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과 반성과 지향(1):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얘 나타난 

‘수난자 공후’의 형상을 중섬으로* 

변 현 태** 

1. 문체 제기: 규범성， 그리고 반성과 지향 

하버마스에 따르면 명확한 현대 개념을 발전시킨 최초의 철학자는 헤겔이 

다.0 우리가 보기에 현대 개념과 함께 헤겔은 현대적 ‘현재’ 개념을 발전시킨 

다. 가령 『정신현상학』의 머리말에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시대 

가 탄생의 시대이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정신은 이제까지 있어 왔던 자신의 실존과 표상의 세계와 단절하 

였으며， 막 그것을 과거로 묻어두려 하고 있다. 정신은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 

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속적으로 과거와 단절되는 현대/현재， 끊 

임없이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현대/현재란 곧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시 

간이기도 하다. 

바흐젠은 이러한 시간을 서사시의 ‘절대적 과거 (aõcon~THoe npOWAOe)’와 대 

립시키면서 ‘미완결적인 현재 (He3aBepweHHoe HaCTO뻐ee)’로 개념화한다. “현재 

란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미완결적이다. 그 본질상 현재란 지속을 요 

구하며 미래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로 더 적극적이고 더 의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 2002 -
074 -AM1l25). 

** 경북대학교 연구원 
1) ]. Habennas(1987)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mity(trans. by Lawrence 

F.), Cambridge: The MIT Press, pp. 1-44. 한국어 번역본으로 하버마스 r현대성 

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를 참조하였다 주지하듯이 

modemity는 근대 혹은 현대로 번역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현대로 통일하였다. 
2) G.W.F. Helgel, Suhrkamp-Werkausgabe, Bd. 3. S. 18. ]. Habermas(1987) p. 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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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나아갈수록 현재의 미완결성은 더 뚜렷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된 

다 "3) 본절적 불확정성， 미래에 대한 개방성을 현대의 변별적인 자칠로 규정 

하였던 헤겔과 비슷하게 바흐젠 역시 ‘미완결적인 현재’라는 시간의 발견은 

근대의 첫머리인 르네상스에 와서야 가능하였다고 말한다. “이 시대에[즉 르 

네상스 시대에 - 인용자] 현재는， 당대성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과거의 미완 

결적인 지속일 뿐만 아니라 새롭고 영웅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c.J 르네상스 시대에 현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극히도 뚜렷하고 의식적으 
로 과거보다는 미래에 훨씬 가깝고 친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4) 

바로 이러한 본질적으로 미완결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규 

범이란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할 그 무엇이 된다. 현대인에게 

과거의 규범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 “현대는 방향 

을 설정하는 자신의 척도를 더 이상 다른 시대의 모범들로부터 차용할 수 없 

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는 자선의 규범성을 자선으로부터 

스스로 창조해야만 한다."5) 바로 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라는 원칙에서 출 

발하여 헤겔은 현대의 원리로서 ‘주체성 (Subjektivitat)’이라는 범주에 도달한 

다.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야하기에 어떠한 모범도 가칠 수 없는 현대 

/현재는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자신의 척도를， 삶의 규범을 창조할 수 

있고 또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인 형태의 반성이 둥장한다. ‘자신의 규범성을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창조해야만’하는 현대는 본질적으로 자기비판적이다. 헤겔에게서 인식 

하고 실천하는 주체 자신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인식으로서의 반성， ‘자기 스 

스로’에 대한 일종의 메타 인식으로서의 반성은 이러한 자기비판의 출발점이 

자 유일한 수단이 된다. “비판은 현대의 원리의 가장 순수한 표현인 반성 이 

외의 다른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사용해서도 안 된다 "6)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현재라는 시간에 자신의 시계를 맞추는 현대에 와서 

주체 스스로에 대한 사유라는 형식의 반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면， 이제 우리의 시션을 현대 이전으로， 중세로 - 혹은 보다 좁게는 고대 러 

3) M. fiaxTHH(1975) “3noc H poMaH(O MeTO.!lOJlOrHH HCCJle.!lOBaHHJI pOMaHa)," Bonpocu JIH-

TepllTypu H 3CTeTHKH, M.: XY.!lOlKeCTBeHHaJl J1HTepaTypa, C. 472 

4) 앞의 책， 482-쇄3쪽. 
5) ]. Habennas(1987) p. 7. 강조는 하버 마스. 

6) GW.F. Hegel 앞의 책， 2권， 25쪽 ]. Habermas(987) p. 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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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로 - 돌려보기로 하자. 현대가 본질적으로 ‘탈규범적’이라면 주지하듯이 

중세는 규범적인 시대였다. 현대에 이르러 규범이， 삶의 척도가 주체 내적인 

문제가 되었다면 중세에서 규범은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외부에， 가령 교회 속에， 저 높은 곳 

하늘나라에， 성서에 있었다. 

현대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미완결적 현재를 자신의 근본적인 시제로 설 

정하였다면 중세는 자신의 가치 중심을 끊임없이 과거로 정향시킨다. 주지하 

듯이 중세의 역사관(HCTOpHOC。빼~)이 갖는 특수성은 무엿보다도 과거 속에서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부각시키고 이 사건을 원형 모델로 하여 후대의 사건 

들을 기술한다는 점에 있다.1) 여기서 현재의 사건들은 과거의 원형적인 사건 

의 반복으로서 인식되며 현재의 사건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는 과거 

의 원형적인 사건의 그것에 의해 근본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시대로서의 중세에서 ‘반성’은 어떠한 형태 

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실천되었을까? 중세에서 규범과 척도는 언제나 무반 

성적으로 수용되고 실천되었을까? 우리가 중세의 문학적 실천 속에서 어떤 

탈규범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탈규범은 존재하였는데- 그와 같은 탈 

규범은 중세 전체의 규범적 성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더 나아 

가 그와 같은 탈규범을 ‘반성과 지향’의 틀로 설명할 수 없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서 출발한다. 

먼저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에서 시작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차용 

(boπowing) ， 영향(influence) ， 모방(imitation) 등과 같은 범주들로 설명되는 

고대 러시아 - 더 넓게는 중세 유럽 - 문학의 규범성은 모든 텍스트들이란 

본질적으로 하나의 혹은 몇 개의 한정된 수의 ‘원(原)텍스트’로 환원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텍스트관에 기초하고 있다. 

피키오(R. Picchio)는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을 ‘모넬’과 ‘패턴’에 따른 

텍스트 생산으로 설명한다.8)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더 넓게는， 피키오의 표 

7) 이에 대해서는 뻐. M. floTMaH(1993) “ 3BOHJI째 B npa.at뻐뻐 CJlaBY," H3φ&쩌'bIe CTðTbH, 

T. 3. TaJIJll lH: AJleJ< caH.lIjla, CC. 107-110; 변현태(2001) r r원초 연대기」와 고대러시아 

적 역사인식과 재현의 특수성에 대하여 J，러시아 연구』 제 12권 1호， 80-86쪽을 참 

조하라. 

8) R. Picchio(973) “Models and Pattems in the Literary Tradition of Medieval 
0πhodox Slavdom," Aemrican Contributions to the Seventh l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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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따르자면， 정교 슬라브9)에서- 이 ‘모벨’은 구체적으로 성서적， 교부적， 

콘스탄티누스적 그리고 수도사적 모델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10) 그러나 피키 

오에게 있어서 ‘모델’이 단순한 언어적 규범의 총합이나 좁은 의미에서의 장 

르 규정은 아니다. 피키오가 말하는 ‘모델’이란 “모방되어야할 내용적-미적 틀 

이자， 중세적인 세계 조망의 근본 방향들을 반영하고 있는 세계관적 윤곽”이 

다11) 다시 말해 피키오에 따르자연 고대 러시아의 모델에 따른 텍스트 생산 

이란 단순히 어떤 텍스트가 다른 ‘원텍스트’를 차용하거나 모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세계관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리하효프(ll. C 재XaqeB)에게서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은 ‘에티켓성 

