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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센터는 엘레나 발디나(Elena Baldina)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초빙교수를 모

시고 “21세기의 고골 연구”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고골 작품은 그 명성에 비해 소비에트 시대에는 출판

이 저조했는데,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특히 전집 출판이 급증하였다. 고골이 국제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해외에서 널

리 소개된 것도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현상이다. 발디나 교수는 21세기, 포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고골 작품의 출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에 따라 고골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었

는지를 개관하며, 특히 텍스톨로지 중심으로 21세기의 고골 연구 변천사를 추적하였다.  

먼저,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블라디미르 알렉세예비치 보로

파예프(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Воропаев)와 이고르 알렉세예비치 

비노그라도프(Игорь Алексеевич Виноградов)가 고골 연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9년 고골 탄생 200주년을 맞아 이 두 연구자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업, 러시아 정교회의 후원으로 17권으로 된 전집(모스

크바-키예프, 2009~2010년)을 성공적으로 간행하였다. 해당 전집에는 잘 

알려진 고골의 문학 작품 이외에도 역사, 민속학에 대한 초고들, 교회예배

문 등 다른 장르의 글들이 폭넓게 포함되고, 서한 전체가 실려 있으며, 고골

의 식물표본집도 소개되고 있다. 이 전집은 <타라스 불리바(Тарас Буль

ба)>와 <옛 지주들(Старосветские помещики)> 등 여러 작품이 저자의 초고본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비노그라도프는 이 전집 이외에도 2001년에 <고골 미출간집(Неизданный Гоголь)>(고리키 세계문

학연구소, 2001)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고골이 세계사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쓴 기록들, 자고스킨에게 쓴 편지들, 

고골이 필사한 수많은 시인들의 시, 종교적-도덕적 글이 수록되어 있다. 뒤이어 2011년에 비노그라도프는 수년간

의 텍스톨로지 연구의 결과물인 <동시대인의 회상록, 일기, 서한 속에서의 고골(Гоголь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дн

евниках, переписке современников)>(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 2011년)을 3권으로 출간하였다. 그 밖에 

러시아에서 간행된 가장 방대한 고골 생애 연구서는 2017~18년 세계문학연구소에서 출간된 7권짜리 전집 <고골

의 생애와 작품 연대기(Летопись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а Н.В. Гоголя)>로, 이 전집은 백과사전적 성격, 총결

산의 의미를 띠고 있다.  

  

    
        

        

엘레나 발디나 교수 콜로키움: 

21 세기의 고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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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크라이나에서도 고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6년 네진 국립사범대를 중심으로 파벨 블라디

미로비치 미헤드(Павел Владимирович Михед)가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 고골 학문연구 센터’가 설립된 이

래, 해당 기관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고골 연구(Гоголеведческие студии)>를 간행하고 있다. 이 학

술지는 현재 고골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정기간행물로 극히 다양한 유파와 경향을 아우르고 있다. 2008년에는 

네진 국립사범대의 그리고리 바실리예비치 사모일렌코(Григорий Васильевич Самойленко)가 고골의 <죽은 

혼> 2부의 새로운 이본을 네진에서 발견, 학술대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고골연구자들 또한 전집 간행

에 관심을 기울여, 2009~2012년에 걸쳐 7권짜리로 된 우크라이나어 고골 전집도 새로 출간하였다. 

발표자에 의하면 현대 고골 연구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유럽, 미국, 동북아시아에

서도 고골을 활발히 연구 중이다. 발디나 교수는 특히 중국의 고골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고골 연구는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극히 다양한 연구학파를 포괄하고 고골연구자의 숫자도 비

약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에는 중국에서 9권짜리 고골 전집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문학작품 이외에 베레사

예프가 편찬한 고골의 논문들과 서한들이 포함되었다. 이 전집 덕분에, 중국의 독자들은 고골의 텍스트를 총괄적으

로 직접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텍스트는 고골이 벨린스키와 주고받은 서신이었

다. 중국의 고골 연구사를 정리한 작업으로는 류훈보, 쩌우샤오베이, 순인난 등의 논문이 있다. 

21세기 이후 고골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로는 모스크바의 ‘고골의 집(Дом Гоголя)’이 주최하는 ‘고골 독회(Г

оголевские чтения)’가 있는데, 이 회의는 매년 로마, 빈, 예루살렘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들어 새롭게 주목받은 과거의 연구 사례도 소개하였다. 2003년 슬로바키아에서 슬

라브어문학자 알렉산드르 이사첸코(Aleksandr Isachenko)의 원고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고골과 러시아 리얼리

즘의 문제>가 새로 출간되었다. 이사첸코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미국 등지를 거쳐 총 16개 대학에

서 강의했는데, 1948~1955년 브라티슬라바 대학 철학부 러시아어문학과장이 된 이후 언어학 외에도 문학방법론

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다. 이때의 강의록,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고골과 러시아 리얼리즘의 문제”가 슬로바키아의 

러시아학 연구자인 올가 코바치쵸바와 안톤 엘리아슈의 도움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발디나 교수는 21세기의 고골 연구야말로 극히 다양한 학문 전통과 경향을 결합하고 커다란 발전가능성을 지닌 연

구 분야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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