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민속축엘에 나타난 

인간과 영 (靈)들의 흐로노토프 

고골의 『지칸카 부근마을의 야회』 연구* 

조 혜 경** 

“ ... Y õora eCTb llllHHHa51 JleCTHHlla OT HeÕa }l0 CaMOß 3eMJIH. 

Ee CTaHOB5IT nepeJl CBeTRhlM BOCKpeCeHHeM CB5IT~e apXaHrenH; 

H KaK TOnbKO õor cTynHT Ha nepBYffi cTyneHb 

Bce HeqHCT~e JlyXH nOneT5IT CTpeMrnaB H KyqaMH 

nonanaWT B neKnO, H OTTOrO Ha XpHCTOB npa3ßHHK 

HH o,aHoro 3JlOrO ßyxa He 6b1BaeT Ha 3eMJle." 

‘ ... 신에겐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연결된 샤다리가 있어. 

신성한 천사들이 찬란한 부활 전에 그것을 세워놓지; 

신이 첫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모든 더러운 정령들은 

황급히 달아나고 무더기로 지옥불에 떨어져. 

따라세 그리스도 축얄엔 이 땅에 악한 정령이 하냐도 없게되지” 

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MaßCKa51 HOqb, HnH YTOnneHHHua)J 

중에서 레브코(JJeBKo)의 말(이탤릭체는 필자의 것) 

지금까지 고골의 초기 작품， 특히 ‘지칸카 연작’이라 불리는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회 (Beqepa Ha xyTope ÕnH3 llHKaHbKH).!l (1830-1832) 1)에 대한 연구는 

* 본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국내외 지역연구 지원에 
의 해 연구되 었음(KRF-2002-072-BS2073). 

** 고려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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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골의 우크라이나 민속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독일 낭만주의 미학(티크(L. 

Tieck) t-]- 호프만(Hoffman) 등)의 영향이 반영된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고，2)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고골이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이 

고 그가 그 당시 우크라이나 출신의 다른 작가들의 민속적 색채가 강한 작품 

들 - 코틀랴랩스키 (H. n. KOT~peBCKHA)의 『에네이다(EHeAlla)JJ ，3) 가라시킨의 

송시 (rapaCbKHHble Ollμ) ， 굴락-아르테몹스키 (rynaK-ApTeMOBCKHA)의 우화， 소모 

프(0. COMOB), 포고 렐스키 (A. norOpenCKH때)의 작품들 등 - 에 지 대 한 관심 을 보 

였다는 사실과， 그 당시 러시아 문단에 유행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문화와 민 

속에 대한 관심은 고골을 그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 비평계에서 그를 ‘진정한 

우크라이나 작가’4)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고골 작품에 나타난 민속적 

모티프(민요， 민담， 인형극 등둥과의 연관성)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이다. 즉， 고골 텍스트에 나 

타난 민속적 모티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속， 문화와의 유사성을 발히려는 시 

도는 있어 왔으나5) 고골이 우크라이나 민속에 대해 가지는 태도(엄밀히 말해 

1) 이 작품에 대한 국내 번역서에는 작품 제목을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화』라 번역하 

였지만， 필자는 ‘Beqepa’를 ‘야회’라 번역하기로 하겠다 

2) 이러한 연구의 예로서 V. Gippius(1971) Gogol, Providence: Brown u.P. , pp. 7-40; 

K. MOqyncKHß.(1934) LlyXOBH.없 nyTb roro.RJI, Paris: YMCA Press, pp. 16-43 등을 

들 수 있다. 
3) 이 작품에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하고 재치 있는 젊은이인 주인공 에네이의 원정이 
나타나 있다. 고골은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회』 중 r소로친의 시장(COPOqHHCKaJl 

JlpMapKa)J 의 3장과 8장의 첫 부분에서 이 작품을 제사로 인용하고 있다. “배 6aq때， 

BiH JlKHß napHHme? Ha cBiTi TpOXH eCTb TaKHX. CHBHXy TaK, MOB 6pary, xJJHll\e!(보아 
라， 대단한 청년이 아닌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드물지. 보드카를 맥주처럼 들이붓 

네 !)"(H. B. roronb(1997) H3φ CO 'l. B 2 T. M. , T. , 1, c. 19); “nill*aB xBicT, MOB co-

6aKa, MOB KaiH, 3aTpyc뻐Cb YBecb;h Hoca nOTeKJJa Ta6aKa.(개처럼 사타구니에 꼬리 

를 감추고 카인처 럼 떨며 콧물을 흘렸다)."(c. 31) 앞으로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안 

에 권수와 페이지 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4) 고골이 우크라이나의 전설 민담 민요 민속 등에서 러시아의 민족성과 민족정신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일련의 비평가들 - 푸쉬킨 (A. c. nym재H) ， 폴레보이 (H. A. 

nOJJeBOß), 나제쥐닌 (H. H. Hanell<HHH), 불가린-샌롭스키 (BYJJrapHH-CeHKOBCKHß) ， 벨린스 

키 (B. r. BeJJHHcKHß) 등 - 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M. B. XpanQeHKo (1993) H. rOrO.Rb . .RHTeparypHbl앙 nyTb. 

Be.RH'IHe nHCa. Te.πJI， MOCKBa. CC. 141-14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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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텍스트 내에서의 민속적 모티프의 변용)와 그것의 의미를 고골 시학 내 

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는 미미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에 활용되는 민 

속적 모티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티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가 하는 점이다.6) 본고는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고골이 우크라이나 민속의 

모티프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민속의 

5) 이러한 연구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논문들이다. 엄충섭(1993) r 이반 쿠팔 

라 전야 - 셜화의 소설적 변용J，러시아 문학의 이해: 푸쉬킨과 고골~， 한국 슬라 

브문학회 편， 서울: 민음사， 143-169쪽， 이영범(1991) r고골의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화~ - 민속적 특성을 중심으로J ， 한국외대 석사 학위 논문 A. B. CaM뻐뼈Ha 

(1979) “K np06J1eMe rOrOJleBCKOro !þOJlbKJlOpH3Ma", PyccKaJl ßHreparypa, No. 3. CC. 

61-80; B. H. 3뻐HJlUKOBCKHR(l990) ， “naCH'IH싸 PylIblR naHbKo," PyccKaJl pe 'lb, No. 1. 
CC. 133-139; K. A. KapneHKo(1993) 0 HapollHOCTH H. B. roro.!1Jl, KHeB.; C. B. AJleKCaH

lIpOB a (200 1) “nOBec깨 H. B. roroJIJI H HapolIHaJl 3peJl뻐HaJl KYJlbTypa", PyccKaJl ßH

reparypa , No. 1. CC. 50-65; B. E. BeTJloBcKaJl (2001) “TBOp'leCTBO roroJIJI CKB03b 

npH3MY npo6J1e뻐 Hapo뻐OCTH" ， PyccKaJl ßHreparypa, No. 2. CC. 3-24; o. ll. KpacHo-

6aeBa(2001) “n03THKa paHHero roroJlJl " , lIHCC ... KaHlI. 빼J10Jl. HayK. KHeB.; A. C. KH

'1eHKo(1993) “npo6J1e뻐 IþoJlbKJlOpHOrO npOTOTHna B paHHHX nOBeCTJlX H. B. roroJIJI ," 

뻐CC. KaHlI. 빼J10Jl. HayK. KHeB.; 10. Bapa6am(1995) nO'lBa H cYllb6a roroßJI H yKpaHH

CKaJI ßHreparypa y HcrOKOB, M.; o. I. BiJleUKHR(1954) rorOßb 1 yKpaïHcbKa JTÍrepa

rypa XIX cr, KHeB.; n. φH재n。뻐'1(1952) YKpaïHcbKa CrHXHJI B rBOp'lOCn roroßJI, 
BiHHiner; H. Kpy패KOBa(1949) TBop'lÎcrb roroßJI ra ïï 3Ha 'leHHJI ll.!1Jl yKpaÏHcbKoi 

JTÍreparYPH, K.; M. Malik(199이 "Vertep and the Sacred/Profane Dichotomy in 

Gogol’s Dikan’ka Stories," SEE], vol. 23, No. 3. pp. 332-347; P. A. 

Karpuk(1997) "Gogol’s Research on Ukrainian Customs for Dikan’ka Tales," 

The Russian Review, vol. 56(ApriD, pp. 209-232. 

이 중에 서 P. A. Karpuk의 논문은 우크라이 나 민속에 대 한 고골의 지 식 이 어 디 

서 기원한 것인지를 밝히면서 『지칸카 마을 부근의 야회』에 나온 우크라이나 민 

속， 관습과 문화 중 사실(현실)과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고골이 우크 

라이나 민속적 특성을 잘못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밝히고 있 

진 않다. 예를 들어 그는 고골이 r오월의 밤(Ma꺼CKaJl HO'l b)J 에서 젊은이들이 노래 

하는 장면이 저녁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에선 이튿날의 노동을 위해 저녁 

에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과 콜랴드카(KOJlJllIKa)의 성탄절 노래는 성탄절 이브가 

아니라 성탄절 당일에 불려진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처제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페치카 위에서 자고 있다는 점은 잘못된 예로 들고 있다. P. A. Karpuk(l997), pp. 