(3깨KeTHOCTb)’이라는 범주로 설명된다. 피키오에게서 ‘모델’이 언어적 규범의 

총합이 아니었던 것처럼 리하효프에게서 에티켓， 혹은 문학적 에티켓이란 ‘언 

어 공식 (CJJOBeCTHajj iþopMyJJa , 오를로프(A. C. OpJJOB)의 용어 )’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학적 에티켓은 “이러저러한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상”에 기초하며， 이러한 점에서 문학적 에티켓이 

란 “세계질서의 에티켓， 행위와 언어의 에티켓”에 다름 아니다 12) 

Congress of Slavists, Vol. 2. Paris: The Hague, pp. 439-467. 
9) ‘정교 슬라브(Slavia Orthodoxa)’라는 용어는 슬라브 문화권에서 발생한 정교 문화 

와 카톨릭 문화로의 분화와 각각의 문화 내에서의 전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피키오가 ‘카톨릭 슬라브(Slavia Romana)，이라는 용어와 함께 도입한 것이다， 여기 

서 특히 동슬라브와 발칸 반도의 중세 문화는 ‘정교 슬라브’라는 공통의 전통 내에 

서 통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R. Picchio(1963) “A proposito della Slavaia 

ortodossa e dellf communità linguistica slava ecclesiastica," Ricerche slavistiche, 

11 , pp. 105-127). 리하효프는 피키오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전체적인 
툴 자체는 수용하고 있다. 가령 리하효프의 ‘npaBocnaBHoe cnaB~HCTBO’라는 용어는 

피 키 오의 ‘정 교 슬라브’라는 용어 에 상응한다(ll. C. JJIIXaqeB , “ HeCKonbKO 3aMe'l aH때 

no nOBOllY CTaTbll PIIKKapllo nIlKKIIO ," TOl1P개， XVII, cc. 675-678; R. Picchio(977) 

“The Function of Biblical Thematic Clues in the Literary code of ‘Slavia 

Orthodoxa,’" Slavica Hierosolymitana, vo l. l. jerusalem, pp. 1-3). 
10) JJ. 11. Ca3oHoBa (l999) “nllTepaTypa cpellHeBeKOBoß Pyc lI B KOHTeKCTe Slavia 

Orthdoxa: Teope깨'IeCKlle 11 MeTOllOnrll 'leCKlle npoõneMbl IIccnellOBaHII~ :!<aHpOB ," C.πa

BJ1HCKHe 까fTepa TYPbl. Ky.지'b Typa H IþOJ1bK.刀op CJ1aBJ1HCKHX HapOIlOB (XII Me ll<llyHapollHblH 

Cbe311 cnaBIICTOB , llOKnallN pOCC싸lCKOH lleneraUIIII) , M.: Hacnelllle , c. 6. 

11) 같은 쪽 
12) ll. C. 깨xa'leB (l 979) fl03THKa IlpeBHepyccKof1 J1HTepaTYPw(1I 311. 3-be llon.) , M.: HayKa , 

c.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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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의 문제는 복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가령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의 문제가 무엇보다 

도 기존의 어떠한 ‘규범’의 존재와 그 ‘규범’의 규정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컨대 그 규정력이 장르적 성격인지， 혹은 묘사 대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한 텍스트가 그 공동체 내부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의 문제인지， 결국 이 모든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어야 할 그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 논문의 한계를 벗어난 

다 13) 여기서는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의 규범성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하고 있 

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만을 지적해두기로 하자. 

첫째， 고대 러시아 문학은 10세기경 고대 러시아의 기독교화와 더불어 이루 

어진 비잔티움 문학의 ‘이식 (TpaHCnJJaHT al씨.51)’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14) 이는 

일차적으로 고대 러시아 문학이 비잔티움 문학의 규범을 수용하였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식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11-13 

세기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종종 ‘수수께끼 같은(3arallO I.lH뼈)’이라는 형용 규 

정과 함께 등장하는 작품들이 증명해 준다이고리 원정기 (CJJOBO 0 nOJJKy 

I1ropeBe) J 나 「유폐자 다닐의 탄원 (CJJOBO naH째JJa 3aTOI.IHHKa) J 그리고 이 논문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보리스와 글랩에 대한 이야기 (CKa3aHHe 0 EOpHCe H 

rJJeBe) J 등과 같이 결코 비잔티움의 문학적 규범으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작 

품들의 존재는 비잔티움의 문학 체계가 고대 러시아로 ‘이식되면서’ 변형 

(translati이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따라서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에 대 

한 연구는 곧 이러한 변형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현상의 하나는 고대 러시아 

문학이 규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규범의 텍스트 자체는 적어도 17 

세기 전까지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비잔티움의 문학과 달리 고대 러시아 

13)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n. H. Ca3aHoBa(1999)외에도 n. c. nHXal.feB (1979); 

G. Lenhoff(1989) The Martyred Princes Boris and Gleb: A Socio-Culutral 
Study of the Cult and the Texts , Columbus: Slavica Publishers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리하효프에 따르면 초기 고대러시아 문학은 가령 개별적인 작품의 번역， 개별적인 

장르의 수용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잔티움 문학 전체 체계의 ‘이식’의 결과로 형 

성 된다. n. c. nllxal.feB (1973) Pa3BHTHe pyCCKOJt J1HTepaTypbJ X-XVII BeKOB: 3170XH H 

CTHJ1H, n.: Hayl<a, CC. 1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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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시학과 수사학의 정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적 성격의 텍스트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15) 고대 러시아에서 시학과 수사학 텍스트의 부재라 

는 현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 펼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부재에도 불구하고 고대 러시아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규범성， 혹은 수사적 성격이다. 

피키오나 리하효프가 지적하고 있듯이 문학 텍스트의 규범성， 혹은 ‘기성의 

말’에 따른 텍스트 생산은 특정한 세계관，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특정한 ‘사유 

양식 (CTHJJb MbIWJJeHH.lI)’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텍스트화된 시학과 수사 

학의 부재라는 고대 러시아적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없이도 수사 

적인 성격의 텍스트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특정한 ‘사유 양식’에 

대한 고찰을 펼요로 하는 것이다. 이 ‘사유 양식’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과거 

지향적인 중세적 ‘역사관’， 즉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원모델로 설정하여 그 모 

텔에 따라 현재의 사건틀을 해석하고 기술하는 역사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셋째，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은 가령 고정적인 형용 어구의 반복의 차 

원에서부터 개별적인 에피소드의 구성， 슈셋의 연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 

원에 걸쳐 실현된다. 개별적인 작품에 실현되고 있는 규범성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특히 주인공의 형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인공의 형상과 이를 구성하 

는 모티프， 슈셋 형성에 대한 연구는 예컨대 이 논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들과 같이 장르적 접근법으로는 효과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작품들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비잔티움의 성자전 규범과 체코의 성자 바출라프의 생 

애전 연작이라는 두 원천을 갖는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이 이 두 원천 

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차별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특히 성 

자의 형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보리 

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자의 형상화가 과거의 모델 

에 따른 사유라는 규범적인 중세적 사유 양식의 틀 내에서 실현되어지면서도 

15) JJ. H. Ca3oHoBa(1999) cc. 6-7 여기서 ‘수사적 성격의 텍스트’란 무엇보다 ‘기성의 
툴(rOTOB뼈 。6pa3eu) ’， ‘기성의 말(rOTOBoe CJJOBO)’에 맞추어 만들어진 텍스트를 의 

미한다 한편 정전화된 텍스트로서의 시학 혹은 수사학은 17세기 바로크 시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러시아에 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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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텔에 대한 변형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연작에 나타나는 성자의 형상 

2. 1. ‘수난자 공후’16) 와 성성 (CBnOCTb)의 문제 

페도토프(φenOTOB r. n.)에 따르면 고대 러시아에서 공후(혹은 그 혈족)가 

전국적 혹은 국지적으로 성화되었던 경우는 50여건에 이르며 ‘성자 공후’ 숭 

배 현상은 초기 키예프부터 시작되어(보리스와 글랩，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올 

가 등) 몽고 지배시기에 특히 그 수가 증가하다가 모스크바 공국이 시작되면 

서 사라진다 17) ‘성자 공후’의 유형은 ‘사도형 (KHSl 3H paBHOanOCTOJIbHble) ’, ‘수도 

사형 (KHSl 3H HHOKH) ’, ‘수난자형 (KHSl 3H CTpaCTOTepnUbl) ’, ‘위 인 형 (KHSl 3H npOCJIaBJIe 

