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복의 얘술체계*
이

1.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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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복이란 무엇인가?

루복 (JJytSOK) 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러시아의 대중 판화이자
민속화 (HapOllHaJI KapTHHKa) 를 일걷는 용어이다. 민속화는 아시아에서는 이미

8세기에， 서유럽에서는 15세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 문화가
보편화되기 이전 단계에 민속화는 문맹자나 신문과 책이라는 ‘사치품’을 사기
어려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들의 미적 취향과 정서를 담

아내고 세계관올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민속화를 뜻하는 명칭이 각 나라마다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표현예술 양식의 보편성을 입증해준다1) 루복이
아 민중들의

내적

삶의 증거로서

러시

갖는 일차적인 본질은 이러한 대중판화의

보편적 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초기의 루복 그림들은 귀족의 저택이나 농
가의 살림방을 장식했고， ‘민중들의 도서관’이자 삽화가 담긴 산문 작품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루복이 지닌 역동성은 그림과 문자와 구비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된 ‘복
합장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뾰뜨르 대제의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러

시아의 삶은 구술 문화 단계에서 문자 문화 단계로， 중세(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장구한 과정이다.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루복
은 낡은 것파 새로운 것

자신의 것과 ‘타자의 것’을 매개하는 고리이자 예술

형식들과 문화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수단이었다. 즉

루복은 속요와 민중가

설극장(발라간)， 라욕 동 구비 문화 양식들과 더불어 최초의 도시 민중예술문

*

이 논문은 2002 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4-

ASl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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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강사
1) 프랑스에서는 ‘Les libres populaires/ Images populaires’, 영어권에서는 ‘Cheap
popular p꺼nt’， 독일에서는 ‘ VolksbucherNolksbilder’, 한국에서는 ‘민화’ 혹은 ‘겨레
그림’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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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매체였던 것이다.
루복에 주목하게 되는 또 다른 속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19 세기 작가 및

20

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창작적 탐구 및 성과들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

다는 점이다. 끄휠로프， 뿌쉬낀과 고골， 네끄라소프， 블록과 마야꼬프스끼， 메
이에르홀드와 스뜨라빈스끼， 베누아，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 따플린， 그리고
깐딘스끼와 샤갈 등의 이름은 이후 루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8-19세기에 존재했던 ‘루복문학 (ny60qHa~ nHTepaTypa) ’ 장르도

풍부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루복은 20세기 초까지는 판화라는 독립된 예술 양식으로서

도시 서민문화

형성에 기여했고， 혁명기에는 새로운 이념을 선전하는 용도로 차용되었다. 현

재에도 러시아 회화나 영화， 연극 등의 예술 장르에서 이른바 ‘루복성 (ny60q
HOCTb) ’은 여전히 예술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루복은 이처럼 문화의 다양한 실제 텍스트들이 결합된 복합매체이다. 루복
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사회의 상부와 하부， 규범과 탈 규범， 도시와 농촌， 이

념 과 웃음， 지 배 문화와 주변 문화(혹은 ‘제 3 의 문화’)， ‘자신의 것’과 ‘타자의
것’ 등 문화 내에 구현되어 있는 이중적 요소들이 삼백 년의 역사 속에서 창
조적으로 ‘훼손’되고 해석되는 양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복합장르로서 루복이 지닌 다층적인 위상과 기능을 이 글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지금까지 주류문화에 가려져 있던 ‘주변
예술’로서 루복의 위상을 소개하고 가장 주도적인 미학적 가치를 해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루복’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발생사적 측면
과 발전 과정을 간략히 고찰하고

도시 서민문화 형성의 맥락에서 루복의 미

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2.

발생사적 고찰

현란하고 조잡하게 채색되어 원시적인 인상을 주는 인쇄 그림이나 쟁반， 타
일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 장식품 (np~HHK) 위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러시

아인들은 다소 비하하는 어조로， ‘아， 루복!’이라고 반응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무취미성이나 조야함의 상징으로 굳어진 ‘루복’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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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상들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17세기 이후 판화의 여러 기술로 완성
된 민속화뿐 아니라 원시성의
경우에도

‘루복적’이라는

법칙을 따르는 예술 장르의

수식어가

사용되어

성격을 규정하는

왔다(‘Æy õOqHa~

nHTepaTypa’,

‘nyõOqH뼈 Te aT p ’, ‘KHHeMaTOrpa~HqeCKH꺼 nyõOK ’ 등).

‘루복’이라는 용어는 최초의 러시아 민속화 연구자인 li. 스네기료프 (CHerH
peB) 에 의해 1822년에 처음 도입된다. 스네기료프는 ‘루복 그림 (nyõOqHble Kap-

THHKH) ’이 언어와 형상의 결합을 통해 러시아 서민의 화랑(畵顧)이자 문자세계
를 구성하는 사료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루복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
했다 .2) 반면에

현재까지 루복에

대한 가장 완전한 연구 성과로 평가되는 다

섯 권짜리 저작 『러시아 민속화 (PyccKHe HapO~Hble KapT뻐뼈).!I에서

ll.

로빈스

끼 (POBHHCKHR) 는 ‘루복’이라는 용어 대신 ‘민중들의 그림’， 즉 민속화라는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3)

한편， 전문가들의

정의와 무관하게 지난 3세기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 민중

판화로서 루복 그림을 일걷는 명칭은 무려 13가지나 된다. 이 명칭들은 시대
가 지남에 따라 대체되기도 했지만 그림의 내용(‘ õoraTblpH’， ‘rraHKH') 이나 역할
ÆiCT bI’, ‘ 3aõaBH꾀e H HCTOpHqeCKHe nHC TbI ’,

(‘rrOTemHble

‘rrpa3HHKH ’, ‘ õanarYPHHK ’),

생 산 방식 과 그 림 의 질 (‘ rrpOCTOBHKH ’, ‘rpaBwpa Ha ~epeBe ’， ‘ KCHnorp때%’)， 판매

상인들의

출신지(‘cy3~anbcKHe KapTHHKH ’) 등， 내용과 형식적인

분류에

따른

명칭들이 대부분 나란히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8세기말의 검열
판본에는 일체의

‘MOCKOBCKHe

수식이

KapTHHKH ’

배제된

채

단순히

‘rreqaTHble

‘지HCT피’， 혹은

nHCTbI’,

등으로 표기된다.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HapO~Ha~

ÆyÕOqHa~ KapTHHKa’라는 어 결합이 등장했고， 아주 최근에는 ‘HapO~Ha~ rpaBWpa'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루복’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

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이다 .4)
2) 11. CHerHpeB 의

대표적 인

논문은 "0 J1yl50qH비X

Ka pTHHKaX

pyccKoro Hapolla"(l없4) ，

"JIy I50 'l H퍼e KapTHHKH pyccKoro Hapolla B MOCKOBCKOM MHpe"(l86 l) 둥인데， 이에

서 는 5. COKO Jl oB(l999) XYOO Jl<eCTBeHHhllt
스네기료프는 ‘서민들의

Jl 3 h1K pyccKoro

.ny6Ka.

1.1., cc.

222-223

대해

참조.

그림 (npOCTOHapOllHble H3o l5pa*e뻐j1)’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3) ll.

POBHHcKHIl (1881-1893) PyccKHe HapoOHhle KapTHHKH. T.

1-5.

cn l5., T.

1-4.

19세 기 까

지 남아 있던 모든 러시아 루복 그림을 수집한 방대한 이 저작은 최근 들어서 재
출간되 고 있다
llByx TT. cn l5.

PyCCKHe HapOOHhle KapTHHK.찌 2(02) Co l5pan H OnHCaJl

ll.

POBHHCKHI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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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다종다양한 용어들 중에서 ‘루복’ 혹은 ‘루복 그림’
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룹ny6’， ‘루복’이란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발생학적으
로 ‘루복’의 어원은 ‘ny6’(어린 활엽수， 주로 보리수 껍질의 내피(內皮)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두께가 1 인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깊이 조각하는 데에

는 쓰일 수 없었지만 고대 러시아에서는 압축과 건조를 통해 가벼운 건축물
이나 필사(筆寫)를 위한 재료로써 널리 보급되어 이정표나 채무 계약서， 혹은
편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5)

‘ny6’은 또한 러 시 아 민중어 에 서 보다 더 확산되 어 있는 ‘J뻐KO ’라는 말과 동
의어로서， 수세기

동안 자루나 바구니 혹은 신발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기도

하다，6) 도시와 농촌의 장날 행상인들은 이 나무껍질로 만든 바구니에 잡동사

니들뿐 아니라 선명하게 채색된 판화들을 담아 러시아 전역을 떠돌며 판매했
고， 오늘날에도 러시아에서는 과일을 담을 때 쓰는 이런 바구니를 ‘JIy6.sr HKa ’라
고 부른다. 로빈스끼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룹을 루

복이라는 명칭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의 상
인들이 그림의 생산지와 만들어진 방식 혹은 테마 둥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가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이 가설은 러시아 민
속학의 계보를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며
등장하게

된 배경에

루복이 모스크바보다 끼 예프에서 먼저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못한다，7) 이처럼

민속화를 정의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확한 선별 기준이나 징후들보다는 대개 전문가

들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룹’과 관련하여 우리에
4) 루복과 민속화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정에 대해서는 E. MHmHHa(1996) "Tep빼H

.ny 60K H HapoLIHa5I

Ka PTHHKa" , HapOPHa Jl KapTHHKa

XVII-XIX

SeKOS -

MaTepHa Jlbl H

HCC.I1eposaHHJI(1996) Cnð. , CC. 15-28 참조.