225-231. 
6) 막스 뤼티 (1978) f유럽의 민화~， 이상일 옮김， 중앙일보사， 1978,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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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는 고골의 세계관과 역사관 더 나아가 종교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변 

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우크라이나 민속적 모티프 

의 변용 메커니즘을 살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골을 ‘우크라이나 작가’로 자리매김 

하게 만든 초기작 『지칸카 마을 부근의 야회』 중 우크라이나 민속 축일로서 

연 례 적 인 의 식 , 혹은 세 시 풍속(KaneHnapHwe OÕp~따)을 주요 모티 프로 삼고 있 

는 세 이야기， 즉 「이반 쿠팔라의 전야(HaKaHyHe HBaHa Kynana)J , r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MaRcKa~ HO 'lb, HnH YTOnneHHHl.\a)J , r 성 탄 전야 (H 

。'1b nepen pO)((neCTBOM) J 를 중심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속 축일이 고골의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것의 변용이 그의 시학 전반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2. 

『지칸카 마을 부근의 야회』를 분석함에 있어 연작(連作)으로서 이 작품이 

가지는 예술적인 단일성과 구성원리를 찾으려는 연구는 이미 진행되어 왔다. 

예를 틀어 말릭 (M. Ma1ik)은 이 작품의 구성 원리를 베르웹 (BepTen)과 유사하 

게도 진지함과 희극적인 것， 성스런 것과 속된 것의 교차로 보았고， 엄충섭은 

이 작품이 성격이 서로 상이한 두 화자인 포마 그리고리예비치 (φOMa rpHrOpb 

eBH'I)와 마카르 나자로비치 (MaKap Ha3apOBH'I)의 세계로 분리되며 구성적인 측 

면에 있어서 그것은 ‘폐쇄된 사슬 구조’로 나타나， 각각의 스토리가 서로를 패 

러디하며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었다.7)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이 연작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7)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M. Malik(I990), pp. 332-347; 엄충 
섭(1993) ， 76-99쪽. 한편 지칸카 연작의 1부와 2부에서 상이한 두 화자의 대비와 

긴장을 논한 연구는 콕스(G. Cox)에 의해 이뤄졌는데 그는 포마 그리고리예비치를 

농촌 화자로， 마카르 나자로비치를 도시 화자로 구분하면서 그들은 각각 자신의 

세계관과 사회， 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 Cox(1980) “Geographic, Sociologica1, and Sexua1 
Tensions in Gogol ’s Dikan'l‘a Stories," SEEJ, vol. 24, No. 3, pp. 219-232를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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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수집가이자 편집자인 루되 판코(PYllblR naHbKO)에 대한 분석과 그가 고 

골과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지칸카 마을 부근의 야회』는 벌치기인 루되 판코가 수집한 8 편의 독립된 

이야기를 수집한 일종의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루되 판코의 말은 1부와 2부 

의 서문에 나온다. 루되 판코와 작가 고골과의 유사성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 

된 바 있다.8) 실제 고골은 어린 시절 머리가 불그레한 빛을 띠었는데 우크라 

이나어의 ‘PYllNR’9)는 러시아어의 ‘PbIlI<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서 ‘서커스의 어릿광대’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즉 루되 판코는 어릿 

광대의 마스크를 쓴 어린 시절(우크라이나 시절)의 고골의 분신인 것이다.10) 

이는 자신에게 우크라이나의 민담을 들려주는 친할아버지의 잔영과 서커스 

공연에 나오는 이야깃꾼 광대의 모습이 오버랩된 형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루되 판코는 어린 시절의 고골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의 

나이를 연상시키는 70세에 가까운(2부의 서문에서 그는 자신은 물론 아내까 

지도 정확한 나이를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벌치기로 등장한다. 루되 판코 

의 직업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벌꿀은 천상의 깨끗하고 

성스런 음식으로서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된다 1 1) 이러한 신성한 벌꿀을 모으 

는 별치기는 시골의 야회를 통해 음담패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정령들의 이야기， 우크라이나 전통적인 민담이나 전설들을 수집한다. 벌치기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여드는 것은 마치 벌들이 꿀을 가 

지고 벌치기에게로 날아오는 것 같다. 별치기가 벌들로부터 꿀을 모으듯이 그 

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늘 이야기의 소재를 다른 사람에 

8) 이러한 논의들에서 주장된 것은 먼저 판코(naHbK이라는 이름은 고골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파나시야(때aHaCHJI)(이를 우크라이나어로 하면 naHaca가 된다)였고 고골 

의 아버지의 이름은 naHaCOB뻐였으며 고골은 naHaceHKO로 불렸는데 이를 줄여서 

사람들이 naHbK。라 불렀다는 것이다. B. JI. 3BHHJlUKOBCKHlI(1990), c. 133; H. 30J10-

TycCKHlI (1979), roroJ1b , M., c. 117. 

9) 사의슈키나는 ‘PY뻐n’의 의미가 PYlIa(KpOBb, 즉 피를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생 
명 력 을 상정 한다고 보고 있다. A. B. CaM뻐KHHa(1979) ， CC. 68-70. 

10) 라카프라는 어릿광대 바보 혹은 악한은 축제가 일상 생활에 보내는 가면이고 소설 

가는 그들의 가면을 쓴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소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럴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가면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소설가가 ‘자기 자신이 아 

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도미니크 라카프라(1995) r바흐친， 마르크스주의， 그 

리고 축제적인 것 J，바흐친과 문화 이론.ß， 여홍상 엮음， 문학과지성사， 194-195쪽. 
11) M. PIO빼Ha (1998) Ta.BHa. CMexa. HJ1H 3CTeTHK8. KOMHl.feCKOrO, M., C.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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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구하고자 했던 작가 고골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람들의 반용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Benb ~ 3Ha~ BaC: CTaHeTe CMe~TbC~ Han CTapHKOM. HeT, He xo~y ’ npom.aA

Te! nOJlrO, a MO*eT 6h1Tb COBCeM, He yBHnHMC~. na ~TO? Benb BaM BCe paBHO, 
XOTb 6h1 H He 6ω10 COBceM MeH~ Ha CBeTe. npoAneT ron, npyroA - H H3 Bac 

HHKTO nOCJle He BcnOMHHT H He no*aJleeT 0 CTapOM nac배HHKe PynoM naHbKe. 

물론 난 당신들을 알아: 노인네를 비웃겠지 아니， 원치 않아! 안녕히’ 오 

랫동안 아니 절대 만나지 맙시다. 그게 어째서? 내가 잇 세상에 없다고 해도 

당신들은 태평할 테니. 한 해가 지나고， 또 한해가 - 이후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늙은 별치기 루되 판코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 거고 아쉬워하지 않겠 

지.(1， 96) 

이러한 루되 판코의 염려와 걱정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알로프(B. AJJOB)라는 펼명으로 『한스 큐헬가르텐(raHl.\ KJoxeJlbrapTeH)~ 이 란 포 

에마를 출판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했던 모습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민속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이를 작품으로 출판하 

게 된 고골 자신의 심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고골은 『지칸카 

마을 부근의 야회』를 집필하던 1830년대 초에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 당시 

문단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민속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출판되어 유행 

하고 있었다 12) 한 번의 뼈아픈 실패를 겪은 고골에게 당시 문단의 유행을 따 

르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었을 것이다. 당시 유행하던 

작품들은 민속적인 모티프를 작품의 슈셋과 인물 형상， 스토리 구도 등에 다 

각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당시 낭만주의 테마로 중시되었던 ‘민중 

의 혼 (.llYX Hapolla)’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게다가 기피우스(B. 대IIIIH-

12) 예를 들면 포고렐스키어. nOrOpeJlbCK뼈)의 『분신 혹은 소러시아에서의 나의 야회들 

(nBoAHHK HJlH MOH Be~epa B MaJlOpOccHH)~ 소모프(0. COMOB)의 『소러시아의 전설 

(MaJlO-pOCCHACKoe npenaHHe)~. ~소러시아의 실화(MaJlopOCCHACKa~ 6h1Jlb)~ ， ~소러시아 

이야기 (MaJlOpOCCH꺼CKa~ nOBecTb)~ ， 폴레보이 (H. nOJleBoA)의 『새로운 서문이 있는 옛 

날이 야기 (CTapHHHhle CKa3KH C HOBhlMH npHCKa3 KaMH)~. 포고진 (M. nor。따H)의 r카자 

크인 루간스키 의 공상적 이 야기 들(OhlJlH H He6h1JlHUhl Ka3aKa J1yraHcKoro)~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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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의 주장처럼 낭만주의식의 스카즈， 출판업자， 연작화Ú.\HKJlH3a따JI)의 모티프 

는 고골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3) 뿐만 아니라 고골은 네진 (HelKHH)의 

김나지움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민속과 언어 문학 등에 관해 모아 놓은 『모든 

잡다한 것에 관한 책 혹은 일상에 관한 백과사전(KHHra BCJl KOß BCJlqHH~ HJIH 

nO.llpyqHaJl 3Hl.\HKJlOne따JI) .!I 14)을 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축일과 풍습， 의식주 

문화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해 하고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 

은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1829년 4월 30일 고향에 계신 어머 

니 15)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속 중 콜랴드카(KOJIJI .llKa)와 이반 

쿠팔라， 루살카 및 결혼 풍습， 전통 의상에 관한 정보를 줄 것올 부탁하였다. 

