 마지막 에펼로그는 낭만주 

의 뽀에마의 모방인 동시에 고골 자신의 시적 자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리고 고골 자신은 r한스」에서의 목사와 유사한 궤적을 따른다. 고골 역시 목 

사처럼 자신의 ‘악마적인’ 젊은 날을 참회하고 자기 정화를 위해 종교적인 참 

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다，42) 또한 부분적으로 고골은 아파나시처럼 죽음 

42) 작가와 그가 묘사한 문학 간의 상웅성의 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빠스또르 
와 뿔혜리야처럼 고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과 같은 말을 남긴다: “난 작가 

이기 때문에 기아로 죽을 것이 분명하다. 심기중이나 뭔가 다른 것의 결과로 자주 

슬픈 생각들이 내게 덤벼든다，"(B， BepecaeB 1990, 208) 이러한 사실은 고골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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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감정의 경직과 창조력의 마비를 체험한다.43)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고골의 구도자-예술가로서의 삶을 연상시키는 문학적 인물로 r댐스끼 거리 

(HeBCKHR npocneKT)J(l835)의 예술가 삐스까료프와 「초상화(nOpTpeT) J (1835, 

1842)의 종교화가가 있다. 

물론 위의 작품들과 고골의 전기적 삶의 부합성을 단편적인 사실들의 끝없 

는 나열로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형상화 방식을 총 

체적으로 고찰할 때만 작품과 작가의 삶의 관계가 깊이 이해될 것이다. 실제 

로 그와 같은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고골에게서는 예술과 삶의 신비한 상응 

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해가 일정 정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고골은 위에서 언급한 낭만주의 예술가， 특히 종교화가의 길을 걷는 

듯이 보인다. 작품 속의 초상화가는 초판에서 수정판으로 넘어가면서 독일 낭 

만주의의 신비적인 형상에서 러시아 정교의 구도자-예술가의 형상으로 변화 

한다. 그런데 고골 역시 현실에서 목가적인 공간의 상실을 체험한 이후 기독 

교적인 ‘지상의 왕국’을 지향한다. 고골은 이 지상의 왕국의 비전을， 낭만주의 

를 통해 익숙해진 신비주의적 이원론적 사상과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포기한 

후기 낭만주의의 염세적인 세계인식 러시아 정교 사상을 총망라하여 정교의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고골의 세계 인식은 낙관적인 낭만주의적 세계 인식에서 비 

극적인 낭만주의 세계인식을 거쳐 종교적인 정화를 통한 영혼의 부활을 추구 

하는 낭만주의화된 기독교적 이원론으로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술과 삶은 독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응하며 특히 자신의 창조물과 

는 동일한 운영을 갖는다는 인식이 -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입증한다. 

43) 같은 책， c.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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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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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NeHeHHe HAH~~HqeCKOr’o NHpOnOHHNaHHJI 

B paHHHX npOH3BeAeHHJlX roro~JI 

nH, K칭HI‘ -BaH 

B HCTOpHH HCCnenOBaHH~ TBOpqeCTBa roron~ BHe cepbë3HOrO BHHMaHH~ 

OÕblqHO HaXOnHTC~ ero CaMOe nepBOe npOH3BeneHHe <raHU KIOXenbrapTeH>(rK), 
KOTopoe no lI<aHpy onpenen~eTC~ pOMaHTHqeCKOR HnHnnHeR. npHqHHa TaKOrO 

~BneHH~ ， Kall<eTC~ ， B TOM, qTO <rK> CqHTaeTC~ CnnOmHblM H lþparMeHTapHblM 

nOnpall<aHHeM pa3HblX pOMaHTHqeCKHX n03THqeCKHX lI<aHpOB. 

Ho, XOT~ npH3HaHO , qTO OHO OÕHapYll<HBaeT õecnOp~nO\뻐ylO nOnpa ll<aTenbHOCTb 

H BOoõlIle HeCnOCOÕHOCTb roron~ K CTHXOTBOpqeCTBY, TaM TO ll<e MO ll<HO HaRTH 

MexaHH3M TBOpqeCTBa roron~ ， OCOÕeHHO pOMaHTH3HpOBaHHOe HnHnnHqeCKOe 

HaqanO, KOTOpOe nOCTO~HHO BapbHpyeTc~ BO MHOrHX ero np03aHqeCKHX 

npOH3BeaeHH~X. nOKa3aTenbHblMH ~Bn짜OTC~ <CTapOCBeTCKHe nOMeUlHKH> (cn) H 

<nOBeCTb 0 TOM, KaK nOCCOpHnC~ HBaH HBaHOBHq C HBaHOM 

HHK때OpOBHqeM>(m). 

C nOMO띠blO CpaBHHTenbHOrO aHanH3a OÕpa3a nOBeCTBOBaTen~ ， neRCTBH~ 

BpeMeHH H cnocoõa H30Õpall<eHH~ HnHnnHqeCKOrO npOCTpaHCTBa OÕHTaHH~ B 3THX 

Tpex npOH3BeneHH~X ， B <rK> CTaHOB~TC~ OqeBHnHblMH CTpeMneHHe nOBeCTBO

BaTen~ K Hneany, npHCYIllHe HnHnnHqeCKOMY npOCTpaHcTBy BHeBpeMeHHOCTb H 

HeH3MeHHOCTb, COOTBeTCTBHe npHpOnbl H lI<H3HH qenOBeKa, pa3Hble HnHnnHqeCKHe 

KnHme H T. n. 

B <cn> TaKHe lI<e 3neMeHT때 TpaHclþopMHPYlOTC~ B TOCKy nOBeCTBOBaTen~ no 

HCqe3alOIIleR õyKonHqeCKOR lI<H3HH, B OnaCHOCTb HapymeHH~ HnHnAHqeCKOR 

HeH3MeHHOCTH lI<H3HH H ee neRCTBHTenbHOe HapymeHHe, B Bblpall<eHHe HPOHH

qeCKOrO OTHOmeHH~ K yrpo ll<a lOw.eR HX lI<H3HH oKpyll<a lOw.eR cpene. B <nT> 

HnHnnHqeCKHe 3neMeHTbI npeBpaw.aIOTC~ B }’pOHH3HpOBaHHoe, rpOTeCKO-HCKall<eH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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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nCTaBneHHe y*e CTaBWe꺼 COBceM He HnHnnHeA *H3HH. B KOHue 3TOrO 

npOH3BeneHH3I H3Ha'lanbHa31 nërKa31 HpOHH3I HC'le3aeT H CMeH3IeTC3I rpycTblO H 

TparH'leCK“M MHpOnOHHMaHHeM. 

TaKHM OÕpa30M B CBOeM paHHeM TBOp'leCTBe rOrOnb, OCBaHBa31 naHHOe 

pOMaHTH'leCKOe MHpOnOHHMaHHe, npHXOnHT K MHpOnOHHMaHHIO TparH'leCK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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