5) 특히 1483년의 ‘프스코프 법령’은 양피지와 종이의 희귀성으로 인해 ‘.nyð’에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AKTbI ~pHPH~eCKHe， H3paHHble Apxeorpaφ'H~eCKoroil
3Kcnellμ1(He~(1 838)

cnð. ,

B.

4, c. 3). 룹은 또한 날림집이나 바라크， 시장의 간이 판

매대 등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6) CoseTCKHil 3H1(HK.π'OnepH~eCKHR c .I1osapb (1 980) M. , C.

740.

7) 삐 OBC Jl HHHKOB(1962) PyCCKHR .ny60K. M. , CC. 6-7. 17세기 초 모스크바의 종교계는 외
국으로부터의 아주 사소한 영향조차도 ‘이교도의 유혹’으로 간주하여 민중들을 그

유혹과 차단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끼예프-빼초르 지역 수도원을 통해

서구에서 만들어진 그림이 유입되고， 머지않아 러시아 출신 판화가들이 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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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요한 것은 ‘판화를 위한 보리수 널판’이라는 점과 ‘그 판에서 인쇄된 그

림’이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첫 번째 가셜이 루복의 어원에 가장 근접한 것으
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루복’이라는 예술적 현상을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명칭과

견해가 제기되는 것은 이 대중 판화 양식이 존재했던 모든 시기 동안 민중과
민중예술 전반에

대해 교육받은 계층 대다수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아직 문화의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지 않았
던 17세기， 즉 뾰뜨르 대제의 개혁 이전에는 “지주 귀족의 그림과 서민의 그

림이라는 구분이 없었다. 이 그림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들여 이내 품
절되기 일쑤였고， 짜르의 궁정과 지주의 저택뿐 아니라 농가의

벽에도 풀로

붙여졌다 ."8) 그러나 이렇게 전(全)민중적인 성격을 지니던 판화는 18세기 초
에 문화가 급격하게 분화됨과 더불어 지배 계층에 의해 저급한 것으로 천시

된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민속화와 ‘루복 문학’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문학자
들이 극도로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결국 ‘루복적’이라는 수식어는 사회
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향유하던 구비문화 현상들과 ‘질 나쁘고 급조된， 조잡

하게 만든’ 모든 재료와 양식들을 지칭하는데 쓰이게 된다(J1YÕOGHhle 110뻐 KH ，
nyõOGHhle KOMe11HH , nyõOGHhle Õa Jl araH hI, nyõOGHajl MeÕe Jl b , nyÕOGH뻐 TOBap 동).

그러나 20 세기 초에는 아방가르드 화가들을 중심으로 민중 판화를 바라보
는 시각과 미학적 펑가가 변화함에 따라 마침내 ‘루복’이라는 용어가 공식적
으로 사용되기
루복

시작한다. 1913년에 M. 라리오노프가 조직한 〈진본 성상화와

전시 회 (BhlCTaBKa HKOHOnHCHbIX nO,llJlHHHHKOB H J1y6KOB)> 의

전시

목록을

통해 러시아 예술학 문헌상 처음으로 민중 판화에 대한 수준 높은 미학적 평
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9) 이 시기부터 ‘루복적’이라는 수식어는 ‘선명하고 강렬

한’， ‘민중적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루복은 예술학자들뿐 아니라 문학사가
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현재에는 이 모든 명칭들 중에서 ‘루복’과 ‘민속화’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

8) ll. P。뻐HCKHII(1881) T. 1. c. 1, E. 싸뻐Ha (1 996) 앞의 책에서 재인용. c. 22.
9) 미하일 라리오노프는 19세기말-20세기 초의 도시풍속 가운데 정기시장의 문화， 간
판과 벽지， 그립이 그려진 목제와 타일， 썰매의 아치 그림 등을 ‘넓은 의미의 루복’

으로 정의하면서 당시 대중들뿐 아니라 예술가들도 이것들에 매우 심취했다는 사
실을 지 적 하고 있다 (Bucr8BK8 HKOHonHCHUX nOßAHHHHKOB H AY6KoB(1913) OpraHH3o-

BaHHa Jl M φ. RapHoHoB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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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루복이라는 용어는 출현한 순간부터 다른 용
어들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의 어원 자체가 민중들의
수공예나 직업적 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루복은 판화 이

외에도 간판이나 점토로 만든 장난감， 금속의 주물， 민속 자수， 나무 장식품

등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조형예술 분야를 포괄한다. 반면에 민속화라는 용어
는 전문 화가가 아닌 솜씨 좋은 장인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교양있
는 대중 위주의 협소한 계층보다는 서민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 대중문화와 민속 분야의 근간을 역사적
이며

예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과정에서 ‘루복’과 ‘민속화’라는 용어를 병

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되었듯이， 루복이라는 명칭은 판화의 발생과 생산 주체， 그리고
유통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명칭의 함의를 이해하는 과

정은 곧 루복의 역사를 논하는 것과 맞물린다. 루복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루복의

예술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판화 기술과

대중의 기호의 변화， 검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 발전 단계를 제시하기
로 한다.

우선 16세기부터 17 세기 중반까지는 종이에 그린 그림이 처음 인쇄되기 시
작하는 시기로서， 루복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 10) 이 시기 루복은 공식

적인 세속 및 교회 권력들에 의해 통제되는 문어적 (KHH)J(Hoe) 예술 내부에서
발전했다. 즉， 성상화와 ‘물 건너온 그림 (~p~)J(CKHe nHCT~) ’으로 불리던 외국의

판화들이 루복의 원형으로서 대중들의 미적 기호 형성을 촉발시킨 것이다.
17 세기 말에는 서적용 판화의 영역에서 루복의 모든 고찰 가능한 기본 원

칙과 표현 수단들이

형성된다(바실리 꼬렌의 성경책). 이

시기에는 기념비적

인 벽화의 유산과 바로크적인 그림들이 루복의 모델이 된다.

18세기는 러시아 루복의

전성기로서

이 시대 내부에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뾰뜨르 대제 시 대 08세기 1/4분기)에는 공식 문화에

대 립되는

여타 예술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루복에서도 정치적 풍자가 출현한다. 판화
의 스타일이 종이 그림이나 틀 그림에서

벽에 거는 그림으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장식의 역할이 커지고 그림은 이제 색채의 얼룩에 의해 완성된다.
10)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술의 뿌리는 더 깊으며

그 기원들도 더 다양하다. 기술뿐 아

니라 형상적 구조와 장식의 원칙 변에서 루복은 타타르-몽고의 압제보다 선행하는
시기부터 이미 루시에 잘 알려져 있던， 천에 무늬를 넣는 예술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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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따와 예까쩨리나 여제 시대는 독일의

힘이 궁정에 강압을 행사하

던 시기로서， 루복에서 세태 풍자와 우화적이며 교훈적인 장르가 전면에 대두
된다. 목판화와 나란히 동판화가 발전하며

아직은 민중 출신 제작자들이 민

중들을 위해 판화를 만드는 시기이다. 그러나 루복의 외양과 슈제트들의 변화

는 곧 구매자들의 정서가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762 년에 ‘지
주의 자유의지에 대한 성명’이 출현한 이후 고위층과 중산층은 재빠르게 유럽
화되기 시작한다. 책과 판화들은 그저 박식함을 과시하는 부속물이거나 유행
의 표식일 뿐이었고， 특권층의 전유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루복은 화려한 것과 서민적인 것으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현상인 ‘독서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루복에 지식인 계층과 문맹자 계층올 위
한 별도의 내용을 담은 광범위한 텍스트들을 끌어들이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루복이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고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

이 아니다. 1760년대에 루복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11) 산업의 발전과
도시들의 성장으로 시장과 상품 유통의

양이

급증하며

외국 상인들도 대거

입국하기 때문이다 12) 도시의 사회적이며 상업적인 삶의 중심지인 시장과 광

장은 이 시기부터 대중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 시작한다. 다른 측면에서， 공장
에서의 대량생산과 동판화에 의한 복제는 기술의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반
면에 이 질적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창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
타나는데， 이것은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델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원본을 ‘훼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19세기 전반에는 전문 화가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드
는 루복(캠페인이나 고관들을 모벨로 한 그림)과 민중 고유의 예술 작품(구교
도들의 루복)이

병존한다. 구교도들은 농민적 환경에서

인쇄수단을 보유하지

11) “민속화를 제작하고 인쇄하여 판매하는 일은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5. COKOJIOS

1999,

68)
12)

1830 년대 초에 이미 러시아에서는 1 ，700여 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19세기말에는
보로네쥬현에만 600여 개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하리꼬프현에서는 1 년에 425 회， 뿔
따바현에서는 372회의 정기시가 열렸다. 1858년에 골뢰셰프 소유의 석판 인쇄소에
서는 연간 53만 점이 생산되었고， 루복은 수 백 명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의해

손으로 채색되었다. A. HeKp뻐osa (1 988) PyccKHe HapOl1Hble ropolJCKHe npa3IJHHKH,
y8ece.π'eHHJI H 3peJ1HJU. KOHea

XVIII -

Ha 'laJ10

XX

8eKa.

cnõ. ,

CC.

5,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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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고， 따라서 이들이 손으로 그린 루복 (PYKonHCH뼈 JIyGOK) 에는 고대 러시아

적인 요소와 구비문화적인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인쇄된 루복은 더욱
더 기이한 것을 선호하게 된 구매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웅하여 고안과 실
수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향후 루복은 부단히 그 기호에 맞추어 하향함으로
써 마침내 도시 서민들의 기호를 완전히 장악한다.