B CJle~.eM nHCbMe JI O*Hna~ OT BaC OnHCaHHJI nOJlHOrO HapJlna CeJlbCKOr。

nbJlqKa, OT BepXHOrO nJIJITbJl nO caMhIX CanOrOB C nOHMeHOBaHHeM, KaK 3T。

Bce Ha3YBaJlOCb y CaMhIX 3aKOpeHeJ머X， caMhIX npeBH없， caMhIX HaHMeHee nepe

MeHHBmHXCJI MaJlOpOCCHJlH; paBH뻐 06pa30M Ha3BaHHe nJlaTbJl, HOCHMOrO HamH싸! 

KpeCTbJlHCKHMH neBKaMH nO nocJlenHell J1eHT퍼， TaK*e HMHemHYMH 3aMY*HHMH H 

MY*KaMH. BTOpaJl CTaTb꺼 Ha3BaHHe TOqHOe H BepHOe nJlaTbJl HOCHMOrO nO 
BpeMeH reTMaHCKHX. BY nOMHHTe, pa3 MY BHneJlH B Hamell uepKBH onHy neBKY, 
OneT)'IO TaKHM 06pa30M .. 

E.e 06CTOJlTeJlbHOe OnHCaHHe CBanb6Y He ynyCKaJI HaHMane때HX nonpo6-

HOCTell... E빼e HeCKo.π'bKo. CJTo.B 0. KOπ'JJOK4X， 0. HB4He Kyn4JTe, 0. pyCaJTK4X. ECJTH 

eCTb, KpoMe To. r o., K4KHe-JTH60. nyXH HJTH Oo.Mo.BbI, To. 0. HHX n o.opo6Hee C HX 

H43B4HHJlMH H oeJT4MH; MHo.:tæCTBo. Ho.CHTCJI Me*l1}' npoCTbIM H4po.OHo.M no.BepHκ 

CTp8./llHbIX CK434H깨 npe04HH.κ p43뻐α 4HeKOo. To.B, H npo의 H npo'l. .. H4 3TOT 

C.ny'l4it, H 'lTo.따 B4M He 6bll10. TJlr o.CTHo.... Co.BeTylO HMeTb Ko.ppeCno.HoeHTo.B B 

13) B. rHnnHyc(1924), ro.r o.JTb. J1., c. 27. 
14) P. Karpuk의 주장에 따르면 고골이 참고한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은 파블 
롭스키 (51. naBJlOBCKHII)의 『소러시아 방언의 문법 (rpaMMaTHKa MaJlOpOCCHllcKoro Ha

pe때JI)A ， 쿨진스키 (H. r. Kyll*HHCKHII)의 『소러시아 마을(ManopoCCHIIC KaJl nepeBHJI)~ ， 

막시모비치 (104. MaKCHMOBHq)의 f소러시아 민요들(MaJlopoCCHllcKHe necHH)~ ， 마르케비 

치 (MapKeBHq)의 r우크라이나의 멜로디 (YKpaHHcKHe MeJlO,llHH) A, 샤폰스키 (A. malþoHcK때) 

의 『체르니고프스키 관구의 지형학적인 묘사(4epHHrOBCKoro HaMeCTHHqeCTBa Tono

rp때HqeCKOe onHcaHHe)~등이라고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P. Karpuk(1997) , pp. 

209-225 참조 

15) 고골의 어머니가 고골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H. ll. 

EpMaKoB(l999) flCHX0.4HaJTH3 JTHTep4Typ.κ fly8/KHH ro.r o.JTb. 1I00cTo.eBcKHit, 104. , CC. 

165-180; B. Ha6oKoB (1998) π'eKIÆHH n o. pycCKo.R JTHTep4Type, 104. , CC.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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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ðJHbIX MeCTðX HðmerO nOSeTð. 

다음 편지에서 당신께 기대하는 것은 농촌 처녀의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전통적이고 시골스런， 그리고 가장 덜 근대화된 처녀의 겉옷에 

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명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농촌 여자들과 농군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의 명칭과 탱기 하나하나까지 말 

이예요. 두번째는 게트만 시대 이전에 입었던 의복의 정확하고 바른 명칭이 

예요， 언젠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처럼 차려 입은 아가씨를 보았던 일 기억하 

시잖아요 ... 그리고 결혼식 상황의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마세요 ... 콜랴다， 

이반 쿠팔라， 루살7'1에 관한 것도요. 그외에도 정령이냐 가신에 대한 것도 

있으면 그것들의 명칭l과 그들의 일에 대해서도 부탁드려요; 소박한 만중들 

샤이에서는 많은 신앙과 무서운 이야기， 전절， 다양한 에피소드들 등등이 있 

지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깨 외해 .. , 유리 군의 여러 지역에 통신원(정 

보수칩71--논문 저자 주)들을 둘 것을 권합니다.16)(이탤릭체는 필자의 것) 

이처럼 고골은 우크라이나 민속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 민속적인 디테일과 사건(결혼 의식， 축일 행사 동)， 상황 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텍스트에 삽입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민속에 관한 책과 어머니 그 

리고 통신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 결과는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실제로 r이반 쿠팔라의 전야J，무서 

운 복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나오고 「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에서는 루살카 요정담이 r성탄 전야」에서는 콜랴다와 

연관된 풍습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축일은 인간뿐만 아니라 정령들의 세계와도 연관된다. 고골 

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정령의 존재를 믿었고 정령들 중에도 선한 정령 

과 악한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령들의 세계에도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염 

두에 두고 세 이야기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분석에서 초점을 둔 것 

은 인간과 정령들의 세계가 우크라이나 세시풍속에서는 대등하게 서로 병행 

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고골의 세계관과 종교관과 연관된다는 점 

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정령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은 바로 신이기 때문이 

다. 고골이 보기에 신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사다리를 놓아 정령들을 인간 세 

16) H. B. foroJlb(1949) no찌 COφ co의 s 14 T, M., T. 10, c.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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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보내고 세시풍속이라는 흐로노토프에서 인간과 정령이란 배우들을 조정 

하는 무대감독과 같은 존재이다17). 따라서 우크라이나 세시풍속은 고골에게 

있어 민속적인 의미 외에도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러한 전제를 감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 

2. 1. 인간과 악마의 축제-이반 쿠팔라의 전야 

r이반 쿠팔라의 전야」는 화자인 포마 그리고리예비치의 할아버지가 들여준 

괴 담으로서 사람의 형 상을 한 악마 바사브류크(EacaBplOI<)가 서 로 사랑하는 두 

남녀 페트로(neTpo)와 피도르카(n때opI< a)의 결합을 방해하고 페트로를 유혹하 

여 파멸에 빠뜨리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민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 

편적인 테마’이자 인물 설정으로서 사랑하는 연인들과 그들의 방해 세력으로 

서 악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악마는 주인공에게 그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 

시하고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된다 18) 하지 

만 민담에서 주인공이 목적한 것을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달 

리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파멸한다. 이는 주인공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과제의 수행여부가 아니라 과제를 부여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 

요하게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마인 바사브류크가 페트로에게 부과한 

과제란 이반 쿠팔라의 전야에 곰 골짜기에 가서 일년에 한번 꽃이 피는 고사 

리꽃을 꺾어 오라는 것이다. 페트로는 이 과제를 수행하였지만 결국은 악마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17) 고골의 종교관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골의 종교관 형성에 
영향을 준 사람은 폴란드 예수회 교단의 대학을 모델로 하여 세워진 키예프 아카 

데미에서 수학한 고골의 부계와 모계의 조부와 폴타바 신학교 출신의 아버지이다. 

뿐만 아니라 고골은 1821년부터 8년간 네진 김나지움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고골은 

예수회 설교사들， 보시에(J. Bossuet), 페넬롱(F. Fenelon), 보다루(L. Bourdaloue), 

마시용(J. Massillon) 등의 책을 접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 
Maguire(1994) Exploring Gogol, Stanford: Stanford u.P., pp. 83-84; G. Shapiro 
(1993) Gogol and Baroque Cultural Heritage , Pennsylvania: Pennsylvania u.P. , 
pp. 12-13를 참조하라. 

18) V. Propp (1968) Morp!wlogy of folklore , Austin and London: Texas u.P., pp.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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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쿠팔라는 동슬라브족의 하지제로서 6월 24일이다.19) 이날 태양을 상징 

하는 불과 대지를 상징하는 물의 결합 의식이 행해졌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서는 이날 여인들이 쿠파일로(KynaßJlo) , 쿠파일리차(KynaßJlHUjJ) , 길체 (riJlbue) ， 

마레나(MapeHa)라 불리는 나무를 장식하고 그 주위에서 노래하고 윤무를 추 

었으며 청년들은 그 나무를 베어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상징했다 

고 한다. 이외에도 밀짚으로 여자 인형을 만들어 꽃이나 잎 등으로 그것을 장 

식하고 나서 불에 태우거나 강에 버렸다. 여자들은 화환을 강에 던지면서 자 

신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였다. 만일 화환이 빨리 흘러가면 그것은 곧 결혼을 

하게 됨을， 만일 그 화환이 강가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서 미래의 남편이 나타 

나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날 숨어 있던 요녀 

들이 사악한 힘을 가지고 가축들에게 해를 입히고 민둥산에서 축제를 연다고 

여겼다. 이날 밤 자정에 1년에 한 번 꽃이 피었다가 지는 전설의 식물인 노란 

색 고사리를 꺾는 사람은 신비한 힘을 얻게 되고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며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력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가 부를 얻게 되긴 하지만 행복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 은 아니 라고 한다.20) 

실제로 고사리를 쩍은 페트로는 부를 획득하고 사랑하는 여인 피도르카와 

의 결혼에 성공하지만 나중에는 악마에 의해 한 줌의 재로 변하고， 그의 아내 

인 피도르카도 순례의 길올 떠나게 된다. 여기서 고사리를 꺾는 행위는 쿠팔 

라 축제의 취지인 ‘자연과의 합일’을 거스르는 것이며 이것을 사주한 악마 또 

한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부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외형상 우크라이나의 축일인 이반 쿠팔라에 얽힌 전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정 

령으로서 악마 바사브류크의 형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B 3TOM-TO xyTope nO l< a3 b1Ba.llC!I qaCTO qe.llOBe l<, H.IIH, .IIyqme, llbJlBO.ll B 

19) 고골의 텍스트에서 고사리꽃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은 6월 24일이 아년 6월 23일에 
일어나는데 이는 기독교가 수용된 이후 생겨난 쿠팔리니차와 기존의 이반 쿠팔라 

의 제일을 혼동한 것에서 비롯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엄충섭 (1993) ， 154-155쪽 

참조. 