HHble CBOI써 06meCTBeHHblM CJIy*eH“eM)’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중 압도적인 

다수는 보리스와 글랩에서 시작되어 트베리의 미하일 0318년 사망)에 이르는 

수난자형이 차지한다 18) 여기에 덧붙이자면 모스크바 공국 이전까지 수도사가 

아닌 세속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외적으로 공후들만이 성화된다 19) 

키예프시기에 널리 확산되었던 ‘성자 공후’， 특히 ‘수난자 공후’ 숭배 현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연구대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리스 

와 글렘의 성화로부터 시작되는 수난자 공후 숭배 현상이 소위 ‘인간화된 성 

성’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고대 러시아는 비잔티움으로부터 기독교 

를 받아틀이면서 그것과 함께 최초로 ‘인간화된 성성’이라는 관념과 그 구체 

적인 형태로서 ‘성자숭배’라는 현상과 만나게 되었다. 물론 ‘성성’이라는 관념 

16) ‘수난자(CTpaCTOTepnel\)’는 원래 그리스어 ci8ÀOqlòpoç 의 번역차용어 (calque)이다 고 

대 러시아， 특히 초기 키예프의 맥락에서 CTpaCTOTepnel\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의 

미에서의 신앙을 위한 ‘순교자(MY'l eHHK)’와 구별되는 보리스와 글랩 유형의 순교자， 

즉 신앙을 위한 ‘순교’는 아니지만 그 죽음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수난(CTpaCTb) 

에 대한 모방을 보여주었던 성자들을 의미한다. 
17) r. n. φeaoTos(1997) C8~TMe ßpe8Heη pyCH, M.: TEPPA; KHWI(Ha51 J1aSKa - PTP, c. 80. 

18) 앞의 책， 81-89쪽 
19) A. M. PaH배H(1999a) “ KH5I 3b-CTpaCTOTepnel\-CS 5I TOß: ceMaHTH 'leCKHß apxeTHn *HTHα 

KH 5I 3eß B5I'lec Jlasa H 50pHca H r Jle6a ," CTaTbH 0 ßpe8HepyccKol1 지HTepaType， M.: nH

aJlor MfY. , c.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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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전(前)기독교 러시아는 다양한 이 

교의 신들과 그들에 대한 숭배 제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때) 새로움은 이교 

러시아에서 성성이 자연적， 초자연적 존재의 속성이었고 어떤 구체적인 인간 

에게 부여될 수 있는 자질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성자 숭배’ 현상의 도입과 

함께 이제 ‘성성’이 구체적인 인간과 결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2]) 

여기서 보리스와 글랩이 러시아의 최초의 성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22) 다시 말해서 보리스와 글랩은 고대 러시아가 기독교와 함께 처음 

으로 받아들이게 된 ‘인간화된 성성’이 ‘토착화’되어 적용된 최초의 예인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을 「원초 연대기」나 일라리온의 「율 

법과 은총에 대한 말씀」과 같은 다른 최초의 원전 언어체들과 함께 11세기 

초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고대 러시아가 비잔티움에 대해 발전시켰던 러 

시아의 민족적 자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토포로프의 견해를 주목해 보기 

로 하자. 토포로프에 따르면 11세기 고대 러시아의 최초의 원전 언어체들은 

“정신적 스승이자 후견인이었던 비잔티움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러시아적’ 답변을 정식화”잃)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은 고대 러시아가 비잔티움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인간화된 성성’의 관념，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성자의 형상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의 산물이자 그것이 고대 러시아의 자의식과 관련되어 있 

다는 점에서 반성의 산물이다. 또한 그것은 고대 러시아 자신의 독특한 ‘성성’ 

20)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의 다양한 선들과 이들에 대한 숭배 제의에 대해서는 김희 
숙(2002) r 슬라브(러시아의 선화와 민담J ，인문논총~(특집호)， 279-305쪽을 참조하 

라. 

21) 이러한 맥락에서 토포로프는 기독교의 도입과 함께 성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 

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변화의 핵심은 “성성의 위상을 자연으로부터 인간 

(초인)으로， 물질적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이념적-정신적인 것으로， 구체적이고 가 

시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으로 재조정”한 것에 있다고 말한다. 

B, H, TonopoB (l995) CB51TOCTb H CB51TlJe B pycCKoI1 pYXOBHOI1 KyJ1bType, T, 1. M,: 

rH03HC, cc , 490-491 참조. 
22) 보다 정확하게 말해보면 보리스와 글랩은 역사상 러시아의 최초의 성자도， ‘성자 

공후’도 아니다 그들이 성자로 성화된 이후 믿음을 위한 순교자로서 바라그인 표 

도르와 요안이， 사도형 성자로서 올가와 블라디미르가 성자로서 성화된다. 최초로 

러시아 교회에 의해 성자로 성화되었다는 점에서 보리스와 글랩은 러시아의 최초 

의 성자이다. 
23) B, H, TonopoB (l995) c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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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이 독특성은 물론 앞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을 만들고자 하는 

지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 나타나고 있는 성자의 형상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2.2. 보리스와 글랩의 생매전 연작의 규범성과 탈규범성 

문제의 출발점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24)이 갖는 ‘탈규범성’이다. 이 

때 ‘탈규범성’이란 무엇보다도 초기 고대러시아 문학 체계를 규정하였던 비잔 

티움의 문학 체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잔티움의 순교자 성자전 규범으로부 

터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물론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이 전 

적으로 탈규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 

전체를 고려할 때 비잔티움의 성자전의 규범은 특히 문체적 차원에서 뚜렷하 

게 부각된다. 성자전적 문체 (amorpa빼'-IeCK째 CTHJIb)는 무엇보다도 추상성， 관 

례성을 그 특정으로 하며 25) 이 점에서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의 문체도 예 

외가 아니다. 예컨대 글랩의 살해 장면에서 주인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암살 

자들에게 애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를 본 성자는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것을 알고 애원하는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 간절하게 애원하였다(CJ<a3aHHe: 34이 

글랩이 어리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아직 자라지 

24) 보리스와 글햄의 생애전 연작을 구성하는 것은 익명의 작가의 rCKa3aHHe 0 50pHCe 

H r Jle6eJ , BH6JIHOTeKa JIHTepaTypbl .apeBHei1 pyc찌이하 5JJW) , T. 1. Cn6.: HaYJ<a, 1997, 
CC. 328-352, 네스토르가 썼다고 간주되는 rl(TeHHe 0 50pHce H r J1e6e J, XHTHJ/ CBJ/

TblX uyqeHHKoB BopHca H r.πe6a H c.ny*6b1 HM(llpHroToBHß K ne'laTH 11. H. A6paUOBH'l), 

llaMJ/THHKH 껴peBHepyccKG.꺼 JIHTepaTypbl. Bbln. 2. nr., 1916, CC. 1-26, 그리 고 IlOBeCTb 

BpeUeHHNX ßeT, cn6.: HayJ<a, 1996, CC. 58-64의 6523-6527(1015-1019)항이다. 앞으로 
본문에서의 인용은 CKa3 aHHe, l(TeHHe , r田끼로 약칭하고 페이지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이 연작의 서지학적 측면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A. M PaH1..fHH(19996) “K Bonpocy 0 TeKCTOJlOrHH 60pHCOrJle6cKOro UHKJla," CTaTbH 0 

.apeBHepyccKoi1 JIHTepaType, M.: Dl!aJlor-MrY, CC. 5-15를 참조하라. 
25) 성자전을 포함하는 ‘고급 문학’에서의 형상화의 원리로서의 추상성에 대해서는 l\. 