러시아 루복사의 마지막 발전 시기는 루복이 도시에서 시골로 옮겨가는
세기 후반이다. 이제 루복은 지주와 도시 상공인

계층이

19

아니라 도시서민과

농촌을 위해 별도로 슈제트를 준비한다. 한편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도시서민들에게는 유희의 대상인 루복이 농민들에게는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예술작품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집안의 상석에 그림을 붙여 장식
하고 그 형상적 측면에서 미적인 가치를 찾고자 했다 13)

19세기 루복에서 새로운 테마의 생성과 발전은 기본적으로 책과 신문을 수
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 루복에는 500여 편의 노래와 300여 편의 문학적
슈제트가 발견된다. 루복 텍스트는 소설， 동화，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에 드러

난 문체와 어휘를 수용하면서 변형된다.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루복과의 전면적 투쟁이 진행된다. 계몽가인 인
민주의자들은 대중판화와 루복문학을 대중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악이자 지적

타락으로서

이단시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일리야 레뻔이나 끄람스꼬이

등

엘리트 화가들의 그림이나 종교적이며 시민적인 ‘단정함’이 ‘루복성’을 대체하

는 가치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인쇄 분야의 이단에 대한 검
열을 강화했고， 채색 석판화의 대량생산이 여타의 인쇄기술을 몰아내면서 루
복 예술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밖에 라욕이나 사진， 영화 등 보다 현
대적인 볼거리 문화의 등장 또한 루복이 쇠퇴하는 요인이 되었다 14)
이상 간략하게 제시한 루복의 역사는 이른바 ‘민중의 예술 (HCKYCCTBO HapO-

lla) ’과 ‘민중을 위한 예술 (HCKYCCTBO 띠~ HapOlla) ’이라는 관념과 실체의 대비를

13) 농가의 삶에서 ‘그림’과 초상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H. 네끄라소프의
뽀에마 <KOwy Ha PyCH *HTb xopomo?> 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야낌 나고이의
가족은 집에 불이 나자 가장 귀중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집안으로 뛰어든다:

“ ...

A

OH CnepBa KapTHHOqKH/ CTan CO CTeH퍼 cp~BaTb/ *eHa ero TeM BpeMeHeM/ C HKO
HaWH B03HnaCJI , [...]" (강조-필자)
14) H. P03aHoBa(1999) πyðOK: XY/10)#(eCTBeHH허'11 MHp HapO/1HO꺼 KapTHHKH. M. , cc.
3-34; B. COKOJIOB (1 999) XY/10)#(eCTBeHHhlR Jl 3 h1K pyccKoro J1yðKa. cc. 37-98; O.
XPOMOB (1 998) PyCCK aJI .nyðO 'lH aJI KHHl’ a XVII- XIX BeKOB. M. , cc. 5-6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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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중들의

주된 미적

체험 수단이자 세계인식의 통로였던 루복의 본질적인 예술적 특징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3.

‘쩨 3의 문화’로서의 가능성

러시아 루복 고유의 예술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로뜨만의 지적대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중창작에 낯선
영역들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예술 장르 구분의 프리즘을 통해 민속화라는 독

창적인 예술적 현상을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도 루복은 그림과
문자가 결합되어

“유희적

예술성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존재하는 장르적

복합체”이며， 문화의 ‘언어-문자적 단계’가 지닌 특수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

다 15) 관객의 의식 속에서 그림은 장터에서 손님을 끄는 장사꾼의 호객 행위

(외침)와 그가 자의적으로 그림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내용과 결합되어 새로운
텍스트로서 재생된다. 따라서 문자문화의 틀 안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읽거나
보면서 소비하지만， 구비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청중 16)은 텍스트와 유희를 벌

이고， 텍스트 속에서 유회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복의 텍스트는
“판화 그림의 언어적인 부분으로서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호학적 의미， 즉 그
림을 구성하는 모든 기의적

묘사와 그 위에 씌어진 글 (HallTIßCb) 의 총체로서

이해된 의미 "17) 인 것이다. 루복의 이러한 성격은 또한 “광장의 비공식성과 자

15) 10. JJonlaH (1 998) "XYIlO*eCTBeHHaJl npHpOlla pyCC I< HX
CTBe.

16)

Hapoll뻐X l< apTHHO I<," 06 HCKYC-

CnG., c. 482.

월터 ]. 옹에 따르면， ‘독자’라는 말에는 ‘청중’에 대응하는 집합적인 개념이 없다.
또한 ‘구술된 말’이 지닌 내면화된 힘은 인간 존재의 궁극의 관심인 성스러운 것과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다.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은 분석적이

라기보다는 집합적이며， 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되어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거리

를 유지하기보다는 참여적이며 상황 의존적이다. 따라서 구술문화 속에서 살고 있
는 인간이 말을 ‘기호’로， 즉 정지해 있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일은 가능
하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구술성은 공동체성과， 더 나아가 성스러움과 결합되어
있는 정신 역학이라고 할 수 있다. 월터 ]. 옹 (200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

우 • 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52-122쪽 참조

17) 10. JJonlaH(1998) ,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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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흔적”을 담은 풍속적이며

예술적인 장르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

는 일이 어려움을 지적한 바흐젠의 문제의식 18) 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루복은 전통적인 구비 문화와 현대의 대중적 예술 형

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잡다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조르
까야의 견해에 따르면

루복은 대중예술 최초의 ‘구비문화이후 (noc 때OJIbKJIOp

Ha jJ) 단계， 구비문화 최초의
것’은

일종의

기계적으로

인쇄물’이다. 또한 폭넓은 의미로서의

제작되는

MeHH뼈 IþOJIbKJIOp) ’이다. 다시

구비문화

말해서

현대적

‘루복적인

구비문화 (mlcb

대중예술 형식 발전의 ‘루복 단계’란 곧

문화를 보급하는 대중적 수단으로서
대중적인 언어예술 문화의

혹은 ‘문자적

인쇄가 시작되는 시기이자， 러시아에서

형태들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역사적 시

기인 것이다. 루복 예술의 영역은 오늘날 셀룰로이드나 비디오테이프에 고정
된 저자거리나 발라간 유형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구경거리들， 즉 구비문화
에 접경하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것은 아닌 ‘지대들 (30HbI)’인 것이다.1 9 ) 루
복에 내재하는 시장(저자거리)-라욕-발라간 연극적 속성들은 바로 이 전통문
화와 근대적 도시문화의 접경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복은 근대적인 문화와 그 이전의 민중창작 전통 간의 상호작용을 입증해주
는 ‘중간 고리’로서 각별한 존재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루복은 ‘주류예술’ 혹은 문학이나 미술처럼 ‘순수한’ 장르의 예술 형
태를 연구할 때 통용되는 방법과 관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예술적

현상이다. 특히 루복과 후기 구비 문화의 관계는 판화의 내용과 방법과 양식
면에서 신구간의 사회 및 정신문화적 경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으며， 따라서

이러한 본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프리즘이 요구되는 것이다. 20

세기에 ‘원시예술’ 형태들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더불

어 루복을 원시예술 혹은 ‘제 3 의 문화’의 한 장르로 분류하려는 시도들은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원시미학을 이해하는 현대의 연구자들은 대부
분 루복 미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20)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대중예

18) 미하일 바흐젠 (200 1) W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38-241 쪽

19) H. 3opKa jJ (1984) φ'0J1bKJ10p. JJy6o K. 3Kpi1 H. M. , cc. 17, 30 조르까야는 루복을 ‘구비 문
화-루복-영화’의 사슬을 잇는 중간 고리로 고찰하면서

대중문화， 키치， 상업예술，

원시예술 등의 용어 대신 루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 M. AJleKceesa(1996) , r. OCTPOSCKIIR(1983) , B. npOK때bes(1983) ， O. xpoMos(1983)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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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화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논의， 전문적 창작과 민중적 창작의 상호 영향，
도시 민중예술의 모든 현상에 대한 연구 둥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원시예술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18-19세기에 전통적인 학
문 체계 밖에 존재했던 러시아 민중 판화를 고찰하는 것은 이것의 문화적 성
격뿐 아니라 예술 체계로서의 고유한 본성을 해명하는데 유용한 현재적 프리
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우선 원시예술과 민중예술， ‘원시성’과
‘제 3의 문화’ 둥이 함의하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시성’이라는 용어는 확장된 의미와 구체-역사적 의미의 두 가지로
통용된다. 광의에서 ‘원시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계와 인간이 단일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의식(意識)을 돗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예술
적 의식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객체의 비분리성이 그 세계관적 토
대를 이루는” 이 예술 개념은 고대의 유럽 외적 문명들에서 비롯된 예술이나

원시시대 및 중세의 예술과 민중 예술， 어린이의
여 년 동안 적용되어

창작품 둥에

대해 이미

백

왔다. 구체-역사적 의미로서 원시성， 혹은 예술적 원시

주의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 전체의 예술적 과정에 편입된 대가(大家)
들의 창작이라는 자격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평가의 어조를
담은 것으로 여겨져 엄격한 학술용어로 변용되지 못했다 .21) 이 두 의미는 전
자가 본원적이지만 발전되지 못한 예술이고， 후자는 주류예술에 비해 부차적
인 위치로 밀려나지만 대단히 세련된 예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된
다. 그러나 원시예술이라는 개념은 비록 예술적인
동종의

것들일지라도 기원이나 기능 수행의

결과 변에서는 어느 정도

메커니즘 변에서는 구분되는 현

상들의 그룹 전체를 결합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민중예술은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흔히 ‘예술성을 담지한
직업적 산물’이라는 개념과 동일시된다. 즉

나무나 금속， 돌과 점토 등 널리

확산된 재료들을 가공하는 전통적인 직업적 숙련성과 연관되면서 형식면에서

흔하지 않고 기괴한 것

색채가 화려하고 주로 장식적 성격을 지닌 창작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민중예술’이라는 용어 자체는 “관례적이며 집단적인 것， 미
학적이며 시간적인 범주 밖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연경제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던 농민들의 가내 생산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예술적 장

21)

A. JIe t5 eJl eB(1997) "npHMHTHB B Pocc짜i

XVIII - XIX

CTO Jl eTHI!