20) YKpaHHIJ.찌2000) nOll. pell. H. C. nO.llHmyK, A. n. nOHoMapeB, M., CC. 4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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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JJOBe'leC I<OM 06pa3e. OTl<Ylla OH, 3a'leM npHXOllHJJ, HHI<TO He 3HaJJ. ryJ1JteT, 

nbJIHCTByeT H Bl1Pyr nponaoaeT, KaK B BO.ay, H C.까YXY He r. Tau, r JUll1b-CHOBa 

6Yl1TO C He6a ynaJ1, pUCKaeT no y J1HUaU CeJ1a, KOTOporO Tenepb H CJ1el1y HeT 

H KOT야기oe 6b1.π'0， μ'O)#(eT， He l1aJTbUle CTa U1arOB OT lIHKaHbKH. nOHa6epeT 

BCTpe'lHbIX Ka3aKOB: XOXOT, neCHH, l1eHbrH CUn.l1JOTCJI, BOI1Ka - KaK BOl1a… 
npHCTaHeT, CíhlBaJJO, 1< I<paCHhIM lIeByml< aM: HallapHT JJeHT, ceper, MOHHCT-lIeBaTb 

Hel<Ylla! npaBlIa, '1TO I<paCHhle lIeByml<H HeμHoro npH3any뻐BaJJHCb ， npHHHM~ 

nOllapl<H: Cíor 3HaeT, MO)[(eT, B caμ。M lIeJJe ßepemJJH OHH '1epe3 He'lHCThle pyl<H. 

아무튼 그 무렵 에 이 마을에 자주 사나이 아니 사나이 라기 보다는 사람의 

형상올 한 악마가 나타났다. 도무지 그것이 어디서 무엇하러 오는 건지 아무 

도 아는 이가 없었다. 줄에 취한 사람처럼 떠들다71는 갑자기 물 속에라도 

들어깐 것 마냥 장장해꼈다. 그런가 하면 돌연히 하늘에서라도 내려온 듯 Ã/ 
칸카와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길을 빠르게 걸어71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냐 

가는 카자크인들을 모아 놓고 야단법석을 떻고 돈을 뿌리고 보드카를 들이 

웃는다 ...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다가가기도 했다: 리본， 귀걸이， 목걸이 둥을 

선물하곤 했다그것들을 둘 데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아가씨들은 선물을 

받으며 잠시 생각한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더러운 손올 통해 전해지는 것 

이라고 신만이 안다.(이탤릭체는 논문저자의 것임 )(1 ， 43) 

즉 인간의 형상을 한(럽수룩한 머리와 황소의 눈을 가진) 바샤브류크를 특 

징지을 수 있는 것은 술올 마시고 주연에 참가하고 돈을 미끼로 인간을 유혹 

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반 쿠팔라 축일 전야에 재물을 

미끼로 술집에서 보드카에 취해 있는21) 페트로를 유혹하였다. 다시 말해 그도 

인간의 여홍， 축제， 축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술과 여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 인간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페트로와 피도르카의 결혼 피로연 장면은 바 

로 이러한 카니발을 연상시킨다. 과제를 수행하고 부와 사랑을 얻은 페트로의 

결혼 피로연이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페트로에게 다가올 불행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Ha '1HyT, 6h1BaJJ。’ Hapj!)[(aTbC j! B xapHf50)[(e ThI MolI, Ha '1eJJOBe l<a He ßOXO)[(H! 

Y)[( He '1eTa HhlHemHHM ßepeOlleBaHHj!M, '1TO 6h1BaIOT Ha CBallbBaX Ha마{X. 4TO 

Tenepb?- TOJJbl<O '1TO 1<0p'laT l.\hIraHOI< lIa Moc l< aJJell. HeT, BOT, CíhlBaJJO, 0마H 

21) 여기서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만 

드는 매체로 기능한다. 또한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악마의 속성 중 하나다. 예를 들 

어 r소로친의 시장」에서 파라스카를 유혹하는 청년은 술을 잘 마신다. 체레비크는 

이러한 그의 모습에 반해 악마에 비유되는 그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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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HeTC~ *1I1101d, a lIPyroll 'lepTOM, Ha 'lHyT CnepBa LfeJ10Ba TbCJ1, a nO c.πe 

yXBJ1TCJ1 3 a 매'f:fu •• 50r C Baldll! CMeX Hanal1eT TaKOil, 'lTO 3a )/(J{BOT XBaTa

embCJ1. nOolleHyTcJI B Typel.\I<lIe 11 TaTapC I<lIe nJlaTbJl: BCe rOpllT Ha HIIX, I<aI< 

*ap ... A KaK HB 'lH}'T I1YpeTb l1a CTpoHTb mTyKH. •. H)', TOrl1a XOTb CBJ1nα 

BblHOCH. C TeTI<oll nOI<OIlHOrO lIella, I<OTOpa찌 caMa ðWIa Ha 3TOII CBallbðe, 
cnyQIlJlaCb 3aðaBHaJl IICTOp뼈 ðWIa OHa OlleTa TOrlla B TaTapCI<Oe nJlaTbe 11 C 

QapI<OIO B pyI< aX yrolllaJla COðpaHlle. BOT OllHOrO lIepHyJl nyI<aBhllI OI<a TIITb ee 

C3allll BOllI<OIO; lIPyroll, TO*e, BlIlIHO, He npOMaX, BhlCe I< B Ty *e MIIHyTy OrHJI , 

lIa 11 no*er… nJlaMJI BcnhIXHyJlO, ðellHaJl TeTI<a, nepenyraBmllcb, lIaBall cðpachI

BaTb C ceðJl, nplI BCeX, nJlaTbe". mYM, XOXOT, nOI1HJ1J1CJ1, KBK HB J1pμ'apKe. 

CJlOBOId, CTapllI<1I He 3anOMHIIJIII HIIKOrlla e띠e TaKOII BeceJlolI CBallb6h1. 

가장이 시작되고， 맙소사! 저마다 자연을 썼는데 그것도 사람의 얼굴 모양 

이 아니다. 아무튼 지금의 가장은 과거의 결혼식 때 했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지금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집시와 러시아 병사 흉내 정도다 그 

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분장하면 다른 사람은 악마 

로 분장하고 처음에는 커스를 하다71 나중에는 머리를 쥐어플는다. 세상에 ! 
샤람들은 배합이 빠질 정도로 곳어댄다. 터키인이나 타타르인의 복장을 하기 

도 한다: 모두들 열기에 휩싸인다". 바보짓을 하고 농당이 시캉된다 .. 조금이 

라포 정스런 것은 던져버린다 이 결혼식에 참가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숙모 

에게 우스운 일이 있었다: 그녀는 타타르인 복장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술잔 

을 권하고 있었다. 어느 교활한 사람이 그녀의 뒤에 보드카를 부었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다 고의로 불을 붙여서 옷이 타버렸다 ... 불길이 타올랐고 가없 

은 숙모는 너무 놀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옷을 벗었다 ... 시장 바당에서처럼 

소음과 웅읍소리깨 들렸다. 한마디로 말해 노인들은 그처럼 유쾌한 결혼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이탤릭체는 논문저자의 것임 )(1 ， 51)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로연의 축제는 웃음과 소음이 가득하고 가면을 통 

한 변장이 가능한 공간이며 모든 성스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흐로노토프다. 악 

마인 바샤브류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다니듯이 이번에는 인간이 악마로 변 

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지옥을 연상시키듯이 사람들이 열기， 

불22) 속에서 서로 바보짓을 하며 흥겹게 놀다가 유대인과 악마의 가면이 서 

로 싸운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악마 바샤브류크가 자기의 계략대로 페트로 

22) 불의 상징적인 의미는 신적이며 악마적이고 창조적이며 파괴적이라 한다. 그것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 무지， 환영， 죽음을 불태움， 부정 

한 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으로서 진리와 지식을 나타낸다. 진 쿠퍼 (1994) r그림으 

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J ， 이윤기 옮김， 까치， 134쪽. 이처럼 축제에서의 불은 

그 축제와 더불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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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연회를 즐기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악마는 술과 불 웃음， 소음， 가면 바보짓이 있는 인간의 축제를 즐 

기며 그 축제를 자신의 악 혹은 장난을 행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비극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 