C. 뻐xa1..feB (1 979) CC. 102-11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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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그러나 열매를 가진 포도가지를 쩍지 말아주세요"(같은 쪽)) . 그러나 이 

장면은 순수하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구성된 것이다. 즉 보리스와 글랩은 이교 

도 블라디미르의 아내였던 불가리아여인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었으며 블라 

디미르의 세례로부터 보리스와 글랩의 죽음까지 2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글랩은 이미 결코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다.26)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문체의 추상성은 공간의 상징화에서도 드 

러난다. 가령 ‘저주받은 스바토폴크’는 야로슬라프와의 전투에서 지고 “체코와 

폴란드 사이 에 있는 황무지로 도망가(npH6t )i(e Bb nycTbIHIO Ne)J(J() 4eXbI H 

JI$I패)"(CKa3aHHe:344-346， nBJI:65, 강조는 필자) 그곳에서 죽는다. ‘Me)i(lO 4eXbI H 

JI$l4bI’라는 표현은 두 가지 상징적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다. 첫 번째로 그것은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이다. 그리고 고대 러시아적 세계상에서 ‘경계’ 

란 무엇보다도 부정한 공간이다.낌) 두 번째로 ‘Me)i(，마 니eXH H Jl$JXH’라는 표현이 

‘어딘가 먼 곳’이라는 의미의 오래된 속담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다.28) 그러 

나 여기서 ‘어딘가 먼 곳’이 공간적인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 

이다. ‘어딘가 먼 곳’ 또한 이곳이 아닌 곳， 즉 경계로서 부정한 공간을 나타 

낸다.잃) 물론 이러한 공간의 부정성은 스바토폴크의 부정성에 상응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체 차원에서 드러나는 추상성， 관례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은 결코 비잔티움의 성 

자전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규범성과 탈 

규범성의 문제는 CKa3aHHe와 4TeHHe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료 

민 (H. n. EpeMHH)은 CKa3aHHe의 탈규범적인 성격이야 말로 네스토르로 하여금 
보다 더 성자전의 규범에 충실한 ‘다른 생애전’으로서의 니TeHHe를 쓰게 만든 

이유였다고 주장한다.30) 부고슬랍스키 (C. A. EyrocnaBCK뻐)는 이보다 더 단호 

하게 네스토르는 익명의 CKa3aHHe를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진정한’ 성자전 

26) IfCTOpHJ1 pyccKOß JIHTepllTypbl B 4-x TOMllX, T. 1. 11.: HayKa, 1980, c. 55 
27) A. M. ITaH4eHKo(1996) “PyCCKa~ KynbTypa B KaH밴 neTpOBCKHX pe매OPM，" 1f3 HCTOpHH 

pyCCKOß xyJIbTypbl, T. 3(XVII-Ha얘no XVIII BeKa), M.: ID l<ona ‘l'I3h1I<H pycc l<o헤 l<ynbTyphl’, 

CC. 109-123. 

28) A. B. Mapl<oB(1908) l1033HJ1 BeJIHKOrO HOBrOp0t111 H ee OCTllTKH B CeBepHoß POCCHH, 

llOlllllHll. XllpbKOB, T. 18. c. 엠4. r田11. c. 477에서 재인용. 
29) A. M. ITaH4eHl<o(1996) c. 122. 가령 부정한 새 그리폰은 ‘어딘가 먼 곳에서 산다. 
30) H. IT. EpeMHH(1968) JJeKWJH no .apeBHeß pyccKOß JIHTepllType, 11.: HayKa, 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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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CKa3HHe를 비잔티움의 수도사들과 순교자들 

의 생애전의 정신에 맞추어 주도면밀하게 개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 말한다.31) 

CKa3aHHe와 니TeHHe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양자의 차이가 무엇보다도 구성 

의 변화와 그로 인한 성자의 형상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l)TeHHe는 CKa3aHHe와 nB끼에 없는 몇 가지 에 피 소드를 첨 가시 키 고 사후 기 적 

부분을 확장한다. 즉 네스토르는 성자들의 수도사적인 어린 시절(니TeHHe :5-6) ， 

보리스의 결혼(니TeHHe:6) 에피소드를 첨가한다. 또한 CKa3aHHe에서 성자들의 

시신과 관련된 짤막한 기적만이 서술된 것에 비해 니TeHHe에서는 여러 가지 

사후 기적들이 서술되고 있다. CKa3aHHe와 니TeHHe의 구성을 부아예(R. Boyer) 

가 주장하는 성자전의 9단계 구성에 투사시켜 보면 양자의 차이는 보다 뚜렷 

하게 나타난다. 부아예에 따르면 성자전은 다음과 같은 9단계의 구성을 갖는 

다:1) 성자의 출생 배경(가문)， 2) 기적 혹은 예언을 수반하는 성자의 출생， 
3) 여러 덕목을 보여주는 성자의 어린 시절， 4) 교훈의 의도를 갖는 성자의 

교육 과정， 5) 성자의 선실함， 6) 상세하게 묘사되는 순교， 7) inventio, 즉 기 

적을 보여주는 성자의 유골이나 시신의 발견， 8) translatio, 즉 성자의 유골이 

나 시신의 이전， 9) 다양한 기적들，32) 

CKa3aHHe의 경우 1)이 약화되어 있으며， 2-5)가 생략되어 있다. 전체 구성이 

6)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7), 9)는 약화되어 있고， 8)은 생략되어 있 

다. 이에 비해 니TeHHe는 부아예가 열거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항들을 자신의 구 

성 속에 배치하고 있다(2항외의 모든 요소들이 거의 약화되지 않은 채로 등 

장한다). 그 결과 니TeHHe에서 성자들의 형상은 보다 더 수도사적이고， 보다 더 

종교적으로‘성자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TeHHe에서의 성자들의 형상이 비잔티움의 성자 

전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페도토프가 지적하고 있 

듯이 보리스와 달랩이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이 아니었으며 공후들의 분 

란 속에서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의 희생자로 죽었다"33)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31) c. A. 5yrocJlascKHií(l 941) HCTOpHJf pyccKoif π'HTepa. Typbl， T. 1. M.-JJ. , c. 326. 
32) R. Boyer(981) “An Attempt to Define the Typology of Medieval Hagiography ," 

Hagiography and Medieval Literature: A Symposium,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pp. 31-32 

33) r. ll. φellOTos (l997) CC.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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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보리스와 글랩의 성성의 유형은 비잔티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성화는 비잔티움의 성자전 규범과는 다른 새로운 

논리， 새로운 근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었다. 

페도토프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죽음과 수 

난， 영웅적 순교가 아닌 희생과 무저항의 모티프가 보리스와 글랩의 성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한다 34) 이와 유사하게 토포로프는 보리스와 글랩의 생 

애전 연작 속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희생’이야 말로 비잔티움과의 긴장된 

경쟁 관계 속에서 고대 러시아가 발전시킨 ‘러시아적 이념’， ‘독특한 유형의 

성성’이라고 주장한다.잃) 

성자들의 경건한 어린 시절， 확장된 사후 기적 등의 슈셋을 포함시킴으로써 

비잔티움의 성자전 규범을 보다 더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였던 네스토르의 

니TeHHe에서도 구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죽음 장면에 등장하는 성자들 

의 형상은 결코 -비잔티움의 관점에서- 규범적인 순교자의 형상이 아니며 작 

가 네스토르도 이를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다. 네스토르 자신이 이들의 성성이 

다름 아닌 형제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 과정에서 이들 

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적인 자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보았는가. 성자들께서 나이 많은 형제에게 보여준 저 고귀한 순종을 

(...) 실로 오늘날 많은 어 린 공후들이 나이 많은 형 제에 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 
게 대항하여 파멸하니 이 두 성자들께서 받았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도다 (…) 

그와 같은 영광， 그와 같은 명예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죽음을 견뎌야하지 않겠는가? (...) [성자들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nOtlpa*alOlIla) 모두를 위해 죽을 것을 결심 

하셨도다.(4TeHHe:25)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자들의 형상이나 

그들에 대한 작가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서술은 보리스와 글랩의 성화와 그 

배경을 다분히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가능성을 준다. 즉 그들 

의 성화는 그들의 아버지 키예프의 블라디미르에서 그들의 형제 야로슬라프 

34) 앞의 책 , cc. 40-46. 
35) B. H. TonopoB (I995) cc. 264-265, 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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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지배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이 형에 

게 복종해야한다는 봉건적 원칙에 신성한 권위를 덧 씌워준다.36) 

이러한 해석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묘사되는 두 성자의 형상 

이 비잔티움적인 성자전 규범으로부터 일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줄 수 있지 

만 그 구체적인 방향， 즉 구체적인 모티프와 구체적인 슈셋 형성 자체를 해명 

해줄 수는 없다. 또한 성화의 과정은 그것이 종교적인 범주인 한 그에 상응하 

는 성스러운 아우라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리스인 대주교들이 이들의 성성 

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37) 이들의 성화에 정당한 끈거를 부여해 주 

기 위해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을 썼던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성자의 

성성에 대한 비(非) 비잔티움적인 그러나 종교적인 논리를 펼요로 하였다. 여 

기서 보리스와 글랩과 유사하게 죽었던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한 숭배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체코의 ‘수난자 공후’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또 하나의 원천이자 기댈 수 있는 권위로， 또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한다. 