I<aI<

npo t5J1 eMa HCTOpHH

HC I< YCCTBa ," npHMHTHB B H30φa3HTeßbHOM HCKyccTBe - MaTepHaßN HayqHOR KO빼e
peHl.(HH 1995(1 997)

M. CC.

5-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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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발휘하는 현대인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폭넓은 영역을 포괄한

다 .22) 이러한 민중예술에서 원시성의 문제는 자율적인 예술 창작품들의 발생

과 기능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공명을 얻게 된다. ‘고급한’ 예술품과 대
비되면서 매력적으로 비쳐지는 비전문적 창작 행위의 직관성과 직접성， 세계

관의 신선함 둥은 한 나라의 문화를 신선하게 하고 혁신시키는 원천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원시예술의 출현은， 프로코피예프에

따르면， 사회의 ‘상부’와 ‘하부’가 분화

되면서 문화의 본원적 통합성이 파괴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이 분화는 다
시 구비문화적 층위와 전문 학제적 층위가 갈라서는 과정에 의해 역사적으로

기획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세 번째 문화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토대는
바로 도시이다.정) 이런 근거에 따라 분명한 예술 유형으로서의 원시예술은 전

적으로 근대 문화에 속하는 현상으로 분류되며

이 가시적인 경계에 의해 구

체적인 역사-문화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러시아적 토대에서

조잡하고 볼품없는 시골풍의 형식들에 대한 관심이 태동된 시기를 17-18세기
경계부터 18세기 중반까지로 상정할 수 있다.영) 20세기 초에 러시아 아방가르
드 예술가들은 이러한 원시예술을 일체의 전문 지식적 도그마들로부터 자유
로운 사회 외적이며 역사 외적인 현상이자 예술의 ‘기원들 중의 기원’으로 인

정하고 환호하면서 루복에 관심을 갖고 그 창작 기풍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원시예술은 예술의 새로운 보편적
의거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창작성의 발현

공식 추구 및 전문 지식에

이국적 정취에 대한 지향과 더불어

신비주의에 기우는 경향 등 ‘낯선 것’을 자기화 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적인 척

도로 재기 어려운 예술 현상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예술 유형은 전문 예술
과 구비 문화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양자와 공통의 발생적， 형식

적， 특히 유형학적 특정을 지니지만 동시에 고유의 특수성을 창출하는 독자적
영역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시예술은 ‘제 3의 문화’와 동둥한 반열에 놓

22) O. BaJl때 Ha(1997) "npH뻐깨 B B HapOtlHO Iol HCI< yccTBe ,"

npHMHTHB B H306pa3HTeJ1bHOM

101. , c. 23.
23) B. npO l< olþbeB(1983) "0 Tpex ypOBH Jl X xytlo:t< eCTBeHHO꺼 l< yJl bTyp~ HOBoro H HOBeRmero
BpeloleHH( 1< npoõJl elole npHIoIHTHBa B H30õpa3HTeJl bH~X HC l< yccTBax) ," npHMHTHB H ero
MeCTO B xYI10 Jf<eCTBeHHoll KyJ1bTypbl HOBoro H HOBe.ηlIlero BpeMeHH( 1983) 101. , CC. 6-15.
24) H. Bycesa-naBμtloBa(1997) "3anatlHOeBpOneRc l< He HCTO 'l HH I< H pycc l< oR HI< OHOnHCH H
npoõJl elola npHIoIHT빼 a ，" npHMHTHB B H30 φa3HTe.π'bHOM HCKyccTBe. 101. , C. 53.
HCKycc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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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2 장에서 지적했듯이， 뾰뜨르 대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러시아 문화는 이른바

‘상부’와 ‘하부’로 분화된다. 그리고 이후 예까쩨리나 여제 시기， 도시와 공장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민중적 그림과 이야기들이 인쇄기에 의해 제작되기 시

작하는 18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전민중적’ 문화는 최종적으로 셰 층위로 분

리된다. 교육받은 계층은 말 그대로 교양 있는

즉 이식된 문화를 지향하면서

서둘러 ‘대지주의적’ 전통에서 해방된다. 농민문화는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을
보존하려는 시도 속에서 스스로 고립된다. 한편 광부와 행상인， 상인과 관리
둥 도시와 더불어 태어난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는 귀족적 계몽주의에

대해 배타적인 농민문화25) 와는 달리 사회적 상부 계층으로부터의 요구나 자
극에 어떤 식으로든 반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원적 토대를 잃은 상실

감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환상은 곧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자인 이들에게 문
화적 스트레스가 되며， 따라서 ‘타자’의 것에 대한 새로운 반웅 수단과 더불어
고유의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문화적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열망하게 된
다. 이처럼 삶의 한 층위에서 분리되었으나 아직 다른 층위와는 무관한 중간
적 상황에서 형성된 도시 서민문화는 문화의 진공 상태를 채우려는 ‘이탈자의
(OTmeneHQeCKa

jJ) 문화’이자 ‘제 3 의 문화’잃)로 규정될 수 있다.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의 결합을， 다시 말해서 도시 서민과 농민들의

예술적 삶의 확장

을 증명해주는 이 문화 형식에는 타자의 가치에 대한 풍자나 악의적 조롱， 자
신들만의

스테레오타입을 고안하려는 시도， 장터의

통한 보상적 유토피아의 창조 등 -

카니발적

행락과 문화를

낯선 것과 익숙한 것에 대한 모든 ‘중간

적’인 태도， 곧 중간적인 혁신성이 내재하며， 이것이 바로 루복 예술 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시예술에

떤 ‘학파’의

전통에도 얽매이지

내재된 직접적 세계

인식과 어

않을 뿐 아니라 규범적인 구비문화로부터도

자유로운 속성이 다름아닌 루복의 예술성을 통해 근대 이후 러시아 대중문화

속으로 이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론적

근거에

따라 루복은

‘제 3 의 문화’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민속화에는 개별적인 문체나 개인적인

예술적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 순수한 문체적 특정을 밝

25)

“나리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 드는군! 이전에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가
르치더니， 이제는 책으로 !"(o. COKOJJOB

26)

o. COKOJJOB (1

999) ,

CC.

168-169

199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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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것은 어렵다. 특히 루복의 수요자들이 예술문화의 ‘상부’와 ‘하부’라는 관

념을 중요하게 여겼던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인 접근태도와 이종적 요소들에
대한 해명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루복이 여러 영향들을 수용하면서 자기 발
전의 국면들을 전환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문화적 문맥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근대뿐 아니라 최근 예술 형식들의 혼합
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연구의 방법들을 통해 루복에 접근하고자 한다.

4.

루복의 미학적 특성

루복은 귀족이나 부유한 관리들에서부터 중소 상인들이나 문지기들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상을

장식하면서

점차

정기시장과

대중적

축제

(Mac JleHHua , Ce빼K) 기간을 통해 전 민중들의 의식 속에 각별한 축제적 분위
기를 형성해 주었다. 이처럼 광장과 축제를 기반으로 하는 루복이

재현하는

세계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세계가 아니라 실재와 비 실재， 이해할 수 있는 것
과 없는 것， 그리고 ‘나’와 ‘타자’가 만나는 축제적이며 연극적인 세계이다. 염
장된 철갑상어의 꼬리를 달고 당밀과자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장의 루살까나 악어와 싸우는 바바 야가처럼 반(半)은 진실이고 반은 기만
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이다. 또한 쥐들이 고양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당나귀
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때리는 ‘뒤집어진

세계(뻐p HaH3HaHKy) ’이기도 하다.

이처럼 축제적이며 유쾌한 분위기의 근원은 우선 루복이 중세적인 러시아 사
회에서 구비문화 및 민중예술 전반과 계통적 근접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펼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층위에서 볼 때， 루복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존되어 온 전통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던 예술 형식이다. 즉， 판화 제작의 무의식적 경험들에서부터
19 세기의 현란하고 볼품없는 채색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측면이나 완성 기법
들의 불완전함은 외부의 영향을 수용하는 고유한 방식에 의해， 즉 이종(異種)

적 현상들의 특정을 왜곡하고 가공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루복을
“고안의 예술이 아니라 해석의 예술”로 보는 관점'2:1)은 이러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다.

27) B.

cOI<O JJOB

(I 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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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style) 을 “개인 또는 집단의 미술작품에 나타나는 지속적

때로는 지속적인 요소， 특질， 표현 "28) 이라고 정의할 때， 양식이라

는 범주를 통해 형식 요소의 선택과 구성에 따른 작품들의 미적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루복의 예술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1.

연극적 구성과 축제적 성격

루복의 고유한 예술체계를 구성하는 1 차적 근간은 말과 형상의

결합이다.