려하고 유쾌한 결혼이 끝나고 얼마 뒤 페트로와 피도르카는 파멸한다. 바로 

이점에서 축제는 인간과 악마의 축제이며 유쾌함과 슬픔의 교향악이라는 점 

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반 쿠팔라’라는 민속 축일 혹은 축 

제가 인간이 일상의 굴레를 벗기 위한 자유와 해방의 흐로노토프이자 ‘유쾌한 

상대성’의 공간이지만 그와 더불어 악마의 축제 지옥의 연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축제의 공간에서 인간은 악에 빠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불행 

을 맛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축제의 열광， 광기는 기존의 모든 질서(법， 규범， 

도덕， 관습 등)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불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방시키고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 의지와 행복을 누렬 수 있을 것 같 

은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랑의 지적처럼， “축제는 이성과 열광의 영 

사이를 움직인다. 그것은 유일한 진리나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성 

을 합리화하는 것이다”정) 

r 이반 쿠팔라의 전야」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민속 축일의 모티프는 인간의 

축제인 이반 쿠팔라의 전야에 악마가 깊이 개입함으로써 인간을 파멸로 이끈 

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반 쿠팔라’는 인간과 악마의 흐로노토프이고 악의 

승리， 즉 인간이 파멸하는 시공간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골 

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악을 지향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2.2. 인간과 요정의 셰겨1: ‘오뭘의 밤’-레브코 vs ‘물에 빠져 죽은 
여자’-루살카 

1부의 세 번째 이야기인 「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는 총 6개 

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I. ‘간나’， II. ‘촌장’， III. ‘뜻밖의 경쟁자. 공모’， IV. 

23) 레나테 라흐만(1995) r축제와 민중 문화J，바흐친과 문화 이론.ff , 여홍상 엮음， 문 
학과지 성 사，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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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산책하다’， V. ‘물에 빠져 죽은 여자’， VI.‘각성’) 플롯 전개상 주인공 

레브쿄와 관련된 이야기와 그가 연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자 꿈의 주된 내 

용이기도 한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이반 쿠팔라의 

전야>의 인물 구도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두 연인인 레브코 

와 간나 그리고 그들 사이를 방해하는 인물로서 촌장이 동장한다. 이 이야기 

의 주된 내용은 주인공 레브코가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즉 루살카의 소원을 

들어 줌으로써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브코의 아버 지 인 촌장은 2.1.에 서 의 바샤브류크와 마찬가지 로 악을 행하 

는 자로 나온다. 선한 주인공 레브코와 악한 아버지인 촌장의 설정은 한 가족 

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촌장은 애꾸눈24)이 

며 예쁜 여자를 밝히고 처제와 한 집에 살면서 그녀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만하고 마을 샤람들에게 제멋대로 부역을 부과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마을의 젊은 청년들-카자크인들은 그의 악을 폭로하고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화를 돋운다. 

악마(õec)에 비유되는 촌장과 더불어 흥미로운 인물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집을 찾아 헤매는 칼레니크(KaJleHHK)이다. 그는 술에 취해 춤 

을 추며 횡설수설 촌장에 대해 험담하기도 하고 길 가던 아가씨들에게 달려 

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위에서 살펴본 바샤브류크가 온갖 선물로써 아가 

씨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엉) 그는 마을에 새로 오는 양조 기술자 

24) 애꾸눈의 상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퀴클로프스 거인족이나 파괴적인 힘 

을 지 닌 괴 물에 서 보이 듯이 악을 상정 한다. 진 쿠퍼 (994), 123쪽. 고골의 작품에 
등장하는 애꾸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r외투』에 등장하는 양복장 

이 페트로비치도 애꾸눈이며 곰보였는데， 그는 ‘그냥 어떤 귀족 소유의 농노로서 

그리고리라 불리다가 놓노해방 증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모든 명절마다 술을 퍼마 

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력에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는 날， 즉 교 

회 축일만 되면 어김없이 술을 퍼마셔대는’0 ， 558) 인물로 나온다. 여기서 애꾸눈 
은 신을 섬기지 않는 불경함과도 연관된다‘ 실제로 페트로비치는 주인공 아카키 

아키키예비치에게 새 외투를 제공함으로써 아카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그와 동시 

에 아카키의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25) 메이어 (P. Meyer)는 칼레니크를 「외투 (illHHeJJb)J 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와 

비교하면서 그를 악마의 형상을 지닌 인물로 보고 있다. P. Meyer(1992) “Fa!se 
Pretenders and the Spiritua1 City," Essays on Gogol, Illinois: Northwestem U. 
P. , pp. 66-67. 하지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가난한 하급관리로서 술도 입에 대 
지 않고 하급관리로서 성실한 생활만을 하다 파멸하는 소인(MaJJeHbl<째 t:feJJOBel<)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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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그의 직업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그는 인간의 이성을 흐리 

게 하는 술을 온 마을에 공급하고 퍼트리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는 우 

연히 들른 촌장의 집에서 촌장에게 자신의 장모가 겪은 괴담을 들려준다. 이 

괴담은 만두를 먹다 죽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고골은 인간， 더 정확 

히 촌장의 무한한 욕구(식 욕， 성 욕)와 욕심 을 꼬집 고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r오월의 밤」에서도 r이반 쿠팔라의 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정령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정령， 즉 루살카26)에게서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된다. 그 부탁은 자신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계모의 악한 영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계모는 마녀 (BellbMa)로 동장 

한다. 처녀의 정령은 마녀인 계모를 찾아 준 레브코가 재물보다는 간나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사례로서 그의 연적인 촌장을 혼내 줄 군 

수의 편지(그 내용은 결혼을 허락하라는 것과 자신이 도착을 알리는 것이었 

다)를 레브코에게 건네 준다. 이로 인하여 레브코는 아버지로부터 결혼 숭낙 

을 받게 된다. 즉 루살카는 마녀를 찾아준 선한 레브코에게 사례함과 동시에 

악한 인간인 촌장을 정별한 것이다. 여기서 루살카는 바사브류크와 달리 인간 

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고 레브코 또 

한 선한 영의 부탁올 수행으로써 행복을 보장받았다. 이 점에서 레브코의 운 

명은 앞에서 언급한 페트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 

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혹은 시험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선과 악 

이라는 도덕적인 기준인 것이다. 

‘이반 쿠팔라’ 축일과 마찬가지로 루살카 주간에도 정령들은 인간의 세계로 

와서 인간을 유혹하여 그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인간 삶의 제문제에 관여한 

다.낌) 하지만 「오월의 밤」에 둥장하는 루살카들은 이숭에서 젊은 카자크인 청 

로 나온다 반면 칼레니크는 양조 기술자로서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 

이기 때문에 둘올 같은 유형의 인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촌장이나 칼레니크는 

애꾸눈의 양복장이 페트로비치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6) ‘루살카’의 어원은 라틴어 ‘rosa1ia’로， 이는 초여름에 망자의 무텀을 장미로 장식하 

는 고대 회랍의 축제에서 온 것이다， 이덕형 (2002) w다쥐보그의 손자들~， 성균관대 

출판부， 142쪽.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루살카와 인간의 대변에는 웃음과 삶과 죽음 

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웃음과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A. C. KH'IeHKo (1993) 
“npo6.11eldbl 1þ0.llbK.IIOpHOrO npoTOTHna B paHHHX nOBeCT.lIX H. B. roro.ll.ll," llHCC. KaHll. 

빼.110.11. HayK. KHeB. , CC. 68-7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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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촌장을 비웃고 괴롭히며 그를 벌하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계 

모-마녀 28)를 찾아 내 그녀를 응징하는 역할을 하는 선한 영들로 등장한다. 이 

처럼 고골은 자신의 작품에서 우크라이나 민간 전설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악 

한 루살카들을 선한 영으로 변화시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 

된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루살카의 세계와 레브쿄의 세계가 병행관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의) 오월의 밤 레브코 - 카자크 친구들 vs 촌장 

혹은 선 vs 악 

(저승의) 물에 빠져 죽은 여자 루살카 처녀 - 다른 루살카들 vs 계모-마녀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인간인 촌장과 

칼레니크， 마녀인 계모와 선한 세력을 대표하는 레브코와 물에 빠져 죽은 여 

자， 루살카들 간의 대립이다.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선과 악은 서로 대립하 

여 나타나고 결국은 선의 승리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이러한 선의 승리의 원 

동력은 레브코의 진정한 사랑29)과 정의감(연적인 아버지의 악에 대한 응정)，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악마가 없으리라는’ 그의 믿음， 그리고 착한 

27)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루살카들이 농사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풍작을 가져 온 
다고 믿어 루살카 축제에 사용했던 화관을 양배추 밭에 던지며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CC. 68-70. 
28) BelIbMa는 무녀 또는 마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여자 마법사를 지칭한다. 그 기원은 

러시아어의 BelIarb(알다)이며 이는 그녀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병을 치유하거나 사람의 운명을 점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동슬라브인들은 베지마가 자기가 원 

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양이， 

개， 돼지， 토끼， 두꺼비， 까마귀， 부영이， 까치 같은 동물이나 파리， 거미， 나비와 같 

은 곤충 혹은 실타래， 비구니， 건초더미 등의 사물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 

럼 여자 주술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공간에 살면서도 변신을 통해 인간에게 사악한 

행위를 하는 악령으로 여겨졌다. 이덕형 (2002) ， 261-267쪽. 고골의 초기 작품에 나 

타난 마녀 및 악마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O. ll. KpacHoðaeBa (2001), CC. 

32-50. 실제로 r오월의 밤」에서 마녀인 계모는 ‘무서운 검은 고양이 (CTpamHa$l '1epH 

a$l KOmKa)’로 변하여 의 붓딸을 목졸라 죽이 려 한다.(1， 59-6이 

2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살카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영들이다오월의 
밤」에서 젊은 처녀는 계모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그 

녀는 레브코에게 간나와의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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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도우려는 그의 선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3이 따라서 루살카 모티프는 젊 

은이를 유혹하여 파멸시킨다는 우크라이나 전설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그것의 ‘예술적 변용’을 거친 창조적인 형상이라 할 수 있다. 

2.3. 인간과 악마의 싸움-성탄 전야의 밤 

<성탄 전야의 밤>은 2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그 주된 내용은 대 

장장이이자 이콘 화가인 바쿨라(BaKYJla)31l가 성탄 전야에 악마와 만나면서 겪 

게 되는 에피소드이다. 이 이야기에서 성탄 전야는 주요한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왜냐하면 성탄 전야의 밤은 지상에서 악마들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에 대한 악행과 

장난은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성탄 전야에 마녀와 악마(qepT)는 지상 

을 배회하며 악을 행한다.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며 악을 행하는 반면 사람들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람들에게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콜랴다’32) 풍습을 행한다. 주인공과 콜랴다 

30) 본 논문의 첫 페이지 제사로 쓰인 레브코의 말 참조 
31) 여기서 대장장이란 직업은 상징적 의미를 지넌다 먼저 대장장이는 불을 늘 가까이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지상의 불은 천상의 빛 태양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모든 생 

명체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불은 죄인을 정벌하는 하늘의 불， 번개의 연장선상에 

놓이고 정화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이덕형 2002, 169-177쪽 참조). 뿐만 아니라 

바쿨라는 신앙 깊은 화가로 성자들의 그림을 그린다. 따라서 주인공 바쿨라는 악 
을 심판하는 불을 다루며 신앙심이 깊은 자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성탄 전 

야」의 첫 부분에서 악마가 하늘의 달을 훔쳐 자신의 호주머니에 몰래 감추는 장면 

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 빛을 상징하는 태양과 탈， 별은 어둠， 악의 반대급부이므로 악마는 

빛을 내는 달의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32) 이것은 동슬라브족의 태양신제인 동지제의 제사 의식이며 우크라이나에서는 12월 

25일에 행해졌다고 한다. ‘콜랴다(!<OJlJllla)’는 통나무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날 

사람들은 통나무를 굴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젊은이들은 제사 음식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가를 부르는데 이때 불리우는 노래가 바로 ‘콜랴드카’이 

다. 한편 콜랴다의 어원을 ‘콜로KOJlO ， 즉 집단’에서 찾기도 한다. 이는 사람들이 무 

리지어 모여 다니며 노래하고 노는 것과 연관된다 노래의 내용은 그 집안의 안녕 

과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차 기독교의 영 

향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혼재하였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축복의 노래의 뱃가로 빵이나 과자， 쏘세지， 돈 등을 선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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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람들을 선의 축에 놓았을 때 그에 맞서는 악의 축에 놓을 수 있 

세력은 악마와 마녀로 동장하는 바쿨라의 어머니인 솔로하(COJloxa) ， 그리 

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신성한 마을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사람들 몰래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마을 사람들(촌장， 보제， 추브(4yô) ， 스베르빅구스 

(CBepôblrY3 ) 둥)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탄 전야의 밤〉 또한 선과 악의 대립 

구도라는 측면에서 〈오월의 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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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바쿨라는 신앙심 깊은 화가로서 악마를 자신의 그림의 소재로 삼아 

화폭에 악마를 감금한다. 이는 예술적인 행위를 통한 악한 행동에 대한 규제， 

더 나아가 악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악마는 바쿨라의 작업을 방해하며 

신앙심이 깃든 그림의 소재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Ky3HeU õun ÕOrOÕO~3nHB뻐 l/enOBe l< H nHCan l/aCTO OÕpa3a CB~TbÐC H 

Tenepb ell\e MO:t<HO HaßTH B T... uepl<BH ero eBaHrenHCTa Ayl<y. Ho TOp:t<eCTBOM 

ero HC l<ycCTBa õblna oLIHa l< apTHHa, HaManeBaHHa~ Ha CTeHe uepl<OBHOß B 

npaBOM npHTBOpe, B I<OTOpOß H30Õpa3Hn OH CB~TOrO neTpa B LIeHb CTpamHOrO 

cy LIa, C I<JIIOl/a뻐 B pyl<ax, H3rOHJlBmerO H3 aLIa 3nOrO lIYXa; HcnyraHH뼈 l/epT 

MeTanCJI BO BCe CTOpOHbI, npeJll/yBcTByJl CBOIO nOrHõeJlb, a 3a l< JIIOl/eHHμe 

npe:t<LIe rpemHH I<H ÕHnH H rOHJlnH ero I<HyTaMH, neneHaMH H BCeM l/eM HH no

nano. B TO BpeMJI, 1<0rLIa :t<HBOnHCeu TpYJlHnC꺼 HaLI 3TOlO l< apTHHOIO H nHCan ee 

Ha ÓOnbmOß JlepeBJlHHOß JlOC l< e, l/epT BCeMH CHnaMH CTapanCJI MemaTb eMy: 

TOn l< an HeBH마!MO nOLI pyl<y , nOlIblMan H3 rOpHHna B l<y3HHue 30ny H oõcblnan 

elO l< apTHHy; HO, HeCMOTpJl Ha BCe, paÕOTa õblna KOHl/eHa, LIoc l<a BHeCeHa B 

uepKOBb H BLIenaHa B cTeHy npHTBOpa, H C T。꺼 nopbl l/epT nO l<n껴nCJI MCTHTb 

l<y3Heuy 

대장장이는 신을 두려워하는 인물로서 자주 성인들의 모습을 그렸다: 지 

금도 T 교회에서는 그가 그린 복음서의 사도 누가의 얼굴이 남아 있다. 그 
런데 그의 예술의 숭고한 작품은 교회 안의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다. 그 그림에 그는 열쇠를 들고서 악한 영을 지옥에서 내쫓고 있는 최후 심 

판일의 성베드로를 그렸다. 멸망에 암서 허퉁대는 악마들을 이미 감금되어 

있는 죄인들이 채찍과 나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쫓고 있는 그림이다. 화가 

YKpaHHUIJ(2(XX)), c.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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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그림을 커다란 나무 벽에 그릴 때 악마는 그를 방해하려 애썼다: 모 

르게 팔꿈치를 건드리기도 하고 대장간에서 재를 가져와 뿌리기도 하고; 하 

지만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완성되었다. 목판은 교회로 옮겨지고 

출입문 벽에 걸렸다. 이때부터 악마는 대장장이에게 복수를 결심했다.(1，101) 

위에서 묘사된 바쿨라의 그림은 상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성베드로가 악한 

영을 쫓고 죄인들이 그것을 쳐서 무찌른다는 그림의 내용은 바쿨라가 이후 

전개되는 악마와의 싸웅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악마를 물리칠 것임을 암 

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등가 관계가 성립한다. 

성베드로-바쿨라 vs 악한 영-악마 

한편 바쿨라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옥사나(OKcaHa)에게 구애를 한 

다. 하지만 옥사나는 그에게 냉담하게 반웅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악 

마는 바쿨라에게 여왕의 구두를 선물하면 옥사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고 말하며， 그가 그린 성화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으려 한다. 둘은 서로 

싸우고 결국 신앙심 깊은 바쿨라는 악마를 사로 잡고 그의 등을 타고 여왕이 

있는 페테르부르크의 궁전으로 날아간다.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회』에서 대도시 페테르부르크는 자그마한 우크라이 

나의 농촌 마을 ‘지칸카’와 대비되는 소음과 낯설음이 가득한 기반이 없는 공 

간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사실상 고골은 처음 페테르부르크에 왔 

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도시와는 달리 도시가 마치 ‘커다란 병영 (orpOMHajl Ka 

3apMa)’과 같았고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민족적인 특색 

도 없으며 무료하고 무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반면에 ‘지 

칸카(뻐KaHbKa)’란 지명은 그 어원이 ‘llllKIl꺼’， 곧 야생적이며 어떠한 문명의 혜 

택을 입지 않은 순수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으로 설정되었다. 바쿨라 

에게 있어 휘황찬란한 페테르부르크는 ‘말발굽 소리와 마차와 마부의 소음이 

가득하고 높은 건물들이 땅에서 솟아난 것과 같은 곳이다. 그곳의 모든 집들 

은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다’0 ， 130) 이외에도 1부의 서문에서 별치기 루되 

판코는 우크라이나 농촌의 야회와 도시 페테르부르크 무도회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며 도시의 무도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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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 Y HaC Se'fepHHIJbl! OHH, H3B。재Te BHlleTb, 1I0XO*H Ha BamH 6aJlhl; TOJlbI<。

HeJlb3 J1 CI<a3aTb 'ITolíhl COBCeM. Ha 6aJlhl eC JlH BhI elleTe, TO HMeHHO llJIJI TOrO, 