2.3. 보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연작과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의 

비교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38)과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관계에 대해 

36)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n. c. JIHXa'leB (1 954), “He

KOTopble BOnpOCbI HlleoJJOíHH φeOllaJJOB B JJHTepaType XI -XII BeKOB ," TOLIP.π~ T. X. JI. , 

c. 87-90을 참조하라 

37) 가령 이 생자들의 최초의 사후기 적에 대한 야로슬라프의 이야기를 듣고 대주교 요 

한(110aHH)은 ‘너무나 놀라고 의심하였’으며 (rCKa3aHHe 0 '1Yllecax POMaHa H naBHllaJ , 
YcneHC찌꺼 3BOpHHK XII-XIII BB.(noll pell. C. 11. KOTKOBa), M.: HayKa, 1971, c. 60) 

성자들의 유해를 키예프로 옮길 때(1072년) 대주교 게오르기는 ‘이 성자들의 성스 

러움을 믿지 않았다’(니TeHHe:21l. r. n φelloToB(1997) C. 35를 참조하라. 

38) 체코의 ‘수난자 공후’ 바출라프(907-929)는 921년 어머니 류드밀라의 섭정하에 프 

라하의 공후가 되어 924년 프라하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지만 927년 동생 볼레슬라 

프와 주변의 가신들에 의해 동생의 영지에서 살해된다. 이미 932년에 유해가 프라 

하로 옮겨지는 것으로 미루어 바출라프에 대한 종교적 숭배는 그의 살해 직후부터 

널리 확산되어진 것으로 간주된다(A. 11. PoroB(197이 CKa3aHHJI 0 Ha 'laJle l.{eDJCKOrO 

rOCYßapCTBa B PYCCKOμ nHCbMeHHOCTH, M.: HayKa, CC. 5-10).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 

은 바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연작은 두 고대슬라브어 판본과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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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후자에 전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죽음의 순간 

에 보리스는 “자신과 유사하게 살해당한 성 수난자 니키타와 성 바체슬라프 

의 순교와 수난"(C J< a3aHHe:334)을 상기한다)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 

며 그에 대한 견해들도 다분히 극단적이다.39) 

가령 페도토프는 바출라프는 ‘완벽한 성자의 전형’이며 그의 생애전도 전형 

적인 의미의 성자전 (vita)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에 나타 

나는 무저항의 이념은 바출라프 생애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0) 

아마도 페도토프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규범적인 바출라프의 라틴 

어 생애전들과 그 개작인 니콜스키 판본으로 보이는데 이들 판본에서도 바출 

라프는 결코 비잔티움적인 의미에서 전형적인 성자의 형상으로 제시되지 않 

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판본에 비해 ‘보다 덜’ 규범적인 보스토코프 판본 

의 바출라프의 형상은 많은 점에서 보리스의 형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가령 일린 (H. H. !1JJbHH)으로 하여금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 

전 연작은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의 문학적 개작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논 

라틴어 판본으로 구성된다. 그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보스토코프 판본이라 볼리는 

1차 슬라브어 판본은 대략 10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rCrescente 
fide ChristianaJ (10세기 70년대)， 훔볼트 판본， 크리스티안 판본(rVita et passio 
Sancti Wencelai et sanctae Ludmilae aviae eiusJ , 10세기 말) 등과 같은 라틴어 
생애전이 만들어졌고 그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니콜스키 판본이라 불리는 2차 슬 

라브어 판본은 훔볼트 판본의 라틴어 생애전을 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같은 책， 

cc. 34-36, 69-71; HCTOpHJI JlHTepaTyp 3ana,aHblX H /();((HblX CJla8J1H 8 3-ex TT. , T. 1, 
1.1.: HHllPHK , 1977, cc. 266-27이， 이하 본문에서 슬라브어 판본들에 대한 인용은 Bo
CTOKOB, HHKonbCKH~로 약칭 하고 페 이 지 를 병 기 하는 방식 으로 이 루어 칠 것 이 다. 

39)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에 대한 정리는 A. M. PaH때H(19996) “KHJl 3b-CTpac 
TOTepneU-CBJl TO~: ceMaHTH4eCKH~ apxeTHn *HT깨t I< HJl 3e~ BJl4eCJlaBa H 50pHca H 
r Jle6a ," CT8. TbH 0 ,ape8HepyccKol1 JlHTep8. Type, 1.1.: 마laJlor-Mry ， cc. 31-35: N 

Ingham(1984) “The Martyred Prince and the Question of Slavic Cultural 
Continuity in the Early Middle Ages," Medieval Russian Culture(ed. by 
Bimbaum H., Flier M.l,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3-39를 참조하라 

40) r. 11. φellOTOB(997) c. 44 이러한 관점에서 페도토프는 무저항의 이념이야말로 순 
수하게 러시아적인 것이며 이것이 러시아적인 종교적 심성의 한 핵심판념인 ‘자기 

낮춤(kenoticism) ’을 구성 한다고 주장한다(G. P. Fedotov (1946) The Russian 

Religious Mind, vol 1, Kievan Christianity, Cambridge, Mass. pp. 94-131. 특히 
Saints Boris and Gleb - the ‘sufferers ’ of nonresistance 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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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가 되었다 41)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두 작품에 대한 세세한 검 

토는 이 두 작품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를 또한 드러내 보여준다.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잉검에 의해 제시되었 

다쩌) 잉검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나타나는 성자들의 성성이 고 

유하게 러시아적이라는 페도토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서 유럽의 공후-순교 

자의 맥락 속에서， 특히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 보 

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연작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두 작품들은 그 서 

술 구조(슈셋 구조)와 핵심적인 이념적 구조 즉 “죄 없는 수난자로서의 의로 

운 공후， 기독교적 무저항성，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모방”의 테마를 공유한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3) 한편 영검의 견해에 따르자면 두 작품의 관계는 일 

반적인 의미에서의 영향， 모방， 차용이라기보다는 공통의 문화 공동체에서의 

문화적 연속(cultural continuity)으로 파악되 어 야 하며 이 ‘연속’ 개 념 에 는 변 

화와 발전의 계기가 포함될 수 있는데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은 가령 

자기 낮춤을 특징 으로 하는 무저 항의 유형 (kenotic brand of nonresistance) , 

종교와 정치적 원칙의 결합으로서의 형제애라는 주제를 전변화함으로써 바출 

라프 생애전 연작과는 차별된다 44) 이러한 영검의 견해는 몇 가지 점에서 비 

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죄 없는 수난자로서의 의로운 공후’라는 테마를 살펴보기로 하자. 잉 

검은 성자들의 핵심적인 자질을 ‘죄 없음’과 ‘의로움(rightness)’으로 간주하는 

데 잉검에 따르자면 여기서 의로움은 곧 그들의 자비 (MHJlOCepL1He) 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의 테마가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의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면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의 경우 보다 더 ‘규범적인’ 니TeHHe에 

서만 나타나며 CKa3aHHe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펠요 

41) H. H. H.I1bHH (1957) πeTOITHCHaJ/ CTaTbJ/ 652 rO/1a H ee HCTOtfHHK, M. , CC. 36-70 
42) N. Ingham(984) 외 에 도 N. Ingham(1965) “Czech Hagiography in Kiev. The 

Prisoner Miracles of Boris and Gleb," Die Welt der Slaven. No. 10. pp 
166-182; N. Ingham(1973) “ The Sovereign as Martyr, East and West,"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17. pp. 1-17 
43) Ingham(984) p. 39 
44) 암의 논문， p. 44 ‘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연 이러한 잉검의 관점은 부분적으 

로 페도토프의 그것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가령 ‘그리스도의 수난의 모 

방’이나 ‘자기 낮춤을 특정으로 하는 무저항’과 같은 요소는 이미 페도토프에 의해 

지적된 것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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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비’에 근거하고 있는‘의로움’이라는 자질은 바출라프 

의 경우는 핵심적인 자질이 되고 있으나 보리스와 글랩의 핵심적인 자질은 

아닌 것이다(이 부분은 이후 보다 자세하게 검토될 것이다). 

또한 잉검은 두 생애전 연작 속에서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최초의 의인으로 

간주되는 아벨과 최초의 살인자 카인의 전설이 인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로움’의 자질과 관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두 생애전 연작에서 아벨과 

카인의 전셜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먼저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에서 아 

벨과 카인의 전설은 말 그대로 불분명하게 암시될 뿐이다. “그[바출라프]의 

피가 삼일 동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삼일 째 되던 날 모두가 그 위 

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BOCTOKOB:39)는 대목이 그것이다. 잉검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카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의 피가 땅위에 머물러 있 

었다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대목을 아벨과 카인의 전설과 연 

관시킨다 45) 

실제로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이 고대 체코인들에게 그리고 바출라프 생애 

전 연작의 작가들에게 뚜렷하게 의식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보 

스토코프 판본에서 이 에피소드는 바출라프의 죽음의 슈셋이 아니라 그의 사 

후 기적의 슈셋에 위치한다. 즉 바출라프의 죽음에 대한 서술이 끝나고 그의 

살해자인 볼레슬라프가 사제를 불러 자신의 희생자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이 피의 기적이 서술되는 것이다 이 대목 이후에 서술자가 “더 많은 기 

적이 나타날 것"(같은 쪽)이라고 희망하는 것도 이 대목이 사후 기적의 슈셋 

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콜스키 판본의 경우도 그 맥락에서 보스토코프 판본과 유사하다. 바출라 

프의 죽음에 대한 서숲이 끝나고(“10월 달력이 시작되기 4일 전 그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갔다"(HHKOJlbC씨낀:82)) 보스토코프 판본과는 달리 볼 

레슬라프가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이후 바출라프 

의 피와 관련된 기적이 서술된다. 니콜스키 판본에서는 살해될 때 교회 벽에 

묻은 바출라프의 피가 닦아내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틀째 그것은 두 배가， 사흘째 세 배가 

된다). 그리고 서숨은 “이 교회 벽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피를 파내려고 했 

던 자국을 보여준다"(같은 쪽)로 끝난다. 이 대목도 바출라프의 피와 관련된 

45) 앞의 논문， p.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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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이 그의 죽음보다는 사후 기적과 그 실제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아벨과 카인의 전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우선 CKa3aHHe와 니TeHHe에 서 작가들은 스바토폴크를 직 접 적 으로 ‘두 

번째 카인’이라 부른다. 아벨과 카인의 전셜은 무엇보다도 nBJJ에서 직접적이 

고 정서적으로 도입된다. nBJJ의 6527(019)년 항목에서 보리스가 살해되었던 

바로 그 장소인 얄타강에서 스야토폴크의 군대와 마주한 야로슬라프는 다음 

과 같이 외친다. 

“주여， 나의 동생의 피가 당신에게 호소하나이다!(KpOBb ÕpaTa MOerO BOnbeTb K 

Toõe, BJlaDblKO!) 카인을 신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아벨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 

셨던 것처럼 이 의로운 자의 피에 대해 복수하소서. 그를 신음하고 두려워하게 만 

드소서 ."(nBJ1:63)46)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의 성자의 피의 에피소드에서 아벨의 피의 모티프가 

불분명한 암시에 그칠 뿐만 아니라 성자의 죽음보다는 그의 사후기적과에 관 

련되어 있다면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성자의 피는 야로슬라프의 

말속에서 직접적으로 아벨의 피의 모티프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그것은 잉검 

의 주장과는 달리 성자들의 의로움보다는 희생과 죄 없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에서 아벨과 카인의 전설의 도입은 

보리스와 글랩을 한편으로 스바토폴크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의 축을 강 

화시키고 이 대립은 의로움/의롭지 않음의 자질보다는 죄 없음/죄인의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벨과 카인의 전설의 도입이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에서 갖는 의미， 보리 

스와 글랩， 그리고 스야토폴크의 대럽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 

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와 관련해서 잉겁이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념적 

구조， 즉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모방’의 테마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두 생애전 연작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모방’의 테마는 무엇보다도 

슈셋적으로 실현된다. 즉 믿음을 위한 순교자가 아니었던 러시아와 체코의 성 

자들의 성성에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생애전의 저자들은 이들이 죽음의 과정 

46) 장세기 4:10-11 창조 “네 형제의 피의 목소리가 내게 땅으로부터 호소하도다(roJl

。C KpOBH ÕpaTa TBOerO BOnHeT KO MHe OT 3eMJ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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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스도의 수난， 특히 체포되기 전날의 수난을 과정적으로 반복하는 것 

으로 형상화한다. 

가령 두 생애전 연작에서 성자들， 특히 바출라프와 보리스의 죽음의 과정은 

거의 유사한 슈셋 구조를 갖는다. 즉 ‘성자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그의 형제 

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이 음모는 모임의 형태로 묘사된다.’; ‘성 

자들에게 음모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지만 성자들은 이를 무시한다.’; ‘성자들 

은 자신의 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해된다.’; ‘살해는 새벽에 이루어지 

고， 그 이전의 성자들의 활동이 묘사된다.’; ‘성자는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 

‘살인자틀은 단계적으로 성자에게 접끈하지만 마치 갑자기 나타난 듯이 묘사 

된다.’; ‘성자들은 살인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칼에 찔려 죽음에 이 

트게 되며， 실제적인 살인은 그를 죽이려한 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암살자들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의 시체는 유기되어 방치된다.’이러한 슈셋의 연쇄 

속에서 ‘성자를 죽이기 위한 음모’는 유다 혹은 빌라도의 음모로， ‘저녁의 기 

도와 새벽의 살해’는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와 체포로， 

‘칼에 의한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창에 찔림’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47)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중세적 역사관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을 고려할 펼요 

가 있다. 중세적 역사관에 따르면 현재의 사건은 가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 

과거를 모형으로 하여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일반적으로 순 

교자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모형으로 하여 그것을 반복한다. 따라서 바 

출라프 생애전 연작이나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예수의 수난이 암 

시되는 것은 이 성자들이 독특한 유형의 수난자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순교자의 행위 모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성성의 유형이 전통적인 비잔티움의 규범에서 일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근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두 생애전 연작 중에서도 바출라프 생애전의 보스 

토코프 판본의 작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바출라프의 살해장 

면을 그리스도의 수난의 틀에 맞추어 정교하게 형상화한다. 즉 볼레슬라프가 

바출라프에 대해 최초로 살해음모를 세웠을 때 작가는 이를 “마치 그 옛날 

(B nepBaR J1eTa)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러하였듯이 바체슬라프에 대해 

47) N. Ingham(984) pp.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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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것을 생각해 "(BOCTKOB:37-8) 내었다고 서술하며， 살해 전날 바출라프를 

죽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모여 

들었듯이 그들， 사악한 개들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계획하였 

다"(BOCTKOB:38)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수난의 모형에 따른 반복은 바출라프 생애전의 보스토코프 판 

본에서 가장 정교하며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경우 보리스에게서 비 

교적 정교하게 나타나고 글랩의 경우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보스토코프 판본에서 유대인， 혹은 빌라도가 언급되는 바로 그 맥락에서 보리 

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는 카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 

령 CKa3aHlie에서 스바토폴크가 최초로 보리스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우는 장 

면이 서술되고 난 이후 작가는 이를 “악마가 올무를 만들어 마치 그 옛날 형 

제를 죽이고자 하였던 카인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스바토폴크를 사로잡았 

다”고 하면서 스바토폴크를 “진정한 두 번째 카인”이라고 부른다(CKa3aHlie: 

332). 니TeHlie에서도 보리스에 대한 최초의 암살 계획을 세우는 바로 이 대목 

에서 네스토르는 스바토폴크를 ‘두 번째 카인’이 라고 부르고 있다(“보았는가 

형제틀이여， 이 저주받은 자의 무자비함을? 이 두 번째 카인의 무자비함을 보 

았는가7"(니TeHlie:9)) 연대기의 경우 보리스와 글랩에 대한 살해 계획 장면 각 

각에 서 스바토폴크의 계 획 은 ‘카인 의 생 각(Ka IiHOB CMblCJl (nBJI:59, 60))’으로 규 

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현재의 사건을 절대적 과거의 사건 

의 반복으로 보는 중세적 역사관에서 바출라프의 살해를 카인의 최초의 형제 

살해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채코의 생애전 작가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출라프 생애전의 크리스티안 판본에서 볼레 

슬라프는 ‘두 번째 카인 (alter Cayn)’이라 불리고 있다쩌) 하지만 보리스와 글 

랩의 생애전 연작과 비교해 볼 때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들에서 아벨과 카인 

의 모티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휠씬 약화되어 있거나 혹은 암시의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아마도 이는 바출라프의 살해자이자 그의 동생인 볼레슬라 

프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에서 볼 

레 슬라프는 자신 의 죄 를 인 정 하거 나(HIi K0J1bCK IiH:82) 혹은 더 나아가 회 개 하고 

그의 유해를 프라하로 옮겨오는 작업을 주도하는 것 (BOCTOKOB:39)으로 그려지 

48) 앞의 논문，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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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보리스와 글랩의 경우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의 살해자인 

스바토폴크는 보리스와 글랩의 형제이자 그들의 성화 작업을 주도한 야로슬 

라프의 적대자인 것이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작가들은 바출라프 

의 생애전에서처럼 주인공들， 특히 보리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수난을 모방 

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바출라프의 생애전에서는 잠재적이었던 

또 하나의 모티프 즉 아벨의 모티프를 도입한다.49) 그리스도라는 모형과 함께 

아벨과 카인의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은 바출라 

프의 생애전 연작으로부터 뚜렷한 차별성을 얻게 된다.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주인공들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형제에 의해 살해되 

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바출라프의 형상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여기서 형제 살해자 블레슬라프의 의미가 축 

소되어 있다면， 보리스와 글랩의 경우 그리스도의 모형에 아벨의 모형이 얽히 

고 여기서 적대자 카인으로서의 스바토폴크의 의미가 적극성을 갖게 된다. 보 

리스와 글랩을 한편으로， 스바토폴크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이 활성화된 

다. 이 대립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 전체를 통틀어서 전면화한다. 예 

컨대 글랩의 시신에서 나오는 빛과 스바토폴크의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와 같 

은 의미론적인 형상 차원에서의 대립이 그러하다. 또한 이들의 행동의 궤적이 

보여주는 대립성을 보라. 보리스와 글랩은 키예프로 향하는 길에서 살해되며， 

살해된 이후 키예프 근교의 뷔쉬고로드(B뻐ropOll)에 위치한 바실리 성당에 함 

께 묻힌다. 공간적으로 키예프라는 방향성은 그들의 아버지 블라디미르와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점에서 블라디미르의 세례명을 딴 바 

실리 성당에 이들이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반면 스바토폴크 

는 “[키 예 프] 도시 로부터 뿐만 아니 라 온 [러 시 아] 지 역 으로부터 "(4TeHl1e: 14) 

쫓겨난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닌 어딘가 ‘부정한 곳’에서 죽는다. 

49) 이 점에서 러시아의 r프롤록(npoJlor )J 의 바출라프 항은 매우 시사적이다프콜록J 

의 작가는 먼저 바출라프의 피의 기적을 서술하고 난 다음 이를 “왜냐하면 [공후 

의 피가] 아벨의 피처럼 볼레슬라프를 반대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이다”라 

고 해석하고 있다(npOJlOr. H36pllHblble TeKcTbl(oTB. peJl. B. n. rpeôeHHK) , M.: HHCTHTyT 

MHPOBOA 깨TepaTypμ HM. A. M. rOpbKoro , 1990, c. 2æ). 이 는 바출라프의 생 애 전， 특 
히 보스토코프 판본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아벨의 모티프가 러시아의 토대에서 뚜 

렷한 표현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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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점에서 특히 CKa3aHHe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쌍성 (napHOCTb) 

범주의 도입이 의미심장하다. 쌍성의 도입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가 

령 보리스와 글랩과 마찬가지로 스바토폴크에 의해 살해당한 또 한 명의 블 

라디미르의 아들 스바토슬라프는 이들과 함께 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 사실은 오직 연대기에서만 언급되며 CI< a3aHHe와 니TeHHe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스바토슬라프가 성화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만 했던 

적극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는다.) 

토포로프에 따르면 CJ< a3aHHe에서 쌍성 범주의 도입은 중수의 사용과 같은 

언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모티프 차원에서도 활성화되는데， 쌍성 범주의 

도입이 갖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바로 “보리스와 글랩의 은혜로운 쌍성이 

(...) 스바토폴크의 죄 많은 ‘이중성’과 대립”밍)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스바토폴크의 이중성은 그가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교도 

시절의 블라디미르는 자신의 형제 야로폴크를 죽이고 이미 스바토폴크를 임 

신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취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생래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또한 끊임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그의 행위 유형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보리스와 글랩에게 사신을 보내 기만하고자 하는 그의 행동이 그것이 

다 51)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성자들과 스바토폴크의 대립성의 강화는 

이 성자들의 성성이 스야토폴크의 자질로서의 악함(õe33a J<OHHe)에 대립되는 

자질로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이는 글랩의 경 

우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잉검은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과 보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연작의 공통적인 핵심적 이념 구조의 하나로 

‘죄 없는 수난자로서 의 의 로운 공후’를 지 적 하면서 죄 없음과 의 로움을 수난 

자 공후의 대표적인 자질로 언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의로움의 근거를 

자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출라프 생애전 연작에서의 바출라프 

의 형상이나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중 니TeHHe에서의 보리스의 형상에서는 

그와 같은 요소가 나타나지만 글랩에게서는 그렇지 않으며 CKa3aHHe와 nB끼에 

서는 두 사람 모두와 관련하여 자비라는 자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엄밀하게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수난의 모방이라는 테마 또한 바출라프와 

보리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글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아벨과 카인 

50) B. H. TonopoB(1995) c. 495. 
51) 앞의 책， CC. 4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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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벨과 마찬가 

지로 보리스와 글랩 또한 ‘죄 없이’ 형제에게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서 C I< a3aHHe의 화자가 글랩의 살해를 묘사하면서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죄 

없음’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양’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 

다， (“토르친이라는 이름의 글랩의 요리사가 칼을 들어 성자를 붙잡고서 흠 없 

고 죄 없는 양을 찌르듯 그를 찌르니 10월하고도 다섯 번째 되는 날 월요일 

이었다，" (C I< a3aHHe:342)) 체코의 성자에게 ‘죄 없음’과 ‘의로움’이라는 자질이 

등가적으로 공존한다면 러시아의 성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스야 

토폴크의 악함에 대립되는 ‘죄 없음’이라는 자질이다. 

마지막으로 잉검이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테마， ‘기독교적 무저항성’을 살 

펴보기로 하자. 운명으로서의 순교를 무저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교자 

유형의 성자전의 보편적인 요소이다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과 보리스와 글 

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이러한 무저항의 테마는 암살에 대한 음모가 미리 전 

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자들이 그 사실에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실현된다. 

가령 바출라프는 자신에 대한 음모를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체코인들이여， 내가 그대들과 함께 말을 타고 우리의 적들을 향해 나가지 못할 것 

같은가? 하지 만 나는 이 를 원치 않는다(Ho He xo~y 3TOrO)(HHKOAbCK때 96) 

작가 또한 성자의 죽음을 ‘자발적인 죽음’이라고 부른다(‘CMepTb 3a XpHCTa 

BOJIelO’ (HH I< OJIbC I< H낀 :81))， 일반적인 순교자 유형의 성자전의 경우와 바출라프의 

생애전의 차이는 후자가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볼 

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 유형과 일반적인 순교자의 행위 유형의 차이는 보다 세밀한 비교 검토 

를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죽음’은 ‘형제애’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순교자의 행위 유형과， 더 나 

아가 바출라프의 행위 유형과 뚜렷이 구별된다. 가령 CI< a3aHHe에서 보리스는 

“나는 나의 형제， 그것도 형에게 대항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C I< a3aHHe:334) 

고 말한다. 니TeHHe에서도 보리스의 ‘자발적인 죽음’은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스바토폴크에 대항하여 전투를 권하는 군사들에게 보리스는 “형에게 

대항할 수 없다(HH na I< hI CMe lO npOTHBHTHOI CTpaeßWoMy 6paTY"(니TeHHe: lO)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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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Ka3aHHe에서의 글랩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바출라프나 보리스와는 달리 

그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의 죽음은 ‘자발적’일 수 없었다. 니Te

HHe에서 네스토르는 다소 다른 글랩의 모습을 보여준다. 글랩을 죽이 러오는 

자들을 보고 글랩과 함께 있던 자들이 대항할 준비를 하자 글랩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강가로 물러서 있을 것을 간청한다. 네스토르는 이러한 글랩의 

행위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자신만 죽기를 원했던 것으로 해석한 

다.(“성자께서는 혼자서 모두를 위해 죽고자 하셨던 것이고 이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셨던 것이다." (니TeHHe:12)) 여기서 부각되는 글랩의 행위 원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원칙이며 그의 죽음은 바출라프나 보리스의 

경우와 같은 ‘자발적인 죽음’은 아닌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러시아의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천 연작이 비잔티움 

의 성자전 규범과 체코의 공후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이라는 두 원천으로부 

터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믿음을 위한 순교자가 아니라 왕 

위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의 희생자였던 보리스와 글랩의 성성을 끈거지우기 

위해 러시아 문사들은 비잔티움의 성자전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탈규범’은 보리스와 글랩의 성성의 유형이 비잔티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추상성， 

관례성이라는 성자전적 문체를 따르면서도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작가들은 인물의 형상화， 슈셋의 구성에서 새로운 유형의 성자전을 만들어야 

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체코의 공후 바출라프의 생 애전 연작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작가들은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 

특히 보스토코프 판본에서 비록 믿음을 위한 순교는 아니지만 그 죽음의 과 

정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슈셋적으로 반복하는 성자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물론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의 작가들은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 

의 모티프와 슈켓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출라프의 생애전 연작 



64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1 호 

에서는 약화되어 있던 아벨과 카인의 모티프를 발전시키고 그럼으로써 친족 

에 의해 살해되는 ‘죄 없는 수난자’로서의 공후라는 형상을 전면화시킨다. 

죄 없는 수난자로서의 공후라는 형상과 함께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 

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순교자 성자전의 기독교적 무저항성을 형제애와 연결 

시킨다. 하지만 보리스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형제애에 입각한 무저항의 행위 

원칙， ‘자발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슈셋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원칙과 

마찬가지로 고대 러시아의 문사들이 발전시킨 성성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표 

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죄 없는 수난자 공후’의 펼수적인 자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랩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은 약화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자 

질， 즉 모두를 위한 죽음이라는 요소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 러 

시아에서 ‘수난자 공후’의 성성에 대한 관념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악한 친지에 의해 ‘죄 없이’ 살해되는 성자라는 형상이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 최초의 성자인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은 

고대 러시아가 비잔티움으로부터 받아들인 기독교적 성성， 즉 인간화된 성성 

의 관념이 러시아적 토대 속에서 어떻게 토착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 

다.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질을 갖추고 그 자 

질로서 성스러움의 권위를 획득한 ‘수난자 공후’라는 새로운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새로움은 비잔티움으로부터 받아들인 성성에 대한 고대 러시아 

인들의 반성에서 기인한다. 문학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본다면 보리스와 글 

랩의 생애전 연작이 갖는 새로움이란 비잔티웅의 문학 규범에 대한， 체코의 

‘바출라프 생애전’의 성자의 형상에 대한 고대러시아 문사들의 반성의 결과이 

자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성성에 대한 지향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지향의 작용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었다. 이는 보 

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성성으로서의 보리스 

와 글랩의 자질， 그들의 형상이 다시 하나의 규범으로서， 원천으로서 이후의 

‘수난자 공후’의 성성과 형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가령 키예프인들에 의해 살해된 이고리 올고비치 0147년 사망)， 자신의 부 

하들에 의해 암살된 안드레이 보고륨스키 0175년 사망) , 한국에서 살해된 트 

베리의 공후 미하일 야로슬라비치 0318년 사망) 등은 믿음을 위한 순교자가 

아니면서 성자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수난자 공후’ 유형인데 이들에 

게서 우리는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이 발전시켰던 성자의 형상(무엇보 

다도 죄 없는 살해당하는 공후) , 유사한 모티프와 슈셋 구조를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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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보리스와 글랩의 생애전 연작에 나타나고 

있는 성자의 형상의 새로움이자 ‘수난자 공후’ 유형의 성성의 새로움이었다. 

모스크바 공국 이전까지 고대 러시아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수난자 공후’ 숭 

배 현상에 대한 보다 완전한 분석， 즉 무엇이 믿음을 위한 순교자가 아닌 이 

들을 성자로 간주하고 숭배할 수 있게 해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보다 완 

전한 대답은 보리스와 글랩 이후의 ‘수난자 공후’들에 대한 보다 넓은 맥락에 

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 다름 아닌 권력 

자로서의 공후가 최초의 성자가 되었는지， 더 나아가 여기에는 모스크바 공국 

이후와는 다른 양상의 권력과 성성의 결합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권력과 성성의 결합이 모스크바 공국에서 발전되는 황제에 대한 독특한 심리 

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 또한 보리스와 글랩 이후의 ‘수난 

자 공후’들에 대한 보다 확장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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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õ OÕpa3e ‘KHj( 3 j( -CTpaCTOTepnua’ B ÕOpHCOrJIeÕCKOW UHKJIe 

61OH , XIOH-T3 

npe.llTlaraeMa$l pa60Ta nOCB$llI(eHa aHaJlH3y 06pa3a CB$lTbIX B 60pHCOrJle6cKOM 

UHKJle , 3atla'-la CTaT벼 COCTOHT B TOM, '-ITO뻐 하J$lCHl’Tb ， KaK 06pa30BaJIHCb 

06pa3 CB$l TbIX, OCHOBble MOTHBbl H CHlll<eTOo6pa30BaHHe 60pHcOr J1e6CKOro UHKJla, 
KOTopble HeJlb3 $1 CBeCTHCb K BH3aHTHRcKOR arHOrpatþH'-IeCKOR HOpMe, CB$lTbIe 

THna KH$l3$1 -CTpaCTOTepnua OTJlH'-IaHlTC $I TaKHMH rJlaBHb~H '-IepTaMH, KaK CMepTb 

HeBHHHOH KH$l 3$1, Htle aJJ XpHCTHaHCKOrO HenpOTHBJleHH$I H tl06pOBOJlbHOe npH$lTHe 

CMepTH He 3a HCnOBetlaHHe Bepbl, HO B nOt\Pall<aHHe CTpatlaHH$lM XpHCTa , 

ConOCTaBJleHHe 6opHcorJle6roro UHKJla C lI<HTHRHblMH npOH3BetleHμ$IMH 0 '-IeWKOM 

KH$l 3e B$I앤CJlaBe(BaUJlaBe) nOKa3blBaeT , '-ITO aBTOpbl arHOrpa빼'-IeCKHX TeKCTOB, 

nOCB$llI(eHHbIX pyCCKHM KH$l 3$1 M DopHcy H r Jle6y, He TOJlbKO nOBTOp$lHlT OCHOBble 

MOTHBbl H CHlll<eTOo6pa30BaHHe B$I'-IeCJlaBCKOrO UHKJla , HO H TpaHCφp뻐매OT HX , 

06pa3 CB$lTbIX DopHca H r Jle6a, B CBOHl O'-lepetlb, OKa3 aJJ BÆ쩌HHe Ha 

tþOpMHpOBaHHe 06pa3a TaKHX nOCJlenyHlII(HX ‘KH$l 3eη-CTpaCTOTepnueB’， KaK HrOpb 

OJlOrOBH'-I, AHt\Pe찌 DOrOJlHl6CKHα H MHxaAJJ TBepCKI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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