그러나 언어 텍스트와 그림은 루복에서 단순히 밑글 (ITOllITUCb) 이나 삽화로서가

아니라 테마와 그 테마의 전개 내용으로서 연계되어

있다. 밑글이

있음으로

해서 마치 그림이 상연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관객은 그림을 보면서
연극의 한 장면(혹은 막)을 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루복 속의
글은 축제일에

저자거리에

공연자가 외치는 말의

등장하는 ‘오락용 파노라마’인

원본이거나 혹은 소리

내어

라욕을 공연할 때

읽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역할을 했다.
언어

텍스트는 성상화의 텍스트와 바로크 시기 세속적 판화의 글， 17-18세

기 펼사 문학작품，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쓴 내용， 민중극과 구어시，
전통적인 유머와 익살맞은 내용 등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종적인 요소들에서

차용된 것이 많다. 종교， 정보， 풍자와 익살， 세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수
많은 루복 그림들 29) 에서 그림과 언어
밑글로서

그렴을 설명해 주거나

텍스트는 말이

글과 그림이

그림의

기저

텍스트나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로 뒤얽

28) M. Schapiro(l96ll "Sytle," Aesthetics Today. Ed. by Morris Philipson. N.Y.,

로

이 슈나이더 애담스 (2003) w 미술사 방법론~， 박은영 옮김， 조형교육， 38쪽에서 재인
용.

29)

루복의 수집은 18세기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다

서 A. 올수피예프는 1770년대에 모스크바의

최초의 주요 판화 수집가들 중에

인쇄소와 판화 제작소들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원판을 복제하여 개인 소장용 앨범을 만들었다. 그가 소장했던 판화는
러시아와 서유럽에서 만든 것을 합쳐서 8만 점 이상이나 되었으나 1812년 대화재

시기에 상당 부분이 소설되었고， 이 중에서 12권으로 묶인 러시아 판화들은
년에야 빼쩨르부르그의 공공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1915

로빈스끼가 올수피예프의 러시

아 판화들 중 유실되지 않은 모든 그림 (8천 점 이상)을 자신의 저작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루복 그림의 원본에 대한 거의 모든 인용은 로빈스끼의 분류를 따

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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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면서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

글과 그림의 결합 양상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특정은 언어 텍스트가 서
사적인 시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목판화
인 <AHHKa-BOHH H CMepTb>( 로빈스끼， 751 번 )30) 와 <Pa3rOBOp npycKoro Kopon~
C ~enbaMapmanOM BeH~eneM

30

뻐n~

1759

ro~a> 는 서 술이 압축되 어 있고， 어

떤 한 순간을 묘사하거나 여러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피소드들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공시적 구성 하에서 관객은 그림
의 여러 부분과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속해 있는 그림을 테마로
서 보고 ‘읽어야’ 하며， 지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따라 누락된 고리

를 복구시키고 상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루복에 기입된 언어

텍스트는 대화와 행위의 프로그램이기

도 하다. 즉， 루복을 매개로 라욕 3 1)이라는 또 하나의

볼거리

문화가 조성된

것이다. 라욕은 ‘루복 그림이 들어 있는 작은 파노라마’로서， 라욕을 공연하는

상인들은 루복 그립올 들여다보는 관객들에게 최근의 유행을 비웃는 말을 함

으로써 그림을 보지 않는 주위 사람들까지 유쾌하게 만든다. 라욕은 그림과
말과 유희로써 광장의

행락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루복의

종종 무시당해도 그림들의

인기는 결코 식지

않았으며， 이에

예술적 가치가
적잖이

기여한

것 이 바로 라욕 공연자들의 ‘변사활동’이 었다.32 )
한편， 루복 그림의 예술적 공간은 회화라기보다는 연극 무대 유형의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특수한 형상들로 채워져

있다. 이를테면 <IiCTOPH~ 0 5ny~HoM

CblHe> , <Ax , qepH뼈 rna3 , nOQenyR MeH~ XOTb pa3>( 로빈스끼， 122 번) 동에서는

배우들이 서

있는 듯한 무대(바둑무늬 천정의 방)를 재현하고 있고， 이 무대

는 측면 무대장치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인공들의 움직임은 생명력 없이 마비

27) 지면상 관련되는 그림을 모두 첨부하기 어려우므로 로빈스끼가 분류한 변호로 표
기한다.

31) “라욕은 전변에 두 개의 확대경이 달린 사방 1 아르쉰 크기의 자그마한 상자이다.
그 안에서는 여러 도시들과 위대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그린 조잡한 그림들이 기다
란 줄에 매달려 롤러에 따라 움직인다. 관객들은 ‘한 푼’을 내고 그 창을 들여다보

고， 라욕 공연자는 그립을 움직이며 각각의 번호가 매겨진 장변에 덧붙여 대개는
꾸며낸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 PyCCKHe Ht1. pOI1HUe Kt1. PTHHKH(2002) Co6pa Jl H
OnHCa Jl

32) A.

n.

POBHHCK째.

cn6. , c.

HeKp뻐oBa (l 998) Py ccKHe

- KOHe1(

XVIII-Ht1. tft1.πo

194.
Ht1. poI1HUe ropol1CKHe npt1. 311HH찌 yseceßeHHß H 3peßH~t1.

XX SeK t1.. CC.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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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연극적이다. 이밖에도 극장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커튼 장식이나

화려한 당초무늬로 그림의 프레임을 만들고 랩프로 장식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무대 묘사 모티프는 현실이나 풍속의 장면 자체만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그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술적 효과를 창출한다. 관객은 이 그림
을 단지

감상하기보다는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어울려 ‘놀면서’ 민속적이며

축제적인 분위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루복에 연극적으로 통일된 축제성을 부여해주는 수
단은 무엇보다도 색(色)이다. 붉은색과 오렌지색 톤이 지배하는 선명한 채색
과 알록달록한 점들은 내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질은 특히 유쾌한

동화적 세계를 만들어낸다. 엄밀한 구성보다는 ‘너 나 할 것 없이’ 건성으로
루복을 채색하는 기법

역시 판화를 “통일된 장식적

전체”잃)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 입각한 것이다.
연극적

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18세기와 19세기의

‘벽에

거는 루복 극장

(HaCTeHH뼈 .ny60'lH뼈 TeaTp) ’은 루복 속에 축적된 익살적인 사육제 (MaCJleHHua)
의 충동과 연극적

행위의 의례를 보여준다. 태양의 궤도 혹은 운명의 수레바

퀴가 구르는 것을 상기시키는 둥근 그네와 회전목마， 변장한 사람들， 인형극，
발라간， 라욕 등 휘몰아치는 사육제의 자연력은 세계를 거꾸로 돌려세우며 기
적적인 변형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루복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특정
은 바로 “가면에

대한 애착"(로뜨만)이다. 모든 나라에서 사랑 받는 민중적

광대인 대식가 마스크 (MaCKa OÕlI<Opμ) 는 러시아 루복 <Gargantua a son petit
couvert>( 로빈스끼 ,

99 번)에 서

38893;

기 원상 가르강뒤 아의

마스크와 연 계 된

다. 이 유형의 그림들에서는 실제 인붉(혹은 문학적 주인공)이 루복적 마스크

로 변형되거나 혹은 또 다른 바보스러운 인물과 결합되어 때로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된다.

일례로， 안나 요안노브나 여제의
커다란 코에

꽁정

광대였던

나폴리인 (}J 페드렬로는

밀가루를 바른 얼굴로 인해 ‘빼뜨루하 파르노스’라는 별명으로

루복에 등장한다. 이후에 그는 이 이됨과 뿔치넬라의 외모로 분열되어 인형극
에서 빼뜨루슈까로 변형된다. 그러나 루복 속에서는 여전히 허세가이자 춤꾼，
음악가， 여자의

뒤꽁무니를 쫓는 우스운 기사이자 광대 둥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다34)( 로빈스끼

2æA, 100, 209 번 등: 그림

33) A. CaKoBH 'I (1983) "PYCCKHß
ero MeCTO B

HaCTeHH뼈 .ny 60'lH뻐

xYI10 :t<eCTBeHHoR

TeaTp

n
XVIII-XX B8. ,"

KyJlbType HOBoro H HOBeRDl ero BpeMeHH. C.

npHMHTHB H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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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paCH뼈 HOC napHOC>

이에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고 생명력이 강한 루복 마스크 중의 하나는 바로

코-마스크이다. 영원한 광대적 속성이자 여러 변형을 거쳐 고골의 <코 (Hoc)>
에 이르는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니발적 마스크이다. 루
복에서는

오만한

코를

테마로

일련의

。 C~ßeHHH

H rOPßOCTH> , <mHnAH CaM

ceõ~

그림들이

완성되었다

3a HOC> ,

<nOXO~~eHHe

CHAbHOM MOp03e> , <TOQHAb뻐K HOCOB>( 로빈스끼

248, 183,

212 번)，

<ClolHpeHHe

0 HOCe H

。

<Pa3rOBOp

ÕOAbworo HOCa C CHAbH~ MOP030M> 둥이 그것이다. 첫 번째 그립에서 오만한
자는 환상적 인 모습(뿔깐과 시 린)으로 그려 져 있다. 학의 모습을 하고， 가슴에
는 큰 코가 그려진 얼굴 마스크를 달고 있으며， 학이 부리로 그의 얼굴을 쪼
고 있다. 코는 마치 독립적인 사물인 듯 존재할 권리를 얻고 학의 긴 다리로，
마치

가장무도회에서

걷는 듯한 걸음으로， 거만하게

세계를 거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용은 진지하지만 그림 상으로는 완벽하게 익살스러운

34) A.

CaKO뻐'1 (1983) ， c.

46.