'IT06h1 1I0BepTeTb HOraMH H 1I03eBaTb B pyI<y; a y HaC c06epeTcJI B OllHy xaTy 

TOJllla lleBymeI< COBCeM He llJlJl 6any, C BepeTeHOM, C rpe6HJlMH; H CHa'laJla 

6YllTO H lleJlOM 3al!MyTCJI: BepeTeHa myMJlT, J1bIOTCJI lIeCHH, H I<a*llaJl He 1I011hl

MeT H r Jla3 B CTOPOHY; HO TOJlbI<O HarpJlHyT B xaTy lIapyÕI<H C CI<phllla'lOM -

1I011hIMeTCJI I<pHI<, 3aTeeTCJI maJlb, 1I0l!nyT TaHUhI H 3aBellyTcJI TaI<He mTyI<H, 'ITO 

paCCI<a3aTb HeJlb3J1.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른바 ‘야회’인 것이다! 그것은 당신들의 무도회와 

비슷한 것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신 

들은 다리를 흔들거나 옆에서 하품을 하기 위해 무도회에 가지만， 우리의 경 

우에는 아가씨들이 춤을 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실타래를 들고 한 집 

으로 모여든다 처음에는 일에 열중하는 것 같다， 물레가 소리를 내고， 노래 

가 흘러나오고， 각자 눈을 든다. 바이올린을 가진 청년들이 소리 지르며 몰 

려오면 함성이 울리고 춤이 나오고 금기시되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다.(1 ， 8) 

이처럼 대도시에 대한 루되 판코의 부정적인 입장은 작가 고골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간 모두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일어나는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리얼리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지칸카의 영들과 악마들은 이후 고골이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여 쓴 

소설들에서의 유령과 등가를 이루기 때문이다.잃) 

한편 악마와 바쿨라의 싸웅은 코믹하게 그려진다.잉) 꼬리 달린 악마가 바쿨 

라의 머리 위에 올라 타 춤을 춘다든지 바쿨라가 악마를 땅에 던지는 장면， 

바쿨라가 악마의 코에 십자가를 들이대자 악마가 괴로워하며 기침을 하는 장 

33) 페테르부르크에 관한 고골의 생각은 다음을 참조하라. M. ryc (1967) rOrOJ1b H 

HHKOJ1aeSCKaJl POCCHJl, M,. CC. 47-50; 10. JloTMaH(1998) “npOÕJleMa XYllo*eCTBeHHor。

lIpOCTpaHCTBa B lIpo3e roroJIJI ," 0 pycCKolí IlHTepaType, cnõ. 한편 추다코프는 r성 탄 

전야」에 묘사된 페테르부르크를 긍정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바쿨라의 시각에서 도시는 소음과 눈부선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건설하거나 신의 축복을 받은 곳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솟아 난 부정적인 공간이 

다. A. 4YllaI<OB(1992) CJ1oS0-Sell!b-MHp, M., C. 27. 

34) 코믹한 악마의 형상은 보통 민속극(folk theater) , 베르랩 (veπep)에 자주 등장한다. 

고골 또한 이러한 악마의 형상과 비슷하게 ‘지칸카 연작’에서 세속적이고 비열하며 

코믹한 악마를 그려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G. Shapiro(1984), pp. 

56-5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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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악마는 인간과 싸우는 동물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인간에게 굴복할 수도 있는 존재로 나온다. 이처럼 고골의 시학에서 악마， 마 

녀， 정령 등은 늘 지상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때론 그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빼앗고 때론 마법을 행하거나 혹은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준다. 결국 바쿨라는 여왕의 구두35)를 얻고 츄브로부터 옥사나와 

의 결혼 숭닥을 받아낸다. 여기서 한 가지 홍미로운 것은 악마가 제시한 과 

제， 즉 여왕의 구두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민담이나 전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이반 쿠팔라의 전야」의 신비한 고사리꽃이나 「오월의 밤」 

에서 마녀를 찾아내는 것 등과는 달리 아주 사실적이고 세속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칸카’가 아닌 페테르부르크라는 사실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 

써 독자로 하여금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일들이 허구의 흐로노토프가 아닌 

18세기의 페테르부르크(예카테리나 2세와 포홈킨 장군의 둥장하는 사실과 연 

관시켜 볼 때)라는 현실적인 흐로노토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장치다. 결국 바쿨라의 페테르부르크 방문은 허구의 흐로노토프와 현 

실의 흐로노토프의 경계를 파괴하는 상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페 

테르부르크도 지칸카의 일부처럼 환상적인 민담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바쿨라의 어머니인 솔로하는 마녀의 특성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그녀 

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미끼로 삼아 성탄 전야에 촌장 보제， 옥사나의 아버지 

인 츄브， 카자크인 둥을 교회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마와 결탁하기도 한다. 솔로하는 자신의 집을 잇달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머니에 숨겨 주는데 마을 젊은이들은 이 주머니를 콜랴 

드카의 랫가로 주는 음식 주머니로 착각하고 집으로 가져가려 한다. 콜랴드카 

를 불러 얻은 벗가로서의 음식과 마녀 솔로하의 ‘포로들’은 콜랴드카의 풍습 

과 마녀의 유희가 서로 교차하는 공통 분모로서 서로 등가를 이룬다. 

콜랴트카 - 反 콜랴트카 

콜랴트카의 잔치 음식 - 솔로하의 추종자들 

음식 주머니 - 추종자들이 숨은 자루 

35) 여기서 여왕의 구두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쓰였는데 이 점에서 
r이반 쿠팔라의 전야」에서 ‘고사리 꽃’에 비교될 수 있으며오월의 밤」에서 계모

마녀를 찾아내는 행위와 대등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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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봐 걱정하는데， 나중에 이 주머 

니는 음식 주머니가 아니라 속된 사랑 놀음에 빠진 일군의 사람들임이 마을 

사람들 앞에 폭로된다. 솔로하와 마을 사람들간의 사랑 놀음은 바쿨라와 옥사 

나의 사랑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전자가 속되고 비열한 속성을 지녔다면 후자 

는 순수하고 신앙 깊은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탄 전야」에서도 우크 

라이나 전통적인 축일은 정령들과 인간의 공존하며 선과 악이 대립하는 시공 

간이다. 이러한 시공간에서 선은 보상을 받고 악은 폭로되고 웅징을 받게 된 

다. 

3. 

지금까지 우리는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회』 중 우크라이나의 세시풍속이 

잘 나타나 있는 세 이야기 (r이반 쿠팔라의 전야J，오월의 밤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여자J，성탄 전야J)를 중심으로 하여 첫째， 우크라이나의 세시 풍속의 

모티프가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민속적 모티프의 예술적 변용)， 

둘째， 텍스트 내에서 인간과 정령들의 세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골에게 있어 세시풍속이란 인간 

과 정령들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 정령들 

은 인간의 축일의 흐로노토프를 통해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인간을 시 

험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도 하고， 그들올 파멸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영과 결탁하고 그들의 과제를 수행한 인간은 파멸하 

지만 착한 영과 결탁하거나 신앙심이 깊은 인간은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 

구하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 

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착한 영， 혹은 악한 영， 악마 둥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고골의 작품에서 마술적이거나 신비 

한 모티프들은 불신앙의 연장선에 놓인다36) 악한 정령들과 결탁하는 인간들 

은 불신자들이다. 반면에 착한 영과 결닥하는 인간들은 신앙심 깊은 인간이 

36) A. Swensen(l993) “Vampirism in Gogol ’s Short Fiction," SEEj . vol. 37, No. 4, 
p.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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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골은 자신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세시풍속에 나타난 신비하고 괴이 

한 사건을 민담의 모티프를 벌어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모티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티프들이 어떻게 활용 

되는가 하는 점이다. 민담은 허구로 의식되면서도 현실적인 그럴듯함올 지니 

도록 표현된， 높은 예술성을 지닌다. 고골은 자신의 작품에서 이러한 민담의 

유기적인 구성을 인간과 정령들의 세계 그리고 그것들의 병행 관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구의 흐로노토프인 ‘지칸카’와 현실의 

흐로노토프인 ‘페테르부르크’의 경계는 파괴되고 결국 이 세계에는 허구와 현 

실이 혼동되는 흐로노토프만 존재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지칸카’는 기독교 수용 이전의 신비하고 괴이한 세계의 모습 

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대립 (aHTHTe3a llByX 

C깨XHR)3끼하며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립은 둥장인물과 슈셋 차원에서 서로 병 

렬， 대구(napaJlJleJJH3M)를 이루기도 하고 어느 한 세계가 우위를 점하기도 한 

다. 특히 민속 축일은 인간과 정령들의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때이다. 예를 

들어， 루살카들이 인간의 세계로 나오고， 인간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루살카 

의 세계로 가며， 성탄 전야에 악마들은 인간의 세계로 나와 인간에게 악을 행 

하기 위해 콜랴다를 부르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하고 괴이 

한 지칸카의 세계에도 선과 악이 존재하며 신앙심이 존재한다. 

인간과 악마의 대립에서 때론 신앙심 깊은 인간이 숭리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틀 수 있는 것은 「성탄 전야」에서 신앙심 깊은 바쿨라의 형상이다. 그는 

다른 주인공과는 달리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신 

앙심으로 그와 싸워 이겨 자신의 소원을 이룬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골로 하여금 ‘지칸카’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바로 신앙심이 

라는 것이다. 바쿨라가 악마의 등에 올라타고 페테르부르크로 향했듯이， 고골 

도 자신이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악마 혹은 악한 힘 38)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37) 페레베르제프는 이러한 대립 구도가 내용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배치 및 그 구성， 
언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 

음을 참조하라 B. φ. nepeBep3eB(1982) rOrOßb, ßOCTOeSCKHκ HccπeOOSaHHJI， M., CC. 

47-48. 
38) 실제로 고골은 자신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힘， 악마가 있다고 믿었 

다. 그는 이러한 힘이 자신에게서 평온을 빼앗고， 자신올 분열시키며 (3aCTaBJljlJla 

ero ,1lBORCTBeHHblM), 죽음， 질병， 최후 심판 등으로 위협하여 결국 자신을 소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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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페테르부트크로 갔던 것이다. 그 악마는 이후 전개되는 고골의 ‘페테르 

부르크 이야기들(neTep6yprcKHe nOBeCTH)’ 속에서 은밀하게 다시 모습을 드러 

내며 작가 고골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따라서 『지칸카 부근 마을의 야회』는 

이후 전개되는 고골의 일련의 소설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슬의 첫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인 우크라이나 민속적인 모티프의 소위 ‘예술 

적 변용’은 고골의 시학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 

골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구상하였지만 작 

품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민속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용한 

것이었다. 고골은 일생동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낯설게 보이기’를 

좋아하였고 ‘편력자’로 남고자 하였다.잃) 고골의 예기치 못한 기이한 행동과 

그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등은 이러한 고골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러시아 문단에서도， 우크라이나 문단에서도 편력자 

이자 순례자로 남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작품의 소재 선택뿐만 아니라 언 

어의 선택이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 

골은 러시아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어도 아닌 새로운 어휘를 의도적으로 쓰 

고 있으며 그것을 수정하라는 편집자의 충고를 무시하기도 한다.40)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는 슬라브주의도， 서구주의도， 우크라이나주의도 추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고골의 초기작품들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민속의 

‘예술적 변용’은 작가의 민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잘못된 정보수집 차원 

에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관 및 세계관， 도덕적인 기준 둥과 연관시켜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골은 인간의 세계도 아니고 정령들의 세계도 

아닌， 인간과 정령들이 공존하는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지칸카’(러시아도 아니 

고 우크라이나도 아닌)의 세계를 통해 선과 악이라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든다고 믿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11. ll. EpMaKOB 

(1999), CC. 172-173을 참조하라. 
3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l. 4H~eBcKHR(1995) “HeH3 BeCTHhlR rOrOJlb ," H. B. 

rOrO.l1b. MarepHa.JTbI H HCJLJ1e,aOBaHHJI, M., CC. 204-210을 참조하라 

40)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같은 책， c. 205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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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11e 

XpOHOTon qenOBeka H nyxOB B kaneHAapHYX o6p~Aax YkpaHHY 

Beqepa Ha xyTope 6.nH3 llHKaHbKH H. 8. roroJUI 

qo , Xe-KIlH 

naHHa~ pa60Ta nOCB~~eHa nOHcKy 3HaqeHHH KaneH~apH~X 06p~~OB YKpaHH~ -

‘I1BaH Kynana’, nereH~a 0 pycanKe, Kon~~ ‘PO:t<~eCTBa’ - KOTopble ~Bn~IOTC~ 

rnaBH뻐H MOTHBaMH pOMaHa roron~ ， Be 'lepa Ha xyTope 6JIH3 ßHKaHbKH. ABTOp 

pa60T~ 06pa~aeT oc060e BHHMaHHe Ha TO, KaKoe 3HaqeHHe HMe lOT yKpaHHcKHe 

KaneH~apHμe 06p~~μ ~ roro~. B HeKoTopblX paCCKa3ax (~HaKaHYHe I1BaHa 

Kynana~ ， ~MaRcKa~ HO% HnH yTonneHHHua~ ， ~HOqb nepe~ Po:t<~ecTBoM~) 

~Ba MHpa - MHP ~XOB H MHP nlO~e때 cocy~eCTBYIOT B qenOBeqeCKOM MHpe, 

a HMeHHO B ‘마fKaHbKe’， H OHH BnH~IOT ~pyr Ha ~pyra He TonbKO B nnaHe 

co~ep:t<aHH~ ， HO H B nnaHe KOMn03HUHH. 

B nepBoR qaCTH paccMaTpHBaeTc~ xapaKTepHcTHKa H3yqeHH~ roro~ B CB~3H 

C HHTepecoM roro~ K yKpaHHcKoMy !þonbKnopy B Haqane 30-퍼X rO~OB XIX 
BeKa. Bo BTOpoR qaCTH nO~qepKHBaeTC~ ， qTO c06HpaTenb-H3~aTenb Py며H naHb 

KO HrpaeT rnaBHylO ponb B rapaHTHH e~HHCTBa pOMaHa Be 'lepa Ha xyTope 6JIH3 

ßHKaHbKH. npH 3TOM, C TOqKH 3peHH~ aBTopa pa60TbI, COqeTaHHe ~ByX CTHXHR 

peanH3yeTc~ HMeHHO BO BpeM~ KaneH~apH~ 06P~~OB ， Kor~a 3nble ~yxH ， qepT, 

Be~bMa npH6nH:t<aIOTc~ K qenOBeqeCKOMY MHpy H 06Cy~~T ~eRCTBH~ nlO~eA ， 

HanpHMep, OHH Harpa:t<~aIOT rnaBHoro repo~ (JIeBKo B ~MaRcKoA HOqH HnH 

yTonneHHHue~) HnH npHqHH~IOT eMy Bpe~(neTpo B ~HaKaHyHe I1BaHa Kynana~). 

KpOMe Toro rnaBH뼈 repoA 60peTc~ C qepTOM (BaKyna B ~Ho째 nepe~ 

PO:t<~eCTBOM~). Ha caMOM ~ene paCCKa3 0 MHpe qenOBeKa H paCCKa3 0 ~xe 

H~yT napannenbHo(HanpHMep, B ~MaHCKOH HOqH HnH yTonneHHHue~ JIeBKo COOT 

BeTcTByeT pycanKe-YTonneHHHue, ~py3b~ JIeBKa no~pyraM yTonneHHHU~， 

ronOBa - Be~bMe H MO:t<HO pa3~e재Tb HX Ha ~06pylO cHny H 3nylO cHny) B CB~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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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THM aBTOp llaHHoì! paÕOTbI 3allaeT TaKO꺼 Bonpoc: KaKOe 3Ha'leHHe HMeeT 

‘3J1a $l CHJla ’, KOTOpa$l Bcerlla MY'IHJla roroJl$l H MemaJla eMY lleJlaTb '1TO-TO 

Ball<Hoe. KaK ‘i3BeCTHO, rOrOJlb ll)IMaeT , '1 TO B MHpe CYDlecTByeT ‘3J1a $l CHJla ’ ” 
3J1b1e llyXH, KOTOpble BJlH$I~T Ha '1eJlOBe'lCKHì! MHp He3aBHCHMO OT CYDleCTBOBaHH$I 

Eìora. TO'lHee rOBOp$l, 3 JTh1e nyXH CYDleCTB~T B TOM MeCTe , rlle npO$l BJI$I~TC $I 

110 õpble llYXH. 

B nOCJlellHeì! '1aCTH C'IHTaeTC$I, '1TO rOrOJlb nOKa3b1BaeT HMeHHO B MHpe 

‘nHKaHbKH’, OCOÕeHHO BO BpeM$I KaJleHllapHbIX OÕp$lllOB YKpaHHbI, MHp llyXOB H MHp 

~lleì! COBMema~TC$I， H nOToMy TpyllHO pa311eJlHTb llpyr OT llpyra. Eìa3Hpy$lcb Ha 

3TOM, MOll<HO CKa3aTb '1TO, TO'lKa 3peHH$I roroJl$l Ha 3J1~ CHJJY H 3)뻐e llYXH 

$IpKO npO$lBJI$leTC $I B pOMaHe Be 'lepl1 HI1 xyTope 6J1H3 II‘fK I1HbKH C nOMODlb~ 

KaJleHllapHb~ OÕP$lllOB YKpaHHbI. npH 3TOM H3MeHeHHe MOTHBOB yKpaHHcKoì! 

Tpall“I.IHH TeCHO CB$l 3.l1HO C TeM, '1TO HlleOJlOrH$I roroJl$l He npHHallJle ll<HT HH K 

CJlaB$lHoIþHJlbCTBy, HH K 3anallHH'IeCTBy, HH 1< y l<paHHolþHJJbCTBy. KpOMe TOrO , 

rOrOJlb HaMepeHHO HcnoJlb3yeT HOBy~ J1e I<CHl<y , 1<0TOpa.ll $I BJI$leTC $I HH pycc l<。때， 

HH y l<paHHcKoì! J1e I<CHl<o ì!, TaK Kal< llJI$I roroJl$l Ball<HO C0311aTb HOBblì! BapHaHT , C 

TeM '1TO-Õ꾀 6μTb '1Yl!<llbIM caMoMy ceõe H BCeM. H MOll<HO CI<a3aTb '1TO, rOrOJlb 

ÕblJl ‘CTpa-HHHI<OM’ H B pycc l<Oß J1HTepaType H B yl<paHHc l<O꺼 J1HTepa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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