러시아 구비문화에서 파르노스의 외모는 이탈리아의 판토

마임과 ‘코메디아 텔라르떼 (Commedia del' Arte)’에서 차용된 것이다. 이탈리아 코

미디는 18세기 중반에 빼쩨르부르그에서 여러 차례 순회공연을 한 바 있으며， 이
것이

러시아에

바로크문화를 전파한 보급자들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가면은 칼로 (KaJlJlo) 의 판화들을 통해 러시아 루복에

하나의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10. J10TMaH

1998,

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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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복 그림들이 “가면이나 의상의 유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익살스러운 행
위를 재현한다 "35) 는 점이다.

또한 사육제의 광기어린 자연력， 운명의 수레바퀴의 회전， 물구나무선 인간
등의 모티프는 바흐씬이 고찰한 보편적 의미의 ‘뒤집어진 세계’와 ‘유쾌한 상
대 성 ’의

세 계 를 구현 한다. <BbIK He 3aXOTe Jl 6blTb 6blKOM H Clle Jl aJl C$I M$l CHH-

KOM>( 로빈스끼 176 번)에서 남자와 여자

젊음과 늙음

인간과 당나귀 등은 모

두 상대적이며 서로 전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
혀 있으며， 카니발이 지닌 원초적 힘과 뒤집어진 운명의 수레바퀴에 의해 어
지럽게 돌아간다. <BbIK …〉은 전 세계에 보편적인 민중적 전통이자 공상적 이
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익살적인 루복의 주인공은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항거하는 황소이며

따라서 그의 희생물인 인간은 발이 위로

묶인 채 매달려 있다. 그 주변의 그림들에서는 앵무새가 주인을 새장에 가두
어 말을 하게 만들고， 나귀가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밭을 갈게 한다. 어
린 아이가 노인을 침대에 둡히고 울지 않도록 달래며 거지가 부자에게 적선
을 한다. 이렇게 13 개의 그림들 모두가 전도된 슈제트

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

2).

<CeMHK H MaC JleHHua>( 로빈스끼 92 번)는 두 축제의

절기， 겨울과 여름， 삶과

죽음 등이 자리를 다투는 영원한 논쟁의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
기서도 역시 원래의

세계는 뒤집어져

있다. 세믹과 사육제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두 존재간의 우정이 펼쳐진다. 겨울의 장례식이 아니라 남자
(첫

번째 봄 축일인 세믹)와 여자(겨울의

마지막 축일인 마슬레니짜)가 나누

는 경쾌한 봄의 익살스러운 대화가 펼쳐진다.
이처럼
성격에

조소적이며

익살적인

부합하며， 따라서 루복의

테마의

루복 그림들이

‘중세의

웃음 문화’의

풍자와 익살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웃음 (CMex Ha MHp) ’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36)는 충분한 근
거를 지닌다. 이백 여

년 동안 루복은 아직 남아 있는 중세예술의 특징들을

보존했다. 관례적 세계와 실재하는 세계의 경계가 되는 사각의 틀 내부는 본
원적으로 연극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35) 10. 끼oTMaH (1 998) ， C.

비실제적

경계 안에서 서로 결합될 수

484.

36) M. A.ne l< ceeBa(I996) "PyccKa$l HapO JlHa $l KapTHH !<a. He l< OTOpble ocoõeHHOCTH xyJlOllC eCTBeHHbIX
BaHHJl.

JlB JJeHHll ," HapOIIHIlJl KllpTHHKa

cnõ. , c. 11

XVII- XIX

BeKOB -

MIl TepHlUIbI H Hcc.neI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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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들이 결합되고 메타퍼들이 실현되며， 구비문화에 의해 만들어져 그 누
구도 보지 못했던 가면들의 삶이 기적처럼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중세적 세

계관의 원리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다:37) 언어적 파격과 허물없는 행동이 빚어
내는 루복의 탈 규범적 성격은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 전체를 향한 웃
음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에 상웅한다.

그립

4.2.

2.

< 5WK He 3aXOTen ÕWTb ÕNKOM H cnenanc~ M~CH싸( OM >

‘창조적 훼손’으로서의 유희적 성격

루복의 유희적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루복 그림의
변천 과정이 곧 원본올 ‘훼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 의도적인 실수
와 ‘고안’의 미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
자.

37) A. Ca I< OBH'I(1 983), c.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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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화가들은 전문적인 경험보다는 온화한

종교적 감성을 목표로 성인들의 모습을 그렸으며， 따라서 이들은 규범의 창조
자가 아니라 해석자들이었다. < ApXaHre Jl 빼XaHJl>， <CTpamH뼈 cY JJ.> 등을 그리

는 민중 출신 화가들은 얼굴과 손과 망토 등을 강조하여 이콘을 ‘지상’에 속
한 형상으로 변형시킨다(그림

그림

3.

3).

< ApXaHre Jl MHXaH Jl>

규범과 전통을 ‘개인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뉘앙스가 부여된 이 그림은

값비싼 이콘을 대신하여 서민들올 위한 일용적인 상품이 되고， 그 결과 “신앙
은 문화로， 의례는 구경거리이자 시원한 공기”로 변모된다.38)

38) B. COKOJIOB(1999) , CC. 39-4 1. 1680년 경 총주교 요아낌 이 쓴 칙 서 에 따르면， “많은
상인들이 종이 성화를 나무판에 인쇄해서 내다 팔고 있다. 그것들은 성화를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파놓은 것들이다. (...) 사람들은 이 성인의 형상들이

인쇄된 그림을 사서 건물이나 농가， 헛간이나 제단 동올 장식한다. 이것은 성인의
형상올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쁜 것을 갖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것은 비양
심적이며 두려움도 없이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런 사실올 통해 당시 상인들

이 판화를 대량생산해서 싼 값에 팔았으며 서민들은 농가나 심지어 제단용 덮개를
‘장식’하기 위해， 예술품으로서 애호하기 위해 루복 그립올 구입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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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루복의 ‘익명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세문화
와 예술작품이 자신의 저자 (aBTOp) 를 갖지 않듯이

루복에서도 특정한 개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창조자
는 전해지는 슈제트에

대해

<AHHKa-BOHH H CMepTb> ,

18세기와 19 세기에

새로운 평가를 첨가하면서

원본을 변형시킨다.

<A.neKCaH.llp MaKe.llOHCKHR> , <nOXOpOHbI kOTa> 등은

걸쳐 슈제트가 누차 반복되면서

변형된 대표적인 그림들

이다.
이러한 개작이 진행됨에 따라 루복에서는 점차로 원래의 모델과 ‘닮지 않음
(HenOXOlKeCTb)’이
Oõpa3He) ’ 속에

절대적인
숨겨 진

속성이

민중들의

된다.

겉으로

기 호와 그들만이

드러나는

‘볼품없음 (õe3-

주고받는 가치 (‘루복성 ’)는

문외한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루복이 응용해서 바꾼 원래의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문화의 대표자에게는 진정한 예술을 모독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
다. 당대의 비평가인 B. 벨린스끼는 마뜨베이 꼬마로프가 쓴 <nOBeCTb 0 npHKJIIO'!e HHH aHr JJH때 CKoro MHJJOp.lla reopra H ÕpaH.lleHõyprcKoR MapKrpaq뻐 HH MapHH

JIyH3bI> 라는 ‘루복소셜’의 목판 삽화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이

책은 민중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려 18세기뿐 아니라 19세기에도 재판을 거듭한 바
있다. 벨린스끼가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이 삽화의 아이러니컬한 색채가 아니
다. “나무를 닮은 무언가의 밑에 웬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는 나무로 만든 말이， 그 발치에는 개 같기도 하고 개구리 같기도 한 두 형상
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림 밑 부분에는 <한 귀인이 무시무시한 뇌우를 피
해 나무 아래 숨어

팔을 내뻗고 폭풍이

가라앉기를 빌고 있다>고 쓰여

있

다 "39)

이 소설을 모델로 한 루복 <MHJJOP.ll reopr> 를 보는 평범한 민중은 그 속에
서 어떠한 결함도 찾지 않는다. 편견 없는 관객에게는 ‘개구리 같은’ 우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것이다. 이처럼 서민들의 습관과 기호 (BKYC) 는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
호 (3HaK) ’로서

기능하면서

실수’는 루복에

오히려

루복이 살아남는 것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고안과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주고， 결국 기호학적인 무대가

유희의 마당이 된다. 기호는 대상 속에 존재하는 의미와 이 대상을 지각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작업을 요구한다고 할 때， “루복의 기호는 지각하는 일에 숙

39) B. BeJUlHC 재꺼 (1911) CoφaHHe
(1 999) , c. 67에 서 재 인용.

COllHHeHHe.

B 4 T. cn6. , T. 4. c. 832, B. COKO J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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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고 그것을 기호적으로 (3HaKOBO) 지각할 자질을 갖춘 대중에게만 살아 있
고 효력을 지니는 것”때)이다. 괴상망측하고 원본과 다른 디테일이 ‘어째서 닮

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오직 다른 문화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벨린스끼에게 <MHJIOPll reOprH> 가 그려진 표지의 ‘개들’은 ‘개구
리들’로 남아 있었다.

유희적인 루복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또 다른 수단은 문학 비평 용어로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낯설게 하기’이다. 3 장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으로부터

의 이탈자이자 도시에서 사회적 관계의 동질성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는 축제

의 거리를 산책하는 것이 기쁨의 순간인 동시에 상실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시간이다. 사물과의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중개자로서의 균형이다. 따라
서 이들의 예술 창작은 낯선 환경을 자기화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낯설게 하기’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하는 소꼴로프에 따르면， 도
시 서민들의

창작 활동은 우선 “타자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에서 시

작된다. 이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인식 유형에 따라 무의
식적인 낯설게 하기와 ‘예술적’ 낯설게 하기， 즉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낯설게
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40
우선， 의도되지 않은 낯설게 하기는 언어 텍스트에서 많이 드러난다. “문자

의 비문자적 가공"(소꼴로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변형시키는 것에서 드러난다. 가령， ‘ Kyp $l llHHK ’
을 ‘l<yp5l THHI<’으로， ‘npe3eHT ’를 ‘npe3HlleHT ’로 바꾸는 것은 질수인 동시 에 무의

식적인

변형이기도 하다. 또

한

예로 A. 슈호네벡이

그린

<nOpTpeT

n.

E.

IDepeMeTeBa> 는 다분히 공식적인 판화임에도 그 밑글이 구어적 문체로 쓰여져
있 다: “ ...rEHEPAJIb φEJlTb MOP DlAJIKA H KOBAJIEPb". 여 기 서 ‘MOpmaJIKa’라는 단어 는

러시아의

칭호인 ‘MapmaJI’과 폴란드의

칭호인 ‘MapmaJIOK ’이

합쳐진 결과일 것

이다. 이러한 행위는 간혹 자신들이 모르는 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계급과 가치와 관습 동 모든 것을 우
습게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왜곡과 언어유희가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왜곡

40)

B. COKo ]l08(1999) , c.

41)

B. COKO ]l08 (1 997) "OcTpaHeHHe KaK xyllo lK eCTBeHHOe cpellCTBO pyccKoro HapOll-

’

187.

’" npHMHTHB

Horo 1 CKyccTBa HOBoro BpeMeHI

86-87.

B H306pa3HTeJ1bHOM μCKyccTBe，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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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루복의

전통적 요소뿐 아니라 텍스트의

감정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왜곡은 문서화된 텍스트들을 왜곡하는 ‘러시아적 관
습’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러시아인들에게는 문자 텍스트가 공식적이거나
광고용이라도 마치 구어나 속어

스네기료프는 루복에

텍스트처럼 여기는 습관이

대해， “외국어를 자신의

있다는 것이다 .42)

것으로 바꾸는 데서

발생하는

개작과 언어유희는 러시아어에 친숙한 것”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루복이나

간판， 시장의 포스터， 거리의 광고 등에서

민중들의 어휘와 뉘앙스들은 구어

와 속어로 쓰인 텍스트를 보급하면서 ‘문법과의 전쟁’을 벌이는 민중들의

전

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의도적인 낯설게 하기는 상부와 하부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태와 가치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바로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태도로서， 루복에서 조롱과 풍자， 역설과 유머로 발현된다.

유희적 루복 속에서는 농민과 상인， 귀족과 외국인， 그리고 공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우스팡스러운 것이다. 그 예로 <CKa3Ka 0 TOM , KaK MaCTepOBOA qepTa
HallYJI) 에서 중간 문화의 주체이자 객체인 직공은 자신에게 술책을 부리는 악
마와 마찬가지로 우습게 그려진다.

MacrepOBoA HM nOBe Jl eBaer
n03ar뻐Ky

l.! acreHbKO

A qepT rO Jl bKO

na

Karaer

*MeTC~ ，

Ha MaCrepoBOrO

CMeerC~

nO yrpaM

Ha HHX nber ,

OnOXMe~erC~ ，

A BeqepoM B
C

MeC~U

A qepry

raK

종종 목덜미를 흔들면서

하지 만 악마는 몸을 움츠릴 뿐，
그리곤 장인을 비웃으며

동전 몇 남 쥐어주네

neHer eMy llaer
MacrepoB。꺼

장인이 그에게 명령하지

장인은 그 돈으로 술을 걸치 고，
아침이면 해장술에 또 취하고，

rp~3H BaJl껴 erc~ ，

밤이면 진흙 속을 구르며，

HaC Jla*llaJlC~ ，

한 달을 그렇게 빈둥거리지만

HenOllllaBaJlC~ ...

악마에 게는 굴복하지 않았지

‘’

이 이야기는， 많은 러시아 민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덕적 교훈 없

이 끝을 맺는다(“그는 큰 상점올 열었다 / 지금은 나리처 럼 살고 있다 / 그러

42)
43)

B. COKO JlOB(997) , c.

90.

B. COKO JlO B(1 997) , c. 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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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를 맞아 병이 났다). 이처럽 모든 것에 대해 조

소적이고 국외자적인 태도는 루복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라욕’이라

는 또 하나의 볼거리 문화를 조성했다. 루복과 시장

그리고 라욕은 너무나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어서， 루복이 없는 시장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달리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중세적 러시아의 해학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던
셈이다(그림

그림

4, 5).

4.

그림

<PYCCkHA paek>

이와 관련하여

루복의

전통적인

5.

<KocMopaMa>

회극성을 리하초프가 ‘6aJlarypCTBO ’44) 라고

규정한 해학적 웃음의 형식과 연관지올 수 있올 것이다. 해학은 풍자적 측면
보다는 오락적인 측면의 웃음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유회를 받

아들이는 웃음에 가깝다. 이러한 웃음은 공동의 경험과 감정적 일치의 한 형
식이다. 자벨린에 따르면

회극적인 것의 고대 러시아적 감정은 “즐거움의 특

별한 힘， 삶에 대한 어떤 높은 이상과 목적도 포함되지 않은 웃음 "45) 이다. 그

렇다연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루복의 개작과 변형， 실수와 고안， 그리고 해학
44) “해학 (tía..narypCTBo) 은 러시아의 민속적 웃음 형태 중의 하나로서， 주로 ‘언어학적’
측면에

속한다.

해학은

단어들의

의미를

ll. J1HXa'l eB , A. naH'I eH I< O, H. nOHblp l< o (1 976)

45) H. 3atíe JlHH (1 872) l!OMaJlHHJt 6b1T
125에서 재인용

파괴하고
CMex B

pyCCKHX L(apeJt.

외적

형식올

일그러뜨린다

”

l!peBHeJt PyCH. J1., c. 21.

4. 2. M. , c. 268, B. COKOJlOB(999)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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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웃음 등을 폭넓게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루복의

예술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nOXOpOHbI KOTa> 는 <HeÕhlnHua B AHUaX> , <MblmH KOTa norpeõaroT> , <KOTOBO nOrpeÕeHHe> , <KaK MblmH KOTa XOPOHHAH> ,
CBoero npoBo~aroT> 등의

인 그림 이 다(그림

그림

6.

<MhlmH KOTa norpeõaroT Heapyra

제목으로 18세기와 19 세기에 재판을 거듭한 대표적

6, 7, 8, 9).

<HeõblAHua B AHuax>

그림

8.

그림

7.

<MblmH KOTa norpeõaroT>

<HeõblAHua B AHuax>

루목의 예술체계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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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뻐 KOTa norpe6a~T Henpyra CBoero npoBo*a~T >

모든 그림에서 물건을 나르는 농부들의 썰매 위에 죽은 고양이가 새끼줄로
묶여 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여닮 마리의 쥐가 이 썰매를 끌고 간다. 그 뒤
를 따라 의기양양하고 기뻐 날뛰는 시중꾼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쥐들은 입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피리나 북이나 만두 등을 손에 들고 있다. 쥐 들 에게는 저
마다의 이름도 주어져 있다 (OXTeHKa ， Kape Jl Ka , ψ1IO뻐H 출신의 Bl ymepa , TaTapKa
둥).

이 루복 그림은 평범하고 시시한 일화로서는 지나치게 많다 싶을 정도로

재판(再版)올 거듭하여 6가지의 서로 다른 변형들이

보존되어

왔다. 어째서

인쇄업자와 구매자들은 다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 그림을 선호
했던 것일까?

이 루복올 처음으로 연구한 고고학자 M. 마르꼬프는 민중들 사이에서 이 그

립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를 종교적 감정으로 설명한다. 이질적인 카톨릭 교회
에 대한 러시아 민중들의 뿌리 깊은 증오심이 바로 그것이다 . 마르꼬프의 뒤
를 이 어 스네 기 료프는 루복 <KOTOBO norpe6eHHe> 를 외 관상으로는 서 구의 모

델들을 모방한 것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순수하게 러시아적인 작품으로 해석한

다. 그는 마르꼬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이 이반 뇌제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루복의 비밀은 로빈스끼에 의해 19세기 후반에야 밝혀지게 된다. 로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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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이 그림이

판을 거듭할수록 고양이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개별 텍스트

행들이 삭제되고 마침내 장례용 썰매마저도 4륜 짐마차로 바뀐 것을 지적한

다. 만일 이 루복이 오래전에 죽은 짜르 이반 4 세에 대한 풍자라는 것을 인정
한다면， 그러한 검열적 적의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로빈스끼는 루복에
써 있는 설명적 텍스트를 실제의 역사적 사건들과 대조하고 그림이 외국 모
델들의 복제품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이른다.
우선， 열거된 제목 <KOT Ka3aHCK깨， yM aCTpaXaHCK째， pa3YM CHÕHPCKHR> 은

다름 아닌 짜르 뾰뜨르에게 해당하는 수식어들이다. 고양이가 죽은 ‘5-6 일 음
울한 목요일’은 뾰뜨르 1 세가 죽은 날짜 - 음울한 1 월의 5 일과 6 일 사이， 즉
목요일 새벽과 일치한다. 장례용 썰매는 여넓 마리의 쥐들이 끌고， 고양이는
음악에 맞추어 매장된다. 뾰뜨르 1 세의 시신 역시 여넓 마리의 말이 끄는 장
례용 마차에

의해 운구 되었다. 1698년에

처음 허가된 오케스트라가 짜르의

장례식에서도 연주를 했었다. 고양이는 출생 상 핀란드계에 가깝다. 고양이를
실은 마차는

핀란드의

물건

운반용 썰매였고

‘MaJlaHbjj ’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발틱해 연안에서

과부가 된

암컷은 핀란드인

태어난 뾰뜨르의

아내

예까

쩨리나 l 세 역시 민중들 사이에서 핀란드 여자 ‘l!yxoHKa’로 불렸다. 장례행렬
에 따라가는 쥐들은 뾰뜨르가 정복한 지역을 대표하는 암컷들이다 (OXTeHCKajj
OJlOHeUKajj , Kape Jl bC Kajj). 쥐

한 마리 는 파이 프 담배 를 피 우고 있다. 담배

및

흡연과 관계된 물건들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뾰뜨르의 법령에 낀해 허가

되었다. 그리고 쥐

한 마리는 말 한 필이 끄는 2륜 마차를 타고 있는데， 이

마차는 뾰뜨르가 즐겨 타던 것이며 그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금지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로빈스끼가 발견한 세세한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이 특징들만으로
도 고양이가 다름아닌 뾰뜨르 1 세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얘)
쥐와 고양이의 반목은 고대 이집트 시대 이래로 전 세계 예술에서 반복되
는 주제이다. 그러나 거대한 적을 이긴 상처투성이의 쥐들이 고양이를 묻는
그림은 러시아 회화에서만 볼 수 있다. 게다가， 쥐들은 이미

죽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며 고양이의 발을 썰매에 동여매놓았다. 이 그림을 만든 익명의 장인
들과 그림을 즐긴 수많은 민중들에게 있어서 뾰뜨르는 러시아를 근대 사회로
이끌면서 조상의 전통을 파괴한 주범이다. 박해받던 구교도 화가들에게 뾰뜨

르는 ‘고양이’의 수염만 남기고 깨끗하게 면도를 한 이교도로 보였을 것이다.

46) 10. ÛBCJJHHHKOB (1 962) PyCCKHIl .ny60K. M. , CC. 18-21; THE LUBOK. Russian Folk
Pictures 17th to 19th Century(1984) Leningrad , pp. 7, 92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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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림들은 정치적 풍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당시에는 뾰뜨

르의 개혁을 인정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구분하는 경계가 지나치게 극단적

으로 그어졌고， 둘 중 한 쪽이 “루복과 같은 일종의 선전적 무기가 없이 헤쳐
나가기에는 이념의 전쟁이 너무나도 격렬했다”깎)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결코 정치적 풍자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디테일들이
재차 개작되고 변형되면서

민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다. 그러므로 러시아적인 반(反)문화와 반세계를 담고 있는 루복 그림
들은 풍자와 유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자율적인 예술체계

자율적인 예술 체계로서 러시아 루복은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문화의 다
양한 발전 단계와 경로를 반영하고 있다. ‘루복’이라는 말 속에 축적되어 있는
모순된 평가들과 다양한 의미는 이 복합적인 양식의 예술작품을 러시아 문화
에서 중요하고 논쟁적인 한 부분으로 사고할 근거가 된다.

예술체계로서 루복은 우선 정보와 인식적 기능올 수행하는 광장의 볼거리
문화 매체이며， 그림과 글의

결합이

이루어낸 서사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루복의 유희적 본질은 인식적이며 장식적인 기능 못지않게 근본적인 기
능을 지닌 동시에 바로 그 예술체계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근거로 루복에 대
해 “예술올 능가하는 (Ha.axy.ao:t<eCTBeHHoe)" (소콜로프) 현상， 예술보다 고차원의

창작품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루복의

예술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축제성과 유희성을 논할 때 ‘유회’

는 주체 변에서 두 층위로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뒤집어진 세계’에 동
참하여

웃는 관객

입장에서의

유희와 창작 주체의

개인적인 해석을 결합하는 이른바 ‘창조적

훼손’의

입장에서

허구와 실수와

과정이다. ‘루복성(.ny 6o만

HOCTb) ’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무의식적 변화들이 집약되고 공동의 해석과 ‘속
삭임’이 이루어낸 결과일 것이다.

러시아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유형과 무형의 세
계를 토막 내어 루복의 틀 속에 축소시키는 작업은 특수한 미적 규범을 요구

47)

애. OBC Jl HHHKOB (1 962) , 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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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루복은 구비문화와 민중극과 축제의 산물이다. 존재 자체가 도시문화에，
인적이 많은 광장과 시장에 기대고 있는 루복은 유희의 분위기 속에서 집단
적이며 축제적인 행위에의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루복은 또한 주류문화가 ‘작은’ 문화 속으로 녹아들고， 글을 모르는
대중들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그 낯선 텍스트를 자신에게 완전한 것으로 만드
는 열린 예술 형식이다. 그렇기
세련미가 루복의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속성이

그림과 텍스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아닌 것이다. 따라서， 로뜨만의 지적

대로， 러시아 민속화가 주류문화에서 인정받는 조형 예술 형식들의 ‘유사체’가

아니라 ‘대립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루복의 미학적 본질에 침투할
수 없다.

또한 루복 속의 연극적 행위는 결코 현실화될 수 있는 연극이 아니

라 다만 ‘루복적 실제’(사코비치)로서만 가능한 것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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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PyCCKHA ny60K K&K xynOzecTBeHH&~ CHCTeW&

RH ,
npelIJJaraeMaJl

CTaTbJl

nOCB JlDleHa

TeMe

pyCCKOß HapolIHOß

XbeHI‘-C yr

KapTHHKß

"ny60K"

KOMnJJeKCHOrO ~aHpa. UeJJ~ lI aHHOß CTaTbß Jl BJJjj~TCJI npelICTaBJJeHße CTa-

KaK
Tyca

ny6Ka

Ha

KOHTeKCTe

pyCCKOß

XVll-XIX

KyJJbTypbl

BeKOB

ß

BblJl CHeHHe

ero Be lIy띠eß 3CTeTHqeCKOß ueHHOCTß.
CBoe06pa3ße ny6Ka KaK BßlI a ßCKyccTBa COCTOßT B COe lIßHeHßß ß306pa~eHßJI
ß

CJJOBa

ßrpOBoß
6ß03"

,

a

ero

TaK~e

CTOpOH.

1þ0JJbKJJOpHOrO ,

XYlIo~eCTBeHHoß

B3aßMOlI eßCTBßH

B

3HaqßT

,

ny60K

KO뻐yHßKaTßBHoß ，

npe lICTaB JJjj eT

c060ß

HapolIHOrO ß rOpO lICKOrO ßCKyCCTB

1þ0pMbl

npß06peTa~T lþyHKUI깨

3HaKOB

,

,

ßHφ。 pMaUßOHH。꺼

CBOerO

pO lI a

”

"CßM-

B Cßny qerO 3JJeMeHT bI

lIa~DlßX

3pßTeJJ~ nOH Jl Tße

06 ßHOM 06pa3e ß qy~OM eMY 3CTeTßqeCKOM HaQaJJe.
B3aßMOlIeßCTBHe 3pßTe JJjj C Hap。뻐 Oß KapTßHKoß npß06peTaeT
CJJOBaMH(C MblCJJaMß ß 3BYKaMß)
ny6Ka.

"Hrpa

CßCTeMa

,

1þ0pMßpyeT

ßrpbl CO

3aKJJ’OQeHHbI뻐 B c~~eTe ß xYlIo~ecTBeHHoß 1þ0pMe

C JJy6KoM" yCTaHaBJJßBaeT

KOTOpbIX

1þ0PMY

Tpa lIß Ußß

xYlIo~ecTBeHH뼈

Bocnpß Jl TßJI

ero

npOH3Be lI eHßJI.

Jl 3 b1 K

3JJeMeHTOB

,

XYlIo~ecT

BeHHblß Jl 3 b1 K Hapo lIHoA KapTßHKß OÔJJalIaeT nOBblmeHHOA yCJJOBHOCTb~ no OTHOmeHß~ K CBOßM oôpa3uaM: nyôOK 06paDl aeTcJI K Bo06pa*eH싸o

pyeT Kpyr TeM

,

1þ0pMß-

Bμ3 b1Ba~DlHX ßrpOBO엄 HaCTpoß y aYlIßTopßß. "TBOpQeCKa Jl nopQa"

npßeMa ß 06pa3a

,

T. e.

,

aKTßBHa Jl nepepa60TKa c~*eTa ß CTßJJjj 06pa3ua Be lIeT

K HaKOnJJeHß~ omß6oK ß BapßaUHß
CJJe lIOBaTeJJbHO

,

,

BblCOKOß

ß3MeHJI~빠iX ero XYlIo~eCTBeHHy~ lþopMy.

HapO lIHa Jl KapTßHKa K

aJJbHhlM CJJOeM pyccKoro o6Dl ecTBa
HOCT Jl Mß

3pßTe JJjj ß

KyJJbTypbl ,

,

XIX

Haß60JJee

HH blM ß

CTOJJeT 짜o 3aKpenJJJl eTCJI 3a COUß3aßHTepeCOBaHH찌M B ßrpe C ueH-

CJJOBaMß ,

3a

npocToHapO lIHbIM

3pHTeJJeM ,

~BYDlßM B ropO lIe ßJJß yCBaßBa~DlHM Tpa lIßUßß ropo lI cKOA ~ß3Hß. TaKßM o6pa3oM

ny60K

HOCHT

xapaKTep

ß306pa3ßTeJJbHblM

,

HOBoro

BßlI a

ßCKyccTBa

CJJOBeCHbIM ß TeaTpaJJbH뻐.

,

npoMe~yTOQHOrO

,

Me